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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12세 이상의 부분 발작 환자에서 보조적 치료로 승인된 미주 신경 자극술(vagus nerve stimulation, VNS)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1999년 이후 평가의 근거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문헌들을 검토하였다.
방법: 우리는 문헌을 조사하여 관련된 출간물을 찾았다. 본 문헌들은 American Academy of Neurology evidence-based
methodology에 따라 구분하였다.
결과: VNS는 부분 또는 전신간질(13 Class III studies)이 있는 470명의 소아 환자의 55%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 50%-59%)에서 ＞50%의 발작을 감소시켰다. VNS는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
LGS) (4 Class III studies)이 있는 113명 환자의 55% (95% 신뢰구간 [confidence interval, CI] 50%-59%)에서 ＞
50%의 발작을 감소시켰다. VNS는 삽입 후 1-5년 동안 7%까지의 발작 빈도 감소율을 ≥50%로 증가시켰다(2 Class
II studies). VNS는 31명의 성인 뇌전증 환자에서 표준감정지표를 유의하게 개선시켰다(2 Class III studies). 소아에서
VNS 삽입 부위의 감염 위험도는 성인보다 더 증가하였다(odd ratio 3.4, 95% CI 1.0-11.2). VNS는 소아의 발작(부분
과 전신 모두)과 LGS-연관 발작, 그리고 성인 뇌전증 환자의 감정 장애에 효과적일 수 있다. VNS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과가 개선될 수 있다.
권고사항: VNS는 소아의 발작과 LGS-연관 발작, 그리고 성인 뇌전증 환자의 기분장애를 개선시키는 데 고려될 수
있다(Level C). VNS는 그 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개선될 수 있다(Level C). 소아는 VNS 삽입 후 삽입부의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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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는 미주 신경 자극술(vagus nerve stimulation, VNS)을
항뇌전증제에 반응이 없는 12세 이상의 부분 뇌전증 환자에서 발작의 빈도를 줄이는 보조적 치료로 승인하
1
였다. 1999 American Academy of Neurology (AAN) 기술 평가서에서는 VNS가 약물 치료에 불응하고 le-

sionectomies나 mesial temporal lobectomies와 같은 치료 가능성이 있는 절제 수술의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
2

는 12세 이상의 부분 발작 환자가 시술의 대상이 된다고 결론지었다. 저자들은 미주 신경 자극기를 삽입하
기 전에 철저한 뇌전증 평가를 시행하여, 비뇌전증성 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증상성 뇌전증들을 배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당시에는 Lennox-Gastaut syndrome (LGS)와 연관된 발작이나 소아 뇌전증 환자에서는 VNS를
권고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였다. 1999 AAN 평가 이후, FDA는 VNS를 4개 이상의 적절한 항우울제 치료
에 효과가 없고 주요 우울삽화를 경험한 18세 이상의 환자들에서 만성 또는 재발성 우울증의 장기적인 보조
1
치료로 승인하였다. 게다가 소아 뇌전증과 다른 발작 유형 및 증후군에서 VNS 사용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새로운 보고들이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근거를 AAN guideline methodology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이 최신 가이드 라인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질문하였다:
1. 뇌전증이 있는 소아에서 발작 빈도 감소를 위해 보조적 VNS 치료를 하는 것이 VNS 치료를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좋은가?
2. LGS 환자에서 발작 빈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보조적인 VNS 치료를 하는 것이 발작 빈도를 감소시키
기 위해 보조적인 VNS 치료를 하지 않는 것 보다 더 좋은가?
3. 뇌전증 환자에서 VNS를 사용하는 것은 감정을 개선시키는가?
4. 뇌전증 환자에서 VNS를 사용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작 빈도를 감소시키는가?
5. VNS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빠른 자극(7초 “on” 후 30초 “off”)이 표준 자극 (30초 “on” 후 3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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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보다 발작 빈도를 개선하는가?

각한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단일 사례 또는 사례

6. VNS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조짐이나 발작 발

보고들이어도 포함하였다. 추출된 논문들은 체계

생 시 추가적 자기-유도 자극의 반복이 상대적으로

적으로 이상 반응을 평가하지 않았지만, 기술은 하

추가적인 자기-유도 자극을 조짐이나 발작 발생시에

였다. 연구를 분류한 후에 권고사항을 근거의 수준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발작을 더 잘 중단시키는가?

