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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re has been no exact answer to the question of when to discontinue antiepileptic

drugs(AEDs) in children with well-controlled epilepsy for a long period. This study is about the

risk factors of relapse after withdrawal of AEDs in seizure(Sz)-free patients to show a guideline

for discontinuation of AEDs.

Methods : One hundred and sixty-nine children were diagnosed as epileptic at the Pediatric Dept.

of Kyung-Hee Univ. between 1993 to 1998, in whom AEDs had been withdrawn after at least

two years of Sz-free period. Univariate analysis using Kaplan-Meier survival analysis and multi-

variate analysis using Cox-proportional hazard model were performed for sixteen risk factors.

Results : Forty-nine of the 169 patients(28.9%) had recurrence of Szs. The mean follow-up after

withdrawal of AEDs was 4.1 years, mean treatment period was 4.1 years, and the mean Sz-free

period was 3.3 years. Factors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relapse were young age at

onset, symptomatic Sz, Sz type in West and Lennox-Gastaut syndrome, neurologic deficit, longer

Sz-controlling period, shorter total treatment period, number of AEDs used(more than one drug),

age at withdrawal of AEDs, and Sz-free period less than two years in univariate analysis using

Kaplan-Meier mothod. From multivariate analysis, the factors indicating a significantly higher re-

lapse risk were pre-treatment period after first Sz attack, Sz-controlling period, Sz-free period,

number of AEDs used, neurologic abnormalities.

Conclusion : For epileptic children who were Sz-free for more than two years, and were more

than six-years-old, the discontinuation of AEDs should be considered positively, according to age

of onset, Sz type, age at withdrawal of AEDs, total treatment period, Sz-controlling period, num-

ber of AEDs used, etiology, neurologic deficit, and the wishes of the patients and the their par-

ents. (J Korean Pediatr Soc 2002;45:1559-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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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병소를 제거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대부분의

간질은 특발성(idiopathic)이거나 잠인성(cryptogenic)

인 경우가 많고, 증후성(symptomatic)인 경우에도 그

근본적인 치료가 용이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간질

치료의 목표는 간질 병소로부터 방출되는 비정상적이

고, 발작적인 전기활동을 약물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억

제하여 발작을 장기간 조절함으로서 약물투여를 중지

한 후에도 발작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1, 2)

.

간질의 예후는 1970년대를 기점으로 새로운 항전간제

(antiepileptic drug, AED)의 개발, 상 감시장치

(video monitoring)에 의한 간질 발작형의 분류, 정확

한 혈중 약물 농도의 측정으로 적절한 약물의 선택과

적정량의 약물 투여가 가능해지면서 발작 조절은 향

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무 발작

기간(seizure free period)이 장기간 지속되는 환자에

서 항전간제를 언제까지 투여하여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아직도 많은 실정이

다. 그 이유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장기 투약에 따른 약물에 대한 과

민성과 혈액학, 대사성 및 내분비적인 부작용은 물론,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에, 항전간제을 중지할 경우에는 발작 재발에 대한 불

안과 재발에 따르는 사회적 냉대, 실직 등의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이다
3)
.

재발과 관련된 위험인자에 대한 연구는 여러 연구

자들에 의하여 다양하게 시도되어 재발 위험인자로

발병 연령, 약물 중지 연령, 발작의 빈도, 발작 조절기

간, 발작형, 뇌파의 이상유무, 지능정도, 사용된 항전

간제의 수, 약물 농도, 약물 중지 연령, 신경학적 이상

여부, 무 발작 기간 등에 대한 결과를 다양하게 보고

하 다
3-9)

. Berg와 Shinnar
10)
은 기존 보고된 위험인

자들을 후향분석(meta-analysis)한 결과를 보고하

으며, Dooley 등
11)
은 무 발작 기간 1년 후 약물을 중

지할 경우의 위험인자들을 보고하 다.

본 연구의 목적은 투약을 중지한 후의 재발 위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고려되는 인자들과 이들에 대한

임상 변수(variable)들을 Kaplan-Meier 생존 분석과

Cox 회귀모형(Cox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각

인자들의 변수들과 재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항전

간제의 투약중지를 결정하는 임상지침의 기초 자료를

얻는데 있다.

대상 및 방법

1993년 1월부터 1998년 6월까지 경희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병원을 방문하여 간질로 진단받은 환아 중

항전간제 투여한 후 최소한 2년 이상 무 발작으로 조

절되어 약물 투여를 중지한 남자 102명과 여자 67명

(남 : 여=1.6 : 1), 총 169명을 대상으로 하 다.

간질의 진단은 임상 병력, 신경학적 및 이학적 소

견, 검사실 소견과 발작 간기(interictal period)에 기

록한 뇌파를 기준으로 하 으며, 필요한 경우 뇌의 구

조 병변의 유무를 규명하기 위하여 두부 전산화 촬

이나 자기 공명상을 실시하 다.

