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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o evaluate the utility of seizure scoring system in the prediction of neuro
developmental outcomes in very low birth weight (VLBW) infants who presented
with neonatal seizures.
Methods: A retrospective review was performed in VLBW infants who were
treated with antiepileptic drugs (AED) for the control of neonatal seizures. A total
of 25 infants who survived and were followed-up for at least 2 years of age were
included. A new seizure scoring system (the composite score 0-8) was constructed
by choosing the following variables: onset, response to the AED, presence of status
epilepticus, seizure types and EEG findings including background activity and
epileptiform discharges. Neurodevelopmental outcomes were graded from 1 to
5 based on the developmental status and the neurologic abnormalities assessed
at 18 to 24 months of postconceptional age. Risk factor analyses for predicting
unfavorable outcomes (grade 3-5) versus favorable outcomes (grade 1-2) were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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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Compared to favorable outcome group (n=11), unfavorable outcome
group (n=14) had higher incidence of subtle or generalized tonic-type seizures,
the abnormal EEG background activity and poor response to AED. The composite
seizure scor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unfavorable outcome group (3.2±0.7)
than in the favorable outcome group (1.2±1.2) and it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neurodevelopmental grading (P <0.001). In multivariate analysis, abnormal MRI
findings at term and the composite seizure score were significant risk factors for
unfavorable outcomes.
Conclusion: In VLBW infants with neonatal seizure, the proposed seizure scoring
system was a simple and useful predictor of long-term neurologic outcomes.
Key Words: Neonatal seizure, Seizure scoring system, Very low birth weight inf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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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들은 극소 저출생 체중아에서 발생한 신생아 경련에서 다

서론

채널 뇌파 결과를 비롯한 주요 경련 관련 임상 지표들과 교정 연
경련은 중추 신경계의 이상을 나타내는 중요한 임상 증상으로

령 18개월 이후의 신경발달학적 예후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또

대사성, 감염성, 유전성 등 여러 원인 질환이 대뇌에 영향을 미쳐

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된 신생아 경련 점수 체계를 바탕으로

나타나며 만삭아에서는 1,000명당 2-3명 정도, 미숙아나 저출생

보다 간략화된 새로운 신생아 경련 점수 체계를 고안하고 이의 예

체중아에서는 1,000명당 9-11명의 비율로 발생한다1). 신생아 경

후 예측 지표로서의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련의 가장 큰 원인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지만 이의 병력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다양한 원인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우
양상이 비전형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조속한 진단과 치료가 쉽지

대상 및 방법

않다2).
신생아 경련은 높은 사망률 및 뇌성마비, 뇌전증과 발달 이상
3-5)

등 장기 신경학적 합병증과 연관이 있으며

1999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서울아산병원 신생아 중환

따라서 장기 신경학

자실에 입원한 출생 체중 1,500 g 미만의 미숙아 중 생후 28일 이

적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신생아 경련의 임상 지표와 검사 방법

내에 발생한 신생아 경련으로 진단받고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이 중 뇌파는 신경학적 손상 정도를 평가

항경련제를 투여 받은 환자들 중 뇌파 검사를 시행 받고 생존하

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뇌파 이상의 정도와 신경학적 예후

여 교정 연령 생후 18개월 이후까지 발달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

1,4-7)

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 신생아 경련에서 뇌

였던 25명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분석하였다. 임상적인 경련의

파의 중증도가 포함된 경련과 연관된 임상적 지표들을 고려한 몇

진단은 신생아 전문의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통상적인 신생아

몇의 경련 점수 체계(seizure scoring system)가 제시되어 있으

의 행동을 벗어나는 반복적이고 정형화되고 발작적인 양상을 보

며 이는 향후 신경학적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로 알려

이는 경우로 정의하였다16). 경련의 양상은 Volpe의 분류를 참조

졌다8-11). 그러나 기존의 신생아 경련 점수 체계를 살펴보면 경련

하여 비정형(subtle) 발작, 국소성(focal) 또는 다소성(multifocal)