과 연결하였다(appendix e-7).

7. VNS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마지막 평가 이후
안전성에 대하여 새로운 우려가 발생하였는가?

근거의 분석

8. VNS 치료를 받은 소아에서, 이상 반응(adverse
effects, AEs)은 성인의 이상반응과 다른가?

분석 과정의 기술

뇌전증이 있는 소아에서 발작 빈도 감소를 위해
보조적 VNS 치료를 하는 것이 VNS 치료를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은가?
소아 발작의 치료에서 VNS의 효과에 대한 16개

AAN 가이드라인 개발 분과위원회(AAN Guideline

의 Class III 연구가 확인되었다(연구 세부 사항은
3-18

이 연구들은 2명의 결절경화증(tuberous

Development Subcommittee)는 가이드 라인 개발

Table e-1).

을 위해 전문가 패널을 소집하였다(appendices e-1

sclerosis) 환자와

®

16,17

1명의 Dravet syndrome 환자

18

and e-2 on the Neurology Web site at www.neur-

가 포함되었다. 16개 연구 중 10개에서는 18세까

ology.org). 우리는 MEDLINE, EMBASE, 그리고

지 포함하였고,

3,5,6,8-12,14,15

19세,4 20세,13,17 21세,7 25

18

Web of Science(1996년-2012년 2월)를 “발작(seizures)”

세 까지가 각각 1개씩 포함되었다. 결절성 경화증

“뇌전증 (epilepsy)” “기분장애(mood disorder)”

환자가 있는 11명의 환자로 구성된 연구는 평균 나

“우울장애(depressive disorder)” “미주신경자극술

이가 14세이고 나이의 범위는 2-35세이며 2명의 환

(vagus nerve stimulation)”, 그리고 “신경자극(neuro-

자는 19세보다 나이가 많았다(27세와 35세).

16

stimulation)”이라는 주요 단어를 이용하여 검색

결론. 14개의 Class III 연구에 기반하면, VNS는

하였다. 이 검색에서 1, 274개의 초록이 확인되었

>50%의 발작 빈도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고, 최소 두 명의 패널이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있다. 481명의 소아를 대상으로 한 통합 분석에서,

1,058개의 초록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기

반응 비율은 55% (95% 신뢰구간 [confidence in-

에 적절하지 않았다. 두 명의 패널은 216개 논문의

terval, CI] 51%-59%)였지만, 자료 간에 상당한 이

전문을 독립적으로 검토하였다. 환자 자신을 대조

질성이 있었다. 16개 연구 중 2개

군으로 이용한 연구는 환자의 발작에 대한 평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반응한 사람의 비율을 제시하

(e.g., 발작 일기)가 의사의 평가와 독립적일 때만

지 않았고 연구 대상에 상당수의 성인(>20%)이 포

포함하였다. 따라서, 이 최신 개정에서, 발작 빈도

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전체 발작이 없는 비율

를 평가하는 것으로 환자-또는 보호자의 발작 일기

(pooled seizure freedom rate)은 7% (95% CI 5%-

를 사용하는 것은 Class III 근거에 대한 기준을 만

10%)로 나타났다.

족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분류는 appendix e-6 참
고). 심각한 안전성에 관계된 증례 보고들을 제외

11,13

는 이 분석에

권고사항. VNS는 부분 또는 전신 뇌전증이 있는
소아의 보조적 치료로 고려될 수 있다(Level C).

한 리뷰들과 Class IV의 보고들은 배제하였다.

임상적 맥락.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물의 효과가

Class III보다 높은 근거 수준을 가진 문헌은 1개만

없어지는 점은 뇌전증의 치료에 큰 문제이다. 오랫

확인되었기 때문에, 어떤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

동안 그 효과가 유지되거나 효과가 좋아지는 경향

Class III 문헌 1 가지 이상이 그 결론을 지지할 때

을 보인다는 점은 VNS가 이들 환자에게 적용할 수

근거 표를 기술하고 표시하였다(Tables e-1과 e-2).