간질 발작의 분류는 1981년 국제 항 간질 연맹

(International League against Epilepsy, ILAE)에

기초하여 분류에 기초하여
12)

분석의 편의성에 따라

수정하 으며, 항전간제의 점간(tapering)은 Medical

Research Council Antiepileptic Drug Withdrawal

Study Group
13)
이 제시한 방법으로 하 다.

모든 환자에서 항전간제 사용 전과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정기적인 뇌파검사 및 약물농도 검사를 시

행하 으며, 약물투여 중지 직전에는 모든 환아에서

뇌파 검사를 시행하 다.

재발 위험인자는 16개를 선정하 다(Table 1). 이

에 대한 분석은 SPSS(version 10.0)를 이용하여 전체

적인(overall) 것과 특발성과 증후성으로 각각 분류하

여 위험인자들에 대한 단인자(univariate) 분석은

Kaplan-Meier 생존 분석 및 log-rank 검사로 하

으며, 유의수준은 P값 0.05 이하로 하 다. 다인자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Group

Number of studied children(male/female)

Idiopathic

Symptomatic

Number of relapsed children

Mean age of seizure onset(year)

Mean duration of AEDs
*
therapy(year)

Mean age at seizure control(year)

Mean age at withdrawal of AEDs
*
(year)

Mean seizure free period(year)

Mean follow-up after withdrawal of

AEDs(year)

169(102/67)

123

46

49

5.7

4.1

6.5

9.7

3.3

4.1

*
antiepileptic dru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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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variate) 분석은 Cox 회귀 모형(Cox regres-

sion model)을 이용하여 P-value 및 95% 신뢰구간

(confidence interval, CI)을 산출하 다.

결 과

1. 전체적인 결과(general outcome)

전체 169명 중 120명은 재발되지 않았으며, 49명

(29.0%)이 재발하 다. 평균 초발 연령은 5.7세 으며,

항전간제 치료 기간은 평균 4.1년, 무 발작 기간은 평

균 3.3년이었고, 약물 중지 후 추적관찰기간은 평균

4.1년이었다(Table 2). 약물 중지 후 누적 무 발작률

은 6개월은 94.7%, 1년은 79.3%, 2년은 73.4%, 4년은

71.6% 다(Fig. 1). Kaplan-Meier 생존 분석 검사상

P=0.001로 전체적으로 약물 중지 후 재발 시기 비교

에서 1년 이내와 그 이후간의 재발률에 있어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 다.

2. 위험인자의 단인자 분석(univaiate analysis)

1) 전체적인 분석(overall analysis)

약물 중지 후 16개의 위험인자들에 대한 재발률과

Kaplan-Meier 방법에 의한 Log-rank 검사에 의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1) 성별

남녀간의 성별 차이는 재발 위험인자로서 의의가

없었다(P=0.236).

(2) 초발작의 연령

초발작 연령에 대한 결과는 1세 이하에서 61.1%, 2

세에서 6세에서는 30.2%, 7세에서 12세에서는 18.0%,

13세 이상에서는 16.7%가 재발하여 전체적으로 초발

작 연령이 재발 위험인자로서 의미가 있었다(P=

0.002). 1세 이하 발병군과 다른 군과는 의미 있는 차

Table 2. Risk Factors of Relapse after Discontinuation of Antiepileptic Drugs

1. Sex

2. Age of onset

3. Family history of seizure

4. History of febrile seizure

5. Etiology

6. Seizure type

7. Pretreatment seizure frequency

8. Neurologic deficit

9. Pretreatment period

10. Seizure-controlling period

11. Total treatment period

12. Seizure recurrence during treatment

13. EEG at discontinuation of AEDs∥

14. Number of AEDs needed∥

15. Age at AEDs∥ withdrawal

16. Seizure-free period

(male, female)

(≤1, 2-6, 7-12, ≥13 years)

(yes, no)

(yes, no)

(idiopathic, symptomatic)

(generalized
*
, partial†, West and Lennox-Gastaut syndrome,

rolandic seizure)

(≤10/year, >10/year)

(none, FNS☨＋MR§)

(≤1, >1 year)

(<1, 1≤-≤12, 13≤-≤24, ≥25 mths)

(2, 2<-≤3, 3<-≤5, >5 years)

(yes, no)

(normal, abnormal)

(1, 2-3, ≥4)

(≤6, >6 years)

(≤2, 2<-≤3, 3<-≤4, >4 years)

*
generalized(generalized tonic clonic＋myoclonic seizure＋absence), †Partial(complex＋simple), ☨FNS : focal neu-
rological sign, §MR : mental retardation, ∥AEDs : antiepileptic drugs

Fig. 1. Probability of remaining seizure-free follow-
ing discontinuation of antiepileptic drugs in children
with seizures after a seizure-free period : overall re-
currence risk, Kaplan-Meier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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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었지만 다른 군들 간에는 의미가 없었다

(P=0.188, Fig. 2).