과 연관된 변수들 이외에도 기타 인구의학적 요인, 원인 질환, 뇌

간대성(clonic) 발작, 국소성 또는 전신성 강직성(tonic) 발작, 국

영상 소견 등의 임상적 지표들이 혼재되어 있고 이런 변수들은 신

소성/다소성 또는 전신성 근간대성(myoclonic) 발작으로 구분하

경학적 예후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경련의 임상적 요인을 중

였다17). 신생아 경련으로 진단된 환자들은 원인 감별을 위하여 급

심으로 예후를 예측한다는 측면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성기에 뇌 초음파, 뇌척수액 검사, 혈청 칼슘, 혈당 및 전해질 및

한 이러한 점수 체계들은 주로 재태주령을 구분하지 않은 전체 신

혈액검사 등 원인에 대한 검사를 시행 받았다. 칼슘, 혈당 이상이

생아 인구집단에서 이루어져 왔고 미숙아, 특히 출생 체중 1,500

나 전해질 이상 등 일과성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치료

g 미만의 극소 저출생 체중아 군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다. 특

를 시행하였고 이에 대한 급성기 교정에도 불구하고 경련이 지속

히 전체 신생아 군에서 가장 많은 경련의 원인을 차지하는 것은

되는 경우 항경련제가 투여되었다. 일차 항경련제로는 모든 환자

주산기 가사로서 이를 바탕으로 한 점수 체계가 극소 저출생 체중

에서 phenobarbital 절반 용량 부하를 시행하였으며 이후 유지 용

아의 적용에도 적합할지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하다9,11).

량으로 조절하였고 이에도 조절이 되지 않거나 경련이 재발한 경

미숙아의 경련에서 뇌파 소견을 포함한 경련의 중증도와 장기
신경학적 예후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관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
12,13)

은 다양하다

우 phenobarbital의 절반 농도 loading을 시행하거나 이차 약제로
phenytoin이 투여되었다.

. 이는 미숙아일수록 발작의 임상 양상이 분명하

입원기간 동안 출생 전후의 주산기 정보, 인구의학적 정보

지 않은 경우가 많고 중증 뇌출혈이 있는 경우 사망률이 높으므

와 임상적 특징을 퇴원시까지 수집하였다. 이에는 재태주령, 분

로 장기적인 예후를 평가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집중 치료 환경상

만 형태, 1분 및 5분 아프가 점수, 산모의 스테로이드 사용 여부

의 차이로 인해 다채널 뇌파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

등이 포함되었다.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respiratory distress

이다. 최근 amplitude EEG를 이용한 단채널의 지속적 모니터링이

syndrome, RDS)은 흉부 방사선 소견상 간유리음영을 보이면서

극소 저출생 체중아에서 발생한 신생아 경련의 예후를 예측하는

surfactant를 투여한 경우로 하였다. 동맥관 개존증(patent ductus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보편적

arteriosus, PDA)는 심장 초음파상 1.5 mm 이상의 동맥관 개방

으로 보급되어 있지 않으며 경련파를 검출하는데 다채널 뇌파기

과 함께 좌우 단락이 확인되고 prostaglandin inhibitor 치료 또는

14,15)

에 비하여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 종합적으로 볼

수술적 결찰술을 받았던 경우로 정의하였다. 기관지폐이형성증

때 극소 저출생 체중아의 경련에 특화된 보다 간편한 경련 점수화

(bronchopulmonary dysplasia, BPD)는 교정연령 36주가 되어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서도 산소 또는 호흡보조치료가 필요할 경우로 정의하였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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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후 스테로이드 치료는 인공호흡기 의존중인 환자에서 BPD의

channel)를 이용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시행되었다. 뇌파는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하여 적어도 1주 이상의 전신적 steroid 투여

신생아에서 변형된 10-20 시스템에 따라서 두피에 붙인 12개의

를 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NEC는 Bells stage IIA 또는 그 이상으

표면 전극을 통해 얻어졌으며 적어도 30분 이상 기록되었다. 검사

18)

로 진단된 경우를 말하였으며 중증 미숙아 망막증(retinopathy

도중에는 기존에 투약 중인 항경련제 이외에 다른 진정제는 투여

of prematiry, ROP)은 stage 2 또는 3 이상이면서 laser photocoa

되지 않았다. 뇌파는 Holmes 와 Lombroso19) 분류에 따라 한 명의

gulation을 받은 환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패혈증은 혈액 배양 검

소아신경과 전문의에 의하여 판독되었다.