있는 하나의 치료적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어떤 연구들은 여러 발작 형태를 포함하였고 모든
연령 그룹을 포함하였다; 특정 하위 집단에 대해
구분해 낼 수 없는 경우 연구 환자의 대부분에 적
합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인용하였다. 모든 Class
III의 소아 뇌전증과 LGS 효율성에 대한 연구는 이
상 반응에 대해 검토하였고, Class IV 연구들은 환
자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 검토하였다. 그러나 심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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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 환자에서 발작 빈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보
조적인 VNS 치료를 하는 것이 발작 빈도를 감소
시키기 위해 보조적인 VNS 치료를 하지 않는 것
보다 더 나은가?
우리는 LGS 환자의 발작을 평가한 4개의 Class
19-22

III 연구를 찾았다(Table e-1).

두 개의 연구에서

연령은 5-19세였다.19,22 세 번째 연구에서, 평균 연

(치료를 받지 않은)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령은 13세(4-52)였고, 30명의 대상자 중 18명이 18

(반복 분산 측정, p=0.07). 이 장점은 발작 빈도나 자

20

세보다 어렸다 ; 나머지 연구에서 삽입 당시의 나
21

극 빈도, 또는 강도와는 관계가 없었다.

결론. 2개의 Class III 연구에 의하면 VNS는 성

이는 기술되어 있지 않았다.

결론. 4개의 Class III 연구를 기반으로 하면,
VNS는 LGS환자에서 >50%의 발작 빈도를 감소시
키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113명의 LGS환자를 대
상으로 한 통합 분석(다양한 발작 양상을 기술하고
6,8,9

인 뇌전증 환자의 감정을 개선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권고사항. 뇌전증으로 VNS를 받은 성인에서 부
가 효과로 감정이 개선될 수 있다(Level C).

)은

임상적 맥락. 우울증은 뇌전증 환자에서 흔하게

55% (95% CI 46%-64%)의 반응 비율을 보여주었

동반되는 질환이다. VNS는 몇몇 환자에서 감정을

다.

개선시키는 부가적 이점이 있다; 그러나 감정을 개

LGS 자료를 구분해 낸 문헌의 자료를 포함

권고사항. VNS는 LGS 환자에서 고려될 수 있다
(Level C).

선시키는 것은 1차적으로 VNS를 삽입하는 목적이
아니고 2차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복잡한 인

임상적 맥락. LGS환자의 반응 비율은 일반적인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뇌전증 환자의 비율과

구에서 감정에 미치는 독립적 효과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다르지 않았다.

뇌전증 환자에서 VNS를 사용하는 것은 감정을
개선시키는가?
23,24

2개의 Class III 연구

는 성인 뇌전증 환자에서

뇌전증 환자에서 VNS를 사용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작 빈도를 감소시키는가?
2개의 Class III 연구에서 VNS의 효과가 6개월
이상에서 12년까지 순차적이라고 보고하였다(Table
25,26

이 2개의 연구는 불응성 발작이 있는 성인

환자가 보고한 표준감정평가지수가 삽입 전과 후

e-1).

를 비교했을 때 유의하게 개선되는 것을 보여주었

을 주로 포함하였고 50%의 발작 빈도 감소가 되는

다(Table e-1). 한 연구는 11명의 환자를 삽입 후 1,

환자가 시간에 따라 약간 증가하였다.

23

3, 6개월째 평가하였다. VNS 치료 전, 11명 중 7

비록 이 연구들이 시간에 따라 추가되거나 빠지

명의 환자가 Montomery Åsberg Depression Rating

는 약제에 대해 고려하지 않아 독립적으로 VNS 치

Scale로 평가하여 “약간 우울한 감정(subdepressive

료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결과에 대

mood)”의 기준에 해당하였고 그 그룹의 평균은 약

해서는 독립적으로 평가하였으므로(대상자와 대상

간 우울한 감정의 범위내에 있었다; VNS후 평균은

자의 가족은 발작의 발생을 기록하여 보관하였고;

우울하지 않은 범위에 있었다. 이와 같이, 11명 중

조사자는 하지 않았다) 이 연구들은 Class III 연구

8명이 VNS 전 시행한 음성증상평가의 척도(Scale

기준을 만족하였다.

for the Assessment of Negative Symptoms)에 따른

성인 부분 뇌전증 환자 440명으로 구성된 미주

“경미한 음성 증상”의 기준에 해당하였다. 척도와

신경자극기를 이용한 임상 연구의 자료를 이용한

하위 척도 점수는 3개월 추적 관찰 시에 호전되었

한 연구에서,

다(p<0.05). 감정 개선은 6개월 추적 관찰 시점까지

삽입 후 1년에서 3년까지 7% 증가하였다. 발작 감

지속되었다(11명 중 9명).