(3) 간질의 가족력

가족력 유무에 대해서는 두 군 간의 재발에 차이를

보이지 않아 가족력은 위험인자로서 의미가 없었다

(P=0.719).

(4) 열성경련의 병력

열성경련 병력의 유, 무도 재발인자로서의 의미는

없었다(P=0.966).

Table 3. Risk Factors for Seizure Recurrence

Risk factor Group No.
No.(%)

Overall P
Recurrence No recurrence

Age of onset(year)

≤1

2-6

7-12

≥13

Etiology

Idiopathic

Syptomatic

Seizure type

Generalized
*

Partial seizure†

West and Lennox-Gastaut syndrome☨

Rolandic seizure

Neurologic deficit

Yes(FNS§＋MR∥)

No

Total treatment period(year)

2

2<-≤3

3<-≤5

>5

Number of AEDs¶ needed

1

2-3

>3

Age at AEDs¶ withdrawal(year)

≤6

≥7

Seizure free period(year)

≤2

>2-≤3

>3-≤4

>4

18

86

59

6

123

46

76

56

13

24

45

124

19

52

46

52

73

89

7

32

137

16

81

57

15

11(61.1)

26(30.2)

11(18.6)

1(16.7)

24(19.6)

25(54.3)

17(22.4)

21(37.5)

8(61.5)

3(12.5)

26(57.8)

23(18.5)

12(63.1)

11(21.1)

10(21.7)

16(30.7)

10(13.7)

35(39.3)

4(57.1)

14(43.7)

35(25.5)

9(56.3)

35(43.2)

4( 7.0)

1( 6.7)

7(38.9)

60(69.8)

48(81.4)

5(83.3)

99(80.5)

21(45.9)

59(77.6)

35(62.5)

5(38.5)

21(87.5)

19(42.2)

101(81.5)

7(36.8)

41(78.9)

36(78.3)

36(69.2)

63(86.3)

54(60.7)

3(42.9)

18(56.3)

102(74.5)

7(43.7)

46(56.8)

53(93.0)

14(93.3)

0.002

#1

0.001

0.001

#2

0.000

0.002

#3

0.002

#4

0.011

0.001

#5

*
generalized tonic clonic＋myoclonic seizure＋absence, †complex partial＋simple partial, ☨West syndrome＋
Lennox-Gastaut syndrome, §FNS : focal neurological sign, ∥MR : mental retardation, ¶AEDs : antiepileptic
drugs
#1 : pairwise over strata method
#2 : Generalized versus partial, P=0.028; Generalize versus AGEE, P=0.004; Partial versus Rolandic, P=0.019;

AGEE versus Rolandic, P=0.002
#3 : <2 versus 2-<3, 3-<5, >5, P<0.005
#4 : 1 versus 2, 3, P<0.001
#5 : ≤2 versus, >3-≤4, >4, P<0.001; >2-≤3 versus >3-≤4,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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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인

발작의 원인에 따라 특발성(idiopathic)과 증후성

(symptomatic) 군으로 나누었을 때 이들은 위험인자

로서 의미가 있었다(P=0.001, Fig. 3).

(6) 발작형

발작형에 따른 재발은 전신형(전신 간대－강직성＋

정형결신＋근간대성 발작)은 재발이 76명 중 17명

(32.4%), 부분 발작은 56명 중 21명(47.5%), 아연축

및 레녹스 증후군(West & Lennox syndrome)은 13

명 중 8명(71.5%), 롤란딕(rolandic) 발작은 24명 중

3명(12.5%)에서 재발을 보여 의미 있는 인자이며, 전

신 발작군과 롤란딕(rolandic) 발작군, 각각은 2개군

즉, 부분 발작군과 아연축 및 레녹스 증후군과 서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고(P<0.005), 부분 발작군과 아

연축 및 레녹스 증후군과도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으

나(P=0.018), 전신 발작형과 rolandic 발작형과는 차

이가 없었다(P=0.246, Fig. 4).

(7) 치료 전 발작 횟수

발작 전 발작 회수가 연간 10회 이상과 이하에서는

양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P=0.212).

(8) 신경학적 이상

신경학적 이상군과 정상군간에는 위험인자로서의

의미가 있었다(P=0.001, Fig. 5).

(9) 초발작 후 치료 시작 시기

발작 후 1년 이내 치료 시작군과 1년 후 시작 군과

의 차이는 없어 치료 시작 시기는 재발 위험인자로서

Fig. 2. Probability of remaining seizure-free follow-
ing discontinuation of antiepileptic drugs in children
with seizures after a seizure-free period : according
to onset of seizure, Kaplan-Meier curves.