사상 양성으로 동정되면서 5일 이상 항생제 치료를 한 경우로 정

경련 점수화 체계(seizure scoring system)는 기존의 Pisani 등9)

의하였다. 뇌실내 출혈(intraventricular hemorrhage)은 소아영상

과 Miller 등10)에서 제시된 분류 중 경련의 임상 양상 및 치료 반응

의학 전문의가 시행한 뇌 초음파로 진단되었으며 Papile 분류에

과 연관된 항목을 선정하여 고안되었다. 각각의 항목은 발작의 발

따라서 구분하였고 중증 뇌실내 출혈은 3기 또는 4기에 해당하는

생 시기, 간질중첩증(status epilepticus)의 유무, 발작의 분류, 항

경우로 정의하였다. 모든 신생아 경련 환자는 교정 주수 36주에서

경련제에 대한 반응 및 뇌파 양상에 해당하였고 이는 0-8점으로

40주에 시행한 뇌 자기공명영상 소견으로 부분, 전반적인 백질 손

점수화 되었다(Table 1).

상, 뇌실 내 혹은 뇌 실질의 출혈이 동반된 뇌실 확장, 회색질 심부

항경련제의 반응은 phenobarbital 부하 용량(loading dose) 투

및 피질의 이상 및 손상 여부를 확인하였고 판독상 정상인 경우와

여 후 유지용량 투여 기간 동안 입원 기간 중 한 차례도 경련이 발

종자바탕질(germinal matrix) 출혈 소견만 단독으로 있는 경우는

생하지 않은 경우(immediate response), 유지용량 기간 동안 경

정상, 나머지 뇌실확장, 백질의 병변 등의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련이 다시 발생하여 추가적인 부하 용량 또는 절반 용량이 투여

는 비정상으로 구분하였다. 그 외 뇌실 확장으로 인해 척수액 배

되거나 이차 항경련제가 투여된 후 경련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액술(reservoir 백 삽입, 뇌실외 배액술 또는 뇌실 복강간 션트 중

(partial response)와 추가적 부하 용량 또는 절반 부하 용량이나

한가지 이상)을 시행한 경우도 확인하였다.

이차적 항경련제 투약에도 불구하고 이후 2차례 이상 경련이 발

뇌파는 항경련제 투여 후 적어도 2주 이내에 신생아 전문의

생하거나 간질 중첩증에 해당하는 경우(no response)로 구분하

의 결정에 의해 다채널 디지털 뇌파(Polygraphic digital EEG, 16

였다9). 간질 중첩증은 적어도 30분 이상의 경련이 있거나 반복되
는 경련이 기저의 신경학적 상태로의 회복 없이 30분 이상으로 지

Table 1. A Seizure Scoring System for Very Low Birth Weight Infants

속될 경우로 정의하였다20). 발작의 양상은 Brunquell 등21)의 연구

with Neonatal Seizures

에 근거하여 전신 강직성 발작 또는 비정형 발작이 있었던 경우와

Onset

나머지 경우로 구분 하였다. 뇌파는 경련의 발생 후 가장 가까운

<48hr of age

1

시기에 촬영된 뇌파를 선택하여 배경활동도(background activity)

≥48hr of age

0

와 비정상 경련파(electrographic discharge 또는 epileptiform

Anticonvulsant therapy efficacy

discharge)의 유무에 따라 환자의 예후를 알지 못하는 한 명의 소

No response
Partial response

1

Immediate response

0

아신경과 전문의(YMS)에 의하여 다시 분류되었다. 미숙아 발
달 뇌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경 활동도는 해당 재태주령의 정상
파와 비교하여 Holmes와 Lombroso 분류에 따라서 중증, 중등

Status epilepticus
Present

1

Absent

0

Table 2. Classification of Background Activity of Multichannel EEG
Normal

Seizure type
Generalized tonic or subtle seizures

1

Other seizures

0

Moderate abnormalities
Excessive discontinuity for gestational age
Interhemispheric amplitude asymmetry

Background EEG activity for gestational age
Severe abnormalities

2

Moderate abnormalities

1

Normal

0

Focal attenuation of amplitude
Focal slowing
Severe abnormalities
Electrocerebral inactivity

Electrical and/or epileptiform discharges
Present

1

Low voltage invariant activity

Absent

0

Burst suppression

Abbreviation: EEG, electroencephalography.