소 ≥50%인 환자는 1년째 36.8%, 2년째 43.2%, 그

두 번째 연구는 20명의 대상자를 삽입 후 3개월
24

25

발작 빈도 감소가 >50%인 비율이

리고 3년째 42.7%였다. 기저와 비교한 평균 발작

까지 평가하였다. t 검정을 이용하여 대상평가척

감소는 1년째 35%, 2년째 43.2%, 3년째 44.1%였

도의 변화를 평가하였는데 임상의가 평가한 Cornell

다. 여러 발작 형태의 13-64세 환자 90명을 평가한

Dysthymia Rating Scale (p=0.001)과 환자가 스스로

26
연구에서, 삽입 후 1-5년 발작 빈도 감소가 >50%

보고한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p=0.045)

인 비율이 7% 증가하였다. 발작 빈도 감소 >50%

가 개선되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임상의가 평가한

는 1년째 41%, 2년째 87명의 환자에서 53.2%, 그

Hamilton Depression Index의 결과도 역시 유의하

리고 5년째 85명의 환자에서 48.9%였다. 그 효과는

게 개선되었다. 그룹의 VNS 치료 전 평균 BDI 점

부분과 전신 발작 모두에 대해 나타났으며, 전신

수는 12.0 (경도 감정장애)였고; 이것은 VNS 치료

강직간대발작(generalized tonic-clonic seizures) (감

후 9.4 (“우울하지 않음)로 감소하였다. 게다가,

소율 70%)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

BDI 점수는 같은 기간에 연구했던 뇌전증 대조군

결론. 2개의 Class III 연구에 의하면, VNS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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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빈도 감소율 ≥50%인 환자가 삽입 후 1년에서 5

는 빠른 자극의 사용에 대한 권고를 하기에는 근거

년까지 7% 증가하는 것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가 부족하다(Level U).

권고사항. VNS는 수년에 걸쳐 점진적 효과가 있
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Level C).

임상적 맥락. 빠른 주기는 켜져 있는 주기를 증
가시키고 배터리 교환 시기를 앞당긴다; 따라서 사

임상적 맥락. 뇌전증 치료 시 시간이 지나면서
약물 효과가 감소하는 것은 뇌전증 치료의 큰 저항

용할 때는 빠른 주기의 효과에 대해 주의 깊게 평
가해야만 한다.

적인 측면이다. VNS가 또 다른 치료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간 치료 효과가 유지되고 시간이 지
나면서 호전되는 되는 경향을 보이는 근거가 있어
야 한다.

VNS 치료를 받은 환자가 전조나 발작을 시작할
때 추가로 자기-활성 자극을 사용하는 것이, 사용
하지 않는 것에 비해 발작을 중단시키는가?
5개의 Class III연구9,28-31는 자기-활성화 자극이

VNS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빠른 자극(7초 “on”
후 30초 “off”)가 표준 자극 (30초 “on” 후 300초
“off”)에 비해 발작 빈도를 개선시키는가?

전조(단순 부분 발작)나 발작에 미치는 효과에 대

모든 연구에서 초기 자극 세팅은 출력 전류 0.25

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이중맹검, 무작

mA, 신호 주파수 30 Hz, 펄스 폭 250-500 μs, 자극

위배정, 대조군 연구(결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

“on” 시간 30초, 자극 “off” 시간 300초로 맞추었으

28
고, 1차 결과와도 혼동되기에 Class III임) (E03)의

며 견딜 수 있다면 출력 전류를 2-3 mA까지 높였다.

자료를 이용한 2차 보고에서 21.3%의 자기 활성군

한 Class III 연구는 73명의 성인 뇌전증 환자에

에서 발작이 소실된 반면 대조군(자기 off)에서는

서 표준 자극군(30초 “on” 후 300초 “off”; n=41)과

11.9%에서 소실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유의하지

VNS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해 114명의 부분 뇌

빠른 자극군(7초 “on” 후 30초 “off”; n=32)을 비교

않았다. 그러나 활성 자기 사용에 대한 반응은 VNS

27
하였다. 2년 후까지 추적 관찰한 결과, 표준 자극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과 관계가 있었다 (χ ,

그룹은 빠른 자극 그룹보다 전반적으로 발작 빈도

p=0.0479).