Fig. 5. Probability of remaining seizure-free follow-
ing discontinuation of antiepileptic drugs in children
with seizures after a seizure-free period : according
to neurologic deficit, Kaplan-Meier curves.

Fig. 4. Probability of remaining seizure-free follow-
ing discontinuation of antiepileptic drugs in children
with seizures after a seizure-free period : according
to seizure type, Kaplan-Meier curves.

Fig. 3. Probability of remaining seizure-free follow-
ing discontinuation of antiepileptic drugs in children
with seizures after a seizure-free period : according
to etiology, Kaplan-Meier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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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없었다(P=0.212).

(10) 약물 조절기간(치료시작부터 최종 발작까지의

시기)

치료 시작 후 즉시 무 발작인 경우가 79명 중 19

명 재발(14.4%), 1년 내 조절된 경우는 19명 중 4명

재발(21.0%), 2년 내 조절 된 경우는 49명 중 15명

재발(30.6%), 2년 이상의 경우는 23명 중 11명(47.8

%)으로 전체적인 의미는 없었으나(P=0.147), 즉시 조

절된 군과 2년 이상 군과는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P=0.031, Fig. 6).

(11) 총 약물 치료 기간

2년 이하 치료군은 19명 중 12명(63.2%), 2년에서

3년 치료군은 52명 중 11명(21.1%), 3년에서 5년 치

료군은 49명 중 10명(21.7%), 5년 이상 치료군에서는

52명 중 16명(30.8%)에서 재발 하여 전체적인 의미는

있었다(P=0.002). 그러나 2년 이하 치료군과 다른 군

과는 의미는 있으나(P<0.010), 그 이외의 군들 간에

는 의미가 없었다(P>0.386, Fig. 7).

(12) 치료 중 발작 여부

치료 중 발작 유, 무에 대하여서는 의미가 없었다

(P=0.127).

(13) 치료 중지 시 뇌파 이상 유, 무

치료 중지 시 뇌파이상 유, 무도 의미가 없었다

(P=0.926).

(14) 조절에 사용한 약물의 수

사용 약물의 수에서는 한 가지 사용 군은 73명 중

10명(13.7%), 2-3개 사용 군은 89명 중 35명(39.3%),

4개 이상 사용 군은 7명 중 4명(57.1%)에서 재발하여

전체적으로는 의미가 있었으나(P=0.002), 2-3개 사용

군과 4개 사용 군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P=0.201,

Fig. 8).

(15) 약물 중지 시 연령

약물 중지 시 연령은 6세 이하 군과 6세 이후 군

간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서(P=0.002) 6세 이하

군에서 약물을 중지할 경우 재발률이 높을 것으로 나

타났다(Fig. 9).

(16) 무 발작 기간

무 발작 기간의 위험인자로서의 의미는 있으며(P=

0.001), 특히 2년 이하 무 발작 군과 3-4년 또는 4년

Fig. 8. Probability of remaining seizure-free follow-
ing discontinuation of antiepileptic drugs in children
with seizures after a seizure-free period : according
to number of antiepielptic drugs needed, Kaplan-
Meier curves.

Fig. 6. Probability of remaining seizure-free follow-
ing discontinuation of antiepileptic drugs in children
with seizures after a seizure-free period : according
to seizure-controlling period, Kaplan-Meier curves.

Fig. 7. Probability of remaining seizure-free follow-
ing discontinuation of antiepileptic drugs in children
with seizures after a seizure-free period : according
to total treatment period, Kaplan-Meier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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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무 발작 군 간에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 으

며(P<0.001), 2-3년 무 발작 군과 3-4년 무 발작 군

과도 의미 있는 차이를 보 다(P<0.001, Fig. 10).

2) 간질의 원인에 따른 단인자 분석

(univariate analysis)

간질의 원인에 따라 특발성과 증후성으로 나눈 후

시행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1) 특발성(idiopathic)

① 성별과 간질 시작 시 연령 : 남녀 성별과 재발률

간에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P=0.1295), 간질

시작 시 연령 역시 P-value는 0.3315로 재발에 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간질의 가족력과 열성 경련의 기왕력 : 이 두 가

지 인자 역시, 각각 P-value는 0.4203과 0.3974로 의

미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③ 발작형 : 원인에 관계없이 분석했던 경우 발작형

은 의미 있는 인자로 재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특발성 원인에 의한 간질의 경우 발작형은

재발에 그리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

0.1414).

④ 치료 전 발작 횟수:특별한 원인을 보이지 않는

특발성 발작에서는 증후성 발작일 때와 마찬가지로 치

료 전에 발작 횟수가 재발에 향을 주지 않았다(P≥

0.7624).