Permanent discontinuous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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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lassification of Neurodevelopmental Outcome
Favorable outcome
No disability
Mild disability (mild spasticity, walk without help, mild developmental delay)
Unfavorable outcome
Moderate disability (moderate spasticity, ambulation with help, moderate developmental delay, impaired vision)
Moderate to severe disability (non ambulatory, non-verbal, some communication possible)
Severe disability (non ambulatory, non verbal, no communication possible)

증 및 정상군으로 구분되었다19,22) (Table 2). 일차 분석상 뇌파소
견에서 간질 중첩증으로 확인된 경우는 없었으므로 전기적 경

Table 4. Univariate Analysis of the Clinical Paremeters Associated
with Neurodevelopmental Outcomes at 18-24 months of Corrected
Age in Very Low Birth Weight Infants with Neonatal Seizures

련파(electrographic discharge) 또는 간질 양 뇌파(epileptiform

Favorable
(n=11)

discharge including spikes or sharp waves)가 관찰되는 군과

Unfavorable
(n=14)

P -value

그렇지 않은 군으로 구분하였다10). 전기적 경련(electrographic

Male

5 (45%)

8 (57%)

0.43

seizures)은 적어도 10초 이상 2개의 채널 이상에서 리듬이 있고

Gestational age

27.5±2.7

26.5±2.4

0.04

1,015±259

892±298

0.03

반복적인 활동도를 보이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신경학적 예후는

Birth weight
Apgar score at 5 min

6.0 ±1.3

5.4±1.6

0.04

SGA

5 (45%)

5 (35%)

0.46

Cesarean delivery

7 (63%)

11 (78%)

0.35

의사소통에 따라 5개의 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다시 양호군

Antenatal steroid

10 (90%)

11 (78%)

0.39

(1-2군)과 불량군(3-5군)으로 구분하였다(Table 3).

RDS

9 (81%)

14 (100%)

0.06

Significant PDA

8 (72%)

12 (85%)

0.37

관성은 명목 변수에 대해서는 Chi-square test및 Fisher’s exact test

PDA ligation

3 (27%)

5 (35%)

0.49

(또는 likelihood ratio test for trend)를 시행하였고 연속 변수에

Severe ROP

5 (45%)

5 (35%)

0.46

BPD

7 (63%)

10 (71%)

0.50

Postnatal corticosteroid

6 (54%)

10 (71%)

0.32

NEC

3 (27%)

2 (14%)

0.37

Sepsis

6 (54%)

9 (64%)

0.46

(backward elimination method)을 통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

Any IVH

7 (63%)

14 (100%)

0.003

석을 시행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18.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Severe grade IVH

4 (36%)

13 (92%)

0.004

사용하여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고 판

Abnormal brain MRI

3 (27%)

14 (100%)

0.000

정하였다.

Ventricular drainage

0 (0%)

11 (78%)

0.000

결과

*Data are presented as No. (%) and mean±SD unless otherwise
specified.
Abbreviations: SGA, small for gestational age; RDS,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PDA, patent ductus arteriosus; ROP, retinopathy of prema
turity; BPD, bronchopulmonary dysplasia; NEC, necrotizing entero
colitis; IVH, intraventricular hemorrhage;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교정 연령 18-24개월의 의무기록 또는 발달평가 기록을 바탕으
로 Menache 등23)의 분류를 참조하여 경직, 보행 정도, 발달 지연,