2

의 감소가 많았다. 성인 뇌전증 환자로 구성된 소

35명의 부분 뇌전증 환자(평균 30세, 10-49세)로

그룹(같은 논문에 보고된)에서는, VNS 치료를 시

29
구성된 다른 Class III연구 에서, 21명의 환자가 스

작할 때 표준(n=14) 또는 빠른(n=14)자극 군으로

스로 또는 보호자에 의해 자기-활성화 자극을 시행

무작위 배정하였고, 반응률은 차이가 없었다. 그러

하였고 신뢰할 만한 자기 사용정보를 제공하였다.

나, 몇몇 환자에서는 삽입 수년 후 빠른 자극으로

21명 중 14명(67%)은 일관되게 부분 또는 2차 전신

변경하는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발작을 중단시킬 수 있었다. 이 14명 중 8명은 적어

3,8
소아에 대한 다른 2개의 Class III 연구 에서 표

도 50%의 발작 빈도 감소가 있어 반응군이 되었다.

준 자극에 비해 빠른 자극이 일관적 치료 효과를

30
38명의 부분 뇌전증 환자(평균 28세, 5-70세) 로

3
보여주지 못했다. 하나의 연구 에서 표준 주기의

구성된 또 다른 Class III연구에서 발작 전조가 있

VNS가 효과가 없었던 환자 46명 중 6명에서 빠른

는 12명의 환자 중 8명(67%)이 자기 활성화를 통해

주기를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이 연구에

발작을 중단할 수 있었다. 34명의 환자(평균 30세,

서 “빠른 주기”는 148초 이하의 “off”이며 “on”시

31
16-57세)로 이루어진 네 번째 Class III연구 에서 7

8

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또 다른 연구 에서

명(22%)의 환자가 조짐 기간에 자기 활성화를 이

표준 조건으로 치료 후에 유의한 발작 감소가 없었

용하여 발작을 중단할 수 있었다. Drop attacks 이

던 7명의 환자에서 빠른 주기(7초 on time 후, 12초

있는 환자로 이루어진 다섯 번째 Class III연구(뇌

off time)를 시도하였고; 7명 중 1명의 환자에서만

병증, 주로 소아)에서 자기의 효과는 없었다; 그러

발작이 호전되었다.

나 이 환자군은 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발작의 전조

결론. 이 3개의 Class III연구들은 표준 자극(30

24

해 보고했다.

9

에 대해 논하기에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초 “on”, 300초 “off”)에 효과가 없었거나 초기 치

결론. 2개의 Class III연구에 의하면, 자기 활성화

료 조건에서 빠른 자극(7초 “on”, 30초 “off”)의 효

자극을 이용한 발작의 중단은 전반적인 VNS 치료

과의 차이를 확인하기에는 파워가 부족했다.

에 대한 반응과 관계가 있다. 3개의 Class III연구

권고사항. 최적의 VNS 조건은 아직 알지 못하

에 의하면, 자기 활성화 자극은 발작 전조에 사용

고, 발작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표준 자극 또

할 때 발작을 1/4~2/3가량 중단시킬 것으로 예측된

Neurology 한국어판 Vol. 8 No. 1

다(1개의 Class III연구는 일반적이지 않아 제외하

것으로 생각되었다.
18세 이상의 환자가 12명 포함된 102명 환자(평

였다).

권고사항. 환자들은 VNS 활성화가 발작의 전조

균 12년 3개월, 21개월-40세)로 구성된 또 다른

에 사용될 때 발작을 중단시키는 것과 관계가 있다

Class IV 연구 에서 4명(4%)이 상처가 감염됐다.

고 권고받을 수 있으며(Level C) 자기 사용에 의한

1명은 IV 항생제 치료(적출하지 않음)를 받고; 1명

발작 중단은 전반적인 VNS 치료에 대한 반응과 연

은 IV 항생제 치료를 받고 성공적으로 VNS를 삽

관이 있을 수 있다(Level C).

입 후 6주 이후에 발생기를 바꾸었지만 결국 적출

e14

하였다; 1명은 항생제 치료를 받았지만 2개월 뒤

VNS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마지막 평가 이후 안
전성에 대하여 새로운 우려가 발생하였는가?

적출하고 재삽입하였다; 1명은 환자가 상처 부위를

문헌을 검토하는 동안, VNS 사용에 따른 여러 부

IV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기기를 적출하고 6주 이

32-40,e1-e11

작용 사례를 확인하였다.