⑤ 신경학적 이상 :신경학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

19명 중 8명에서 재발(42.11%)을 보여 신경학적인 이

상이 없는 경우(104명 중 16명 재발; 15.38%)에서 보

다 특발성 발작에서 재발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P=0.0016).

⑥ 치료 전 발작 기간(발작 발생에서 치료 시작까

지의 기간)과 발작 조절기간(항전간제 사용 후 최종

발작까지의 기간) : 각각 P-value가 0.9846과 0.2379

로 재발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⑦ 총 약물 치료 기간 :약물 투여 기간은 간질 재

발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05).

⑧ 약물 치료 중 재발 여부 :약물 치료 중 재발 여

부는 치료 중지 후 재발여부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2520).

⑨ 항전간제 치료 중지 직전 뇌파 소견 :재발과 관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6246).

⑩ 간질 조절에 필요한 항전간제의 수 : P=0.0050으

로 간질 조절에 필요한 항전간제의 수가 재발에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⑪ 재발 시 연령 :재발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

다(P=0.9819).

⑫ 무 발작 기간 : 2년 이내에 재발을 보인 경우는

10명 중 4명으로 40% 고, 2-3년에 재발을 보인 경

우는 56명 중 16명으로 28.5% 으며, 3-4년 내 재발

은 47명 중 4명으로 8.5%, 4년 초과 시의 재발률은

10명 중 0명으로 0% 다. 무 발작 기간 전체적으로

볼 때 P=0.0058로 재발에 대해 무 발작 기간이 향

으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증후성(symptomatic)

① 성별과 간질 시작 시 연령 :남녀 성별과 재발률

Fig. 9. Probability of remaining seizure-free follow-
ing discontinuation of antiepileptic drugs in children
with seizures after a seizure-free period : according
to age at discontinuation of antiepileptic drugs,
Kaplan-Meier Curves.

Fig. 10. Probability of remaining seizure-free fol-
lowing discontinuation of antiepileptic drugs in chil-
dren with seizures after a seizure-free period : ac-
cording to seizure-free period, Kaplan-Meier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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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P=0.708) 간질 시

작 시 연령 역시 P-value가 0.082로 재발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간질의 가족력과 열성경련의 기왕력 :이 두 가

지 인자 역시, 각각 P-value가 0.930과 0.3967로 의

미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③ 발작형 : 원인에 관계없이 분석했던 경우 발작형

은 의미 있는 인자로 재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증후성 원인에 의한 간질의 경우 발작형은

재발에 그리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0.2959).

④ 치료 전 발작 횟수 : 증후성 발작에서는 특발성

발작일 때와 마찬가지로 치료 전에 발작 횟수가 재발

에 향을 주지 않는다(P=0.078).

⑤ 신경학적 결손 :신경학적인 이상이 없는 경우

20명 중 7명에서 재발(35.0%)을 보 고 신경학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는 26명 중 18명 재발(69.2%)을 보

여 신경학적 이상이 증후성 발작의 재발에서도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84).

⑥ 치료 전 발작기간(발작 발생에서 치료 시작까지

의 기간) : P-value는 0.3418로 재발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⑦ 발작 조절 기간(항전간제 사용 후 최종 발작까

지의 기간) : 발작이 없었던 경우 14명 중 5명(35.7%),

발작이 12개월 이내 던 경우 10명 중 8명(80%), 12-

24개월이었던 경우 18명 중 9명(50.0%), 24개월 이상

이었던 경우 4명 중 3명(75%)에서 재발을 보여 P=

0.0153으로 발작이 계속된 기간이 재발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⑧ 총 약물 치료 기간과 약물 치료 중 재발 여부 :

약물 투여 기간은 간질 재발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P=0.2251), 약물 치료 중 재발 여부는 치료

중지 후 재발여부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P=0.42).

Table 4. Risk Factors for Seizure Relapse after Discontinuation of Antiepileptic Drugs in Children with
Idiopathic and Symptomatic Seizures

Risk factors
Idiopathic seizure Symptomatic seizure

RR
*
(CI†) P-value RR P-value

Neurologic deficit

Seizure controlling period☨

Total treatment period

Number of AEDs∥ needed

Seizure-free period

6.08(5.67-6.05)

4.93(3.31-6.55)

2.44(1.55-3.33)

7.14(6.43-7.85)

5.96(5.20-6.72)

5.07(4.45-5.68)

7.34(6.33-7.84)

5.10(4.35-5.85)

1.00(1.00-1.00)

2.68(1.68-3.68)

5.96(5.12-6.80)

6.51(6.04-6.97)

0

0.0016

0.0105

0.0050

0.0058

0.54(3.17-5.28)

3.03(1.58-4.47)

3.24(2.00-4.48)

1.20(0.91-1.49)

6.16(4.21-8.12)

1.47(0.18-2.26)

1.33(0.88-1.78)

1.73(1.20-2.26)

0

7.48(4.82-10.14)

0.0184

0.0153

0.005

*
generalized(generalized tonic clonic＋myoclonic seizure＋absence), †Partial(complex＋simple), ☨FNS : focal neu-
rological sign, §MR : mental retardation, ∥AEDs : antiepileptic dru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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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항전간제 치료 중지 직전 뇌파 소견 : 재발과 관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9850).