각각의 임상 소견 및 경련 점수화 체계와 신경학적 예후와의 연

대해서는 Mann-Whitney test를 시행하였다. 경련 점수화 체계와
예후 점수와의 상관관계는 Spearman 상관계수를 이용하였다. 단
변량 분석에서 P값이 0.1 미만인 항목들을 선택하여 변수 제거법

1. 임상적 특성
연구에 포함된 환아는 25명이었으며 평균 재태주령은 26.9±2.5
주 출생체중은 946±282 g였다. 평균 외래 추적 관찰 기간은 51±

후 24시간 이내에 경련이 발생한 경우는 4명(16%), 생후 24-48

27개월이었다. 예후 불량군(n=14)은 예후 양호군(n=11)에 비하

시간에 발생한 경우는 3명(12%), 48시간에서 생후 7일 사이 발생

여 재태주령이 어리고 출생체중이 낮고 5분 아프가 점수가 낮았

한 경우는 6명(24%)이었고 생후 8일-14일 5명(20%), 생후 15일

다(Table 4).

이후 발생한 경우는 7명(28%) 이었다. 경련의 원인으로는 중증
뇌실내 출혈이 17례(68.0%)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고 괴

2. 경련의 양상 및 경련 체계화 점수
경련 발생 시기는 생후 7일(0-27일, 평균 9±9 일) 이었으며 생

사성 장염이나 수술 후에 발생한 저혈압성 쇼크가 3례(12.0%) 원
인을 알 수 없었던 경우는 5례(2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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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ssociation between the Seizure Scoring System and Severe Grade Intraventricular Hemorrhage in Very Low Birth Weight Infants
Severe grade IVH
No (n=18)

Yes (n=17)

Onset

0.65

<48hr of age

2

4

≥48hr of age

6

13

Anticonvulsant therapy efficacy

0.74

No response

0

1

Partial response

3

7

Immediate response

5

9

Present

0

2

Absent

8

15

Generalized tonic or subtle seizures

2

11

Other seizures

6

6

Severe abnormalities

0

1

Moderate abnormalities

2

8

Normal

6

8

Status epilepticus

0.31

Seizure type

0.06

Background EEG activity for gestational age

0.39

Electrical and/or epileptiform discharges

0.23

Present

2

Absent

6

Composite score

P -value

9
8

1.4±1.4

2.8±1.2

0.03

Abbreviation: EEG, electroencephalography.

환자군을 중증 뇌실내 출혈 유무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 각각의
경련 점수 체계의 지표와의 연관성은 없었으나 종합적인 경련 점

석을 시행하였을 때 비정상 MRI 소견 및 경련 점수 체계가 유의한
변수였다(Table 7).

수는 중증 뇌실내 출혈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하여 유의하
게 높았다(Table 5). 경련 점수 체계의 지표 상 발작의 양상, 항 경
련제 치료에 대한 반응과 배경 뇌파의 이상 정도는 신경발달학

고찰

적 예후와 연관이 있었으나 경련의 발생시기, 간질 중첩증의 유
무와 경련파의 유무는 연관이 없었다(Table 6). 경련 체계 점수는

본 연구에서는 신생아 경련으로 진단되고 항경련제 투약을 받

예후 불량군(3.2±0.7)이 양호군(1.2±1.2)에 비해 유의하게 높

았던 극소 저출생 체중아에 대하여 경련시 임상 양상을 점수화하

았다. 또한 경련 점수는 이는 생후 18-24개월의 신경발달학적 지

여 교정 연령 18개월 이후의 신경학적 발달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표를 점수화 한 1-5단계 지표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예측 지표로서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발작의 양상, 항경련제 치

(Spearman’s rho=0.68, P<0.001) (Fig. 1).

료에 대한 반응과 배경 뇌파의 이상의 항목은 신경학적 예후와 밀
접한 연관이 있었으며 이를 포함한 점수화 체계의 연관성도 확인

3. 신경학적 예후와 연관성에 대한 다변량 분석

하였다.

경련과 관련된 지표를 제외하고 신경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자들은 만삭아와는 다른 미숙아들의 특징을 반영하여

주산기의 인구의학적 변수, 출생 관련 지표, 신생아 합병증 및 영

VLBWI에서 새로운 경련 점수체계를 고안하였으며 이는 신경학

상적 소견에 대한 단변수 분석 결과 재태주령, 출생 체중 및 5분

적 예후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Ellison 등11) 및 Bernes과 Kaplan

아프가 점수, 뇌실내 출혈, 중증 뇌실내 출혈, 비정상 MRI 소견 및

24)

뇌실감압술이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유의한 변수였다(Table 4).

계를 통해 신경학적 예후의 예측 지표로 삼을 수 있다고 하였다.

위에서 선택된 변수와 경련 점수 체계의 점수를 포함한 다변수 분

이상 뇌파 소견, 경련의 원인, 경련의 기간 및 양상, 출생시 체중,

은 만삭아에서 경련과 연관된 여러 인자들을 통합한 점수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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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Univariate Analysis of the Modified Seizure Scoring System for Very Low Birth Weight with Neonatal Seizures and Neurodevelopmental
Outcomes
Favorable

Unfavorable

P -values
0.452

Onset
<48 hr of age

2

4

≥48 hr of age

9

10

No response

0

1

Partial response

2

8

Immediate response

9

5

Anticonvulsant therapy efficacy
0.049

Status epilepticus
Present

0

2

Absent

11

12

Generalized tonic or subtle seizures

3

10

Other seizures

8

4

Severe abnormalities

0

1

Moderate abnormalities

2

8

Normal

9

5

Present

4

9

Absent

7

5

1.18±1.16

3.21±0.69

0.487

Seizure type
0.047

Background EEG activity for gestational age
0.049

Electrical and/or epileptiform discharges

Composite scores

0.238
0.000

Table 7.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of Clinical Parameters
Associated with Neurodevelopmental outcomes at 18-24 Months
of Corrected age in Very Low Birth Weight Infants with Neonatal
Seizures
OR

95% CI

P -value

Ultrasound of IVH grade 3/4

33.22

0.87-40.52

0.059

Abnormal brain MRI findings

21.8

1.36-38.92

0.029

Composite seizure score

8.89

1.12-70.29

0.038

Variable

Abbreviation: IVH, intraventricular hemorrhage

등의 다양한 합병증, 그리고 중증 뇌출혈 및 수두증 등의 뇌영상
소견과 연관된 각각의 위험요인과 향후 발달에 대한 연구는 많으
나25) 경련의 임상 양상 및 이와 관련된 통합된 점수화 체계와 신경
학적 예후와의 관련도에 대한 연구는 드물며 특히 초 미숙아의 경

Fig. 1. Association between the seizure score and neurodevelop
mental outcome score at 18 to 24 months of corrected age in
very low birth weight infants with neonatal seizures.

련을 대상으로 한 점수 체계에 대한 연구는 없다. 또한 만삭아들
을 대상으로 고안된 경련 점수화 체계를 미숙아들에게 그대로 적
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다.

신경학적 진찰 소견 등이 이들의 연구에 포함되었고 이 중 뇌파

신생아 경련은 원인 질환에 따라 경련 발생 시기가 차이가 있으

소견, 경련의 원인 및 양상은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유의한 변수

며 만삭아에서는 주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이 주된 원인이 되

라고 하였다. 미숙아, 특히 극소 저출생 체중아에서 출생 자체의

어 경련은 대부분 생후 첫날이나 둘째날에 발생하며 발생 시기가

주산기적 위험요인 이외에도 만성 폐질환, 패혈증 및 괴사성 장염

빠를수록 예후가 좋지 않다. 만삭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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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24시간을 기준으로 경련 발생의 시기를 구분하여 이것이 예후

본 연구에서 항경련제에 대한 반응의 정도는 극소 저출생 체

와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26). 하지만 미숙아에서는 본 연구에서처

중아의 신경학적 예후와 연관이 있는 지표 중의 하나였다. 만삭

럼 중증 뇌실내 출혈이 가장 흔한 경련의 요인이며 이런 경우 생

아와 미숙아의 경련은 원인 뿐 아니라 임상 양상도 차이가 있으

17,27,28)

후 3일 이후 경련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다

29)