⑩ 간질 조절에 필요한 항전간제의 수 : P=0.9036으

로 간질 조절에 필요한 항전간제의 수가 특발성 발작

때와는 달리 재발에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⑪ 약물 중지 시 연령 : 6세 이하 군과 이상 군에서

재발의 차이가 없었다(P=0.4570).

⑫ 무 발작 기간 : 2년 이내에 재발을 보인 경우는

6명 중 5명으로 83.3% 고, 2-3년에 재발을 보인 경

우는 25명 중 19명으로 76% 으며, 3-4년 내 재발은

10명 중 0명으로 0.0%, 4년 초과 시의 재발률은 5명

중 1명으로 20% 다. 무 발작 기간 전체적으로 볼 때

P=0.005로 재발에 대해 무 발작 기간이 향으로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3. 다인자 분석(multivariate analysis)

다인자 분석에서 위험인자로서 고려해 보았던 16가

지 인자 중에서 성별, 간질 가족력, 열성 경련 기왕력

을 제외한 13인자에 대해 Cox-hazard 회귀 모형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를 하 다. 발작 발생에서 치료 시

작까지의 기간(P=0.006), 발작 지속 기간(P=0.042),

무 발작 기간(P=0.043), 발작 조절에 사용된 항전간제

의 수(P=0.028), 신경학적 이상(P=0.039), 재발 연령

(P=0.000)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 다

(P<0.05, Table 5).

고 찰

현재까지 항전간제의 중지에 대한 보고들이 무수히

많지만 대부분이 원론적인 지침을 제시하는데 불과한

실정이다.

미국신경학회(American Academy of Neurology)

가 현재까지 발표된 논문을 종합한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한 지침은 재발률의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무

발작 치료 기간이 2-5년(평균 3.5년)이며, 부분 발작

중의 단 한 가지 유형이거나 일차성 전신 경직-간대

성 발작의 한 가지 유형으로, 신경학적 검사 및 지능

이 정상이며, 치료과정 중 뇌파가 정상화된 경우를 약

물 중지의 지침으로 생각하여 의사나 환자, 그 보호자

에 의해 그 치료의 중지가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의 흐름은 개개 환자에 대한 재발의

위험도를 정의하고, 투약한 항전간제의 수, 무 발작

기간, 약물 농도 등의 위험 인자들의 향에 대한 연

구나 재발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

으며 만약 투약 중지시 이런 요소들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추세다
14)
.

본 연구에서 재발 위험인자로서의 성별은 Dooley

등
11)
과 Arts 등

15)
의 연구에서 여성인 경우 더 재발

위험도가 높다고 발표한 것과는 달리 전체적이거나,

특발성 혹은 증후성의 경우 모두에서 성별 간 재발률

Table 5. Risk Factors for Seizure Relapse after Discontinuation of Antiepileptic Drugs

Risk factor
Proportional hazard model

Relative risk 95% CI P-value

Age at onset

Etiology

Seizure type

Pretreatment seizure frequency

Neurologic deficit

Pretreatment period
*

Seizure controlling period†

Total treatment period

Seizure recurrence during treatment

EEG at withdrawal of AEDs☨

Number of AEDs☨ needed

Age at withdrawal of AEDs☨

Seizure-free period

0.375

0.574

1.009

1.289

2.479

0.243

2.262

0.609

2.828

0.410

2.447

0.700

0.323

0.132-1.068

0.246-1.342

0.664-1.532

0.645-2.575

1.045-5.879

0.089-0.667

1.030-4.969

0.239-1.550

0.839-9.524

0.164-1.025

1.103-5.426

0.209-2.241

0.108-0.965

0.066

0.200

0.968

0.472

0.039

0.006

0.042

0.298

0.093

0.056

0.028

0.548

0.043

*
Interval between onset of seizure and beginning of the treatment, †Interval between beginning of the treat-
ment and the last seizure, ☨antiepileptic dru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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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간질의 발병 연령에 따른 재발률은 Holowach 등
4)

의 연구에서 생후 첫 3년 이내에 간질이 발생한 경우,

Emerson 등
5)
에서 2세 이전 간질 발병한 경우, 이 와

황
16)
의 연구에서 부분 발작(partial seizure)의 경우

생후 36개월 이전 발병은 재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하 으며, 본 연구에서도 초발작 연령이 1세 이하