. Scher 등 은

나 약물치료의 지침은 구분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 신생아 중환자

뇌파로 경련이 확인된 92명의 환아를 대상으로 만삭아는 약 87%

치료 영역에서 재태주령과 무관하게 일차약으로 phenobarbital

가 생후 48시간 이내에 경련이 발생하지만 미숙아에서는 약 47%

이 사용되고 있으나 미숙아는 약물의 농도 조절이 더 어렵고 따

정도만이 48시간 이내에 경련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라서 부작용의 위험이 크다. 또한 동물 실험에서 어린 쥐일수록

도 미숙아의 반영하여 4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극소 저출생 체중

세포자멸사(apoptosis)의 영향으로 인한 향후 인지 기능 자체에

아의 경련 발생의 시기와 신경학적 예후를 살펴 보았으나 연관성

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의 사용 기간

은 없었다. 극소저출생 체중아에서 경련은 생후 48시간 이후 발

에 대한 연구나 일차 투약에 대한 반응이 없을 경우의 2차적인 치

생한 경우가 더 많았으며 대략 생후 3-7일 사이에 가장 높은 빈도

료 지침은 정해져 있지 않다33). Maartens 등34)은 3개 이상의 항 경

를 보였으나 생후 2주 이후에 발생한 경우도 적지 않게 관찰되었

련제 사용이 좋지 않은 신경학적 예후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다. 생후 4일이 지난 이후에는 뇌병변 자체보다는 저혈당증, 저나

Glass 등8)의 신생아 경련 점수 체계에서도 3개 이상의 항 경련제

트륨증, 저마그네슘증 등의 대사장애, 패혈증이 더 흔한 요인이

사용이 예후와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개 이상

30)

된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사장애 단독으로 인한 항경

의 약물을 사용한 경우는 없었는데 일차 약제에 반응이 없었던 경

련제 투약은 없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도 저혈압성 쇼크나 원인이

우 phenobarbital의 전용량 부하나 절반 용량 부하를 시행한 경우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생후 4일 이후 경련이 관찰되었다.

가 가장 많았고 2차 약으로 phenytoin을 사용한 경우가 뒤를 이었

뇌실내 출혈이 가장 흔한 경련의 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 미숙아 경련에 대하여 midazolam이나 lidocaine 등의 안전성

연구에서 경련 발생시기의 분포가 넓은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다

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임상적으로 사용이 드문 것과 불응성 경

만 심한 중증 뇌실내 출혈로 인하여 생후 3일 이내에 조기 사망한

련으로 인하여 3가지 이상의 약물이나 혼수 치료를 시행한 경우

환아들이 연구에서 배제된 점과 생후 초기의 미숙아 무호흡 등과

는 결국 사망한 경우가 많아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혼동되어 임상적 경련의 진단이 지연되었을 가능성을 모두 고려

판단된다. 따라서 극소 저출생 체중아의 경우 약물의 개수 보다는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항경련제에 대한 반응성이 실제 미숙아의 항경련치료에서 더 합

본 연구에서는 비정형 발작 및 전신성 강직 발작이 있는 경우
17)

신경학적 예후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 경련을 Volpe

리적으로 경련의 부하(burden)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 지표로
생각할 수 있겠다.

이 분류한 양상에 따르면 국소/다국소 간대발작이 가장 흔하며

본 연구에서 다채널 뇌파상의 전기적 경련이나 극파 또는 극서

이후 비정형 발작, 국소/전신 긴장 발작의 순으로 나타나며 보통

파 같은 경련양 뇌파 보다는 배경파의 이상이 신경학적 예후와 더

비전형적 경련은 다른 발작양상과 동반되어 나타난다. 경련의 양

연관성이 있는 지표였다. 뇌파 검사는 가장 정확하고 비침습적인

상에 따른 예후를 살펴보면 전신성 강직성 경련, 근간대성 경련

진단 검사로 간질파의 발견 뿐 아니라 배경파의 이상으로 대뇌 기

및 비정형적인 경련의 경우 예후가 나쁘고 간대성 경련이 비교적

능의 장애 및 뇌 손상의 정도를 반영하여 여러 논문에서 신경학적

31)