인 경우에서 그 이상의 발병 연령을 가진 군보다 재

발률에 있어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 연구 결과와

연령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어느 정도 일치

하는 결과 다. Shinnar 등
9)
의 연구에서 12세 이상의

나이에서 발병이 특발성과 증후성 발작 모두에서 나

쁜 예후인자라는 것과는 상충되는 결과 다. 간질의

가족력 여부는 Shinnar 등
9)
의 연구에서는 특발성 발

작에서 비정상적인 뇌파(서파)를 보이는 경우와 Arts

등
15)
에서 부분 발작인 경우에서 재발과 관련된다는

연구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이거나, 특발성

혹은 증후성 모두에서 간질 재발과 관계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Shinnar 등
8)
은 열성 경련의 기왕력이

증후성 발작의 경우에 의미 있는 재발인자라고 주장

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이거나, 특발성 혹은 증

후성 모든 예에서 재발과 관련이 없게 나타났다.

발작의 원인 여부에 따라 특발성과 증후성으로 나

누어 비교해 본 결과 증후성 발작에서 재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Shinnar 등
7-9)

의 연구를 비

롯한 여러 보고
10, 17, 18)

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발작형에 따른 재발률의 차이는 West와 Lennox-

Gastaut 증후군의 경우가 전신발작이거나 부분발작

및 rolandic 발작보다 재발 가능성이 높고 전신 발작

보다 부분 발작에서 더 재발 가능성이 높아 Shinnar

등
9)
의 연구에서 특발성 발작에서 연소형 근간대성 발

작(juvenile myoclonic seizure)가 양성 rolandic 발

작(benign rolandic seizure)보다 재발률이 높고,

Holowach 등
4)
에서 대발작(grand mal), 열성 경련,

소발작(petit mal)들에서 보다 정신 운동 발작(psy-

chomotor attacks), Jacksonian 발작, 다발성 발작

양상(multiple seizure)을 갖는 경우 재발률이 높고,

이와 황
16)
의 연구에서는 근간대성/무동발작(myoclo-

nic/astatic seizure)이, Matricardi 등
19)
의 연구에서

아 연축(infantile spasm), 결신 발작(absence sei-

zure)의 경우 재발이 잦다는 발작형에 따른 재발률의

차이 연구와 간질 발작형의 분류의 차이로 인해 서로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조절이 어려운 발작형에서

재발률이 높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통일된 결과를 보

인다.

치료 전 발작의 횟수와 재발률과의 관계는, 본 연

구에서 년간 10회를 기준으로 나누어 생각하 을 때,

재발률에 차이를 보이지 않아 Thurston 등
6)
이 발작

조절 전 발작 횟수가 위험인자가 아니라는 연구와 일

치하 고, Emerson 등
5)
이 발작 조절 전 다 빈도의

전신 발작을 보이는 경우를 재발 위험인자로 여긴 것

과 이와 황
16)
이 부분 및 전신 강직-간대 발작에서 10

회 이상의 발작 횟수를 보인 경우 3.08배 높은 재발

률을 보인다는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 다.

신경학적 이상 여부와 재발률의 관계는 Thurston

등
6)
의 연구들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 주었다.

발작 발생에서 치료 시작까지의 기간은 1년을 기준

으로 생각하 을 때 그 전후 차이는 없었으며, 항전간

제 사용 후 최종 발작까지의 기간, 발작 조절 기간은

전체적으로 재발에 있어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즉

시 조절된 군과 조절 기간이 2년 이상인 군과는 재발

에 있어 차이를 보 다.

총 약물 치료 기간은 2년간 치료를 한 경우와 그

이상 치료하 던 군들간에 재발률의 차이를 보 으며,

특발성의 경우에서도 의미 있게 나타났다.

약물 치료 중 재발 여부는 약물 중단 후 재발과 연

관성을 보이지 않아 Lee와 Whang
16)
의 연구에서 부

분 과 전신 강직-간대 발작에서 치료 중 발작이 있었

던 경우 2.48배 높은 재발률을 보인다는 것과 상반되

었다.

치료 중지 직전의 뇌파 이상 여부는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이거나, 특발성 혹은 증후성 경우 모두에서 재

발률과 연관이 없었으나 다인자 분석 연구(multivar-

iate study) 에서도 의미가 없어 Thurston 등
6)
의 뇌

파 이상 여부가 재발 위험인자가 아니라는 것과 일치

하 으나, Shinnar 등
8)
은 비정상적인 뇌파 소견을 보

인 경우는 재발 위험율이 1.45배 높게 나타났고 이는

Emerson 등
5)
의 연구에서도 치료 중지 직전의 확실한

뇌파 이상 소견은 재발 위험 인자가 된다고 밝혔으며

다른 연구
4, 7, 19, 20)

에서도 투약 중단 전 뇌파 검사상의

전신성 불규칙적 극파-서파 복합체 혹은 돌발파, 극

파, 예파가 나타날 경우 재발의 위험이 높다고 보고하

여 뇌파 소견에 따른 더 자세한 분류를 통한 비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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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경련 조절을 위한 항전간제의 수는 간질 조절에 한

가지 이상의 약제사용이 필요했던 경우가 부정적인

예후인자로서 생각되어졌고
13)
, Arts 등

15)
의 연구에서

도 부분 발작인 경우 치료에 사용된 약제의 수가 재

발과 관련이 있다고 하 으며, 본 연구에서도 1가지,

2-3가지, 4가지 이상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1가

지로 간질 조절이 된 경우와 그 이상이 필요했던 경

우에서 재발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 고, 이는 특히

특발성 발작에서 약제의 수가 재발에 관여하 다.

항전간제 중지시의 연령에 따른 차이는 특발성이나

증후성의 경우에서 의미가 없어 Thurston 등
6)
의 연

구와 같은 결과를 보 으나, 전체적으로는 6세 이하에

서 약물 투여 중지가 이루어진 경우 재발률이 높게

나타나 무 발작 기간이 2년 이상이라도 아직 환아의

나이가 6세 이하인 경우 투약 중지 결정에 있어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할 인자로 생각된다. 치료 시작 후 무

발작 기간은 전체적으로나 특발성, 증후성 모든 경우

에서 재발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치료 시

작 후 무 발작 기간이 3-4년인 경우가 2-3년인 경우

보다, 2-3년인 경우가 2년인 경우보다 재발률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medical research council antiepi-

leptic drugs withdrawal study group의 연구
13)
와

Specchio 등
21)
의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요 약

목 적:간질 치료에 있어서 치료 중 무 발작 기간

이 장기간 지속되는 환자에서 항전간제를 언제까지

투여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아직 확실히 제시된 바

없다. 따라서 무 발작기간이 지속되는 환자들에서 항

전간제 투여 중지 후 재발에 관계된 위험인자를 분

석-평가함으로서 항전간제 중지시기에 대한 안내 지

침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 다.

방 법: 1993년부터 1998년 6월까지 경희대학교 의

과대학 부속병원에서 간질로 진단받고 항전간제 투여

후 최소 2년 동안 무 발작으로 조절되어 약물투여가

중지된 환아 169명(남자 102명, 여자 67명)을 대상으

로 하 다. 간질의 진단은 임상 병력, 신경학적 및 이

학적 소견, 검사실 소견과 발작 간기에 기록한 뇌파를

기준으로 하 으며 필요한 경우 뇌의 구조병변의 유무

를 규명하기 위하여 두부 전산화 촬 이나 자기공명상

을 실시하 다. 재발 위험 인자는 성별, 초 발작 연령,

간질 가족력, 열성 경련의 병력, 간질의 원인, 발작형,

치료 전 발작 횟수, 신경학적 이상 여부, 발작 발생부

터 치료 시작까지의 기간, 항전간제 사용에서 최종 발

작까지의 기간, 총 약물 치료 기간, 약물 치료 중 재발

여부, 항전간제 치료 중지 직전의 뇌파, 항전간제의 수,

항전간제 중지 시 연령, 무 발작 기간, 등 총 16가지를

선정하여 Kaplan-Meier 생존 분석에 의한 단 인자

분석(전체, 특발성, 증후성)과 Cox-regression 모형에

의한 다 인자 분석을 각각 시행하 다.

결 과:대상 환아 총 169명 중 재발한 경우가 49

명(28.9%)에서 나타났으며, 항전간제 치료기간은 평균

4.1년(2-13년)이었고 항전간제 치료 중지 후 평균 추

적 관찰 기간은 4.1년, 무 발작 기간은 평균 3.3년

(2-5년)이었다. 각 위험인자에 따른 단 인자 분석에서

초 발작 연령이 1세 미만인 경우, 간질의 원인이 증후

성, 발작형이 아연축 및 레녹스 증후군>부분 발작

군>전신 발작군=롤락딕 발작군 순으로 재발률이 높았

다. 또한 신경학적 이상을 보인 군과 발작 조절기간이

0인 경우보다 2년 이상인 군과 조절에 사용한 약물수

가 2개 이상인 경우, 약물 중지 시 연령이 6세 이하인

군과 무 발작 기간이 2년>3-4년>4년 이상인 순으로

재발율이 높게 나타났다.

결 론:항전간제로 치료 시작 후 2년을 초과한 기

간동안 무 발작이 계속되고 있는 6세 이상의 간질 환

아에서는, 발작초발 연령이나 발작형, 사용하고 있는

항전간제의 수, 치료 시작 후 발작조절에 걸린 기간,

총 치료기간, 발작의 원인, 신경학적 이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또 항전간제를 끊고자 하는 환아나 보호자의

의지 등에 따라 항전간제의 중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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