예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 발작 양상의 차이가 나타나는

예후와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6,7,15,16). 특히 배경파는 뇌손상의 정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경련의 원인과 뇌 성숙의 정도가 가장 중

도를 반영하며 배경파의 이상이 있는 환자에서 경련의 재발률이

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이 중 국소성 간대성 경련은 대사 이상

높고 간질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하였다35). 미숙아는 뇌성숙이 미

과 관련이 있고, 전신성 강직성 경련은 심한 뇌출혈이 있는 경우

숙하므로 허상(artifact)이 많이 발생하고 뇌파의 특성상 비연속성

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런 경우 예후가 불량하다고 하

활성도를 가지며 재태주령 및 활동 주기나 수면 상태 등에 따라

17)

였다 . 경련의 양상과 예후와의 관련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도
21)

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만삭아에 비하여 분명한 임상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Brunquell 등 은 만삭아와 미

적 경련에도 불구하고 뇌파상의 경련파가 없는 빈도가 높으며 지

숙아를 모두 포함한 연구 집단에서 비전형적 발작 및 전신성 강직

속적인 뇌파 감시가 아닌 간헐적 뇌파검사 상에서는 간질파가 관

양상을 보이는 경우 및 한 가지 발작 양상 보다는 2가지 이상의 발

측되지 않을 수 있다26,36). 기존 연구에 따르면 배경파가 정상일 경

작을 보이는 경우에 정신 지체 등의 신경학적 예후가 좋지 않다고

우 10% 미만, 중등도인 경우 50% 이하, 중증도일 경우 90%를 넘

32)

하였다. 또한 Garfinkle 등 은 주산기 가사 만삭아에서 국소성 간

는 신경학적 장애 발생률을 보인다고 하였으며17,27,30) 저자들의 조

대성 발작 양상이 아닌 경우가 좋지 않은 예후와 연관성이 있다고

사에서도 뇌파 이상이 중등도 및 중증인 경우 뇌파가 정상이거나

하였다.

경증의 이상소견을 보인 경우보다 신경학적 예후가 유의하게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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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Almubarak 등37)이 118명의 환아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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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경련으로 진단된 극소 저출생 체중아에서 경련 점수 체계와 신경학적 예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김현진·이병섭·염미선·장희진·오성희·도현정·정성훈·고태성·김애란·김기수

목적: 임상적 신생아 경련이 있는 극소 저출생 체중아에서 경련 관련 임상적 인자들과 교정 연령 18-24개월의 신경발
달학적 예후와의 연관성을 확인한다.
방법: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아산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극소 저출생 체중아로 신생아경련으로 진단 후
항경련제 치료를 받은 환자 중 다채널 뇌파를 시행하고 생후 24개월 이후까지 생존한 환자 25명을 대상으로 의무
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알려진 신생아 경련의 점수 체계에서 선택된 변수인 경련의 시작
시기, 간질 중첩증의 유무, 발작의 양상, 치료에 대한 반응 및 다채널 뇌파의 배경파 및 간질파에 대한 소견을 합
산하여 0-8점의 범위로 하는 새로운 점수 체계를 고안하고 기타 향후 신경학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임상적 지표
들을 조사하였다. 생후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의 신경 발달 정도를 기준으로 1-5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예후 양
호군(1, 2)과 예후 불량군(3-5)으로 구분하여 위험요인을 분석하였다.
결과: 예후 불량군(n=14)은 예후 양호군(n=11)에 비하여 비정형 발작 또는 전신 강직 발작인 경우와 배경 뇌파의 이상소견
이 있는 경우, 항경련제 치료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경우가 유의하게 높았다. 경련 종합 점수 또한 예후 불량군(3.2±
0.7)이 양호군(1.2±1.2)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1-5단계의 신경발달 정도와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P<0.001). 다변수 분석상 비정상 뇌 자기공명영상 및 경련 점수는 신경학적 예후를 예측하는 유의한 위험요인이
었다.
결론: 극소 저출생 체중아에서 발생한 신생아 경련에서 경련 점수화 체계는 신경학적 예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
며 중요한 예측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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