이 정보는 Table

e-3에 자세히 나타내었다.

긁어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 농양이 형성되어
후에 재삽입하였다.
1명의 환자는 삽입 9일 후 레슬링 때문에 상처

임상적 맥락. 현재 임상의는 VNS 사용에 의한

파열이 발생하였고 IV와 경구 항생제 치료를 받았

수술 중 박동 장애에 관심을 두고있는데 이는 바뀔

다. 5명의 환자(5%)는 심지가 부러졌다. 추적 설문

필요는 없다. 뇌전증의 발작적인 특성으로 인해 심

에 응답한 46명 중 4명이 기기가 자극하는 동안 삼

장 리듬의 이상이 뇌전증의 추가적 증상인지 장치

킴 장애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와 관련한 이상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심장과

69명의 환자(평균 10.7세, 3-16세)로 구성된 또

연관된 것으로 여겨지는 새로 발생하는 증상에 대

e15
다른 Class IV연구 에서 3명의 환자는 적출이 필

해 Video-EEG와 ECG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소수

요한 상처 감염이 발생하였고, 이 중 2명은 이후에

의 환자가 대상일지라도 감별에 도움을 줄 것이다.

재삽입하였다. 2명은 기기 주변에 유체가 저류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Sudden unexpected death in

흡인을 하고 흡인된 것에서 미생물이 자라지 않았

epilepsy (SUDEP) 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VNS

지만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이 중 1명은 심지를 보

치료에서 있어 중요한 소견이다; VNS를 삽입한

정하였다. 2명의 다른 환자는 심지가 부러졌다. 1명

1,819명 환자의 3,176.3 person-years 관찰 코호트

은 삼킴장애가 있었고 1명은 지속적인 목 통증으로

에서 SUDEP 비율은 첫 2년간 1,000인-년 당 5.5이

VNS를 해제했다. 1명의 환자가 VNS와 무관한 이

e12

었지만 이후 1000인-년 당 1.7에 불과했다.

수면

무호흡과 치료에서 대한 VNS 효과의 임상적 중요

유로 사망했다.
VNS 장치의 FDA 승인을 선도한 임상 연구를
e16

254명의 성인 불응성

성은 불분명하지만, 이러한 질환에서 VNS의 사용

비교를 위해 사용하였다.

은 주의해야 한다.

부분 뇌전증(평균 32세, 13-60세)으로 구성되었다.
수술 감염 부작용은 3명에서 발생했다; 모든 환자

VNS 치료를 받은 소아에서, 이상반응(adverse
effects, AEs)은 성인의 이상반응과 다른가?

는 적출을 시행했고, 1명은 연구 이후 재삽입하였

74명의 소아(평균 8.8세, 11개월-18세)를 최소 1

발생했고, 하부 안면 근육 마비가 2명에서 발생하

e13
년, 평균 2.2년간 추적 관찰한 Class IV 연구 에서

였으며, 1명에서 발전기 위로 액체가 축적되어 흡

4명의 소아(5.4%)가 효과가 없고 증상성 빈맥과 불

인을 하였다. “용량”과 관련된 다른 AEs; 견딜 수

다(시기는 밝히지 않음). 좌측 성대 마비가 2명에서

명열(각각 1명), 그리고 삽입부의 불편감(2명)을 견

있는 최고 자극 강도 vs 지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디지 못하여 기구를 제거하였다. 감염성 수술 부작

자극 강도: 목소리 변화 47.4% vs 9.7%, 호흡곤란

용은 6명(7.1%)에서 발생하였는데, 확인이 필요한

11.6% vs 1.0%, 인두염 15.8% vs 3.9%.

심부 감염이 3명(3.6%) 그리고 경구 항생제(2명)와

이 성인 자료를 이용하면, 소아에서 VNS 부위의

정맥용 항생제 및 수술적 변연절제술(1명)을 시행

감염 위험도(30/764)는 성인(3/254)과 비교 시 증가

한 표재성 감염이었다. 2명의 환자는 전극이 부러

한다(odd ratio 3.4 [95% CI 1.0-11.2]).

졌고, 1명은 편측 성대가 마비됐다. 쉰 목소리, 기

임상적 맥락. 소아는 소아에서 더 흔한 행동들

침, 불수의적 상지 운동, 부적절한 웃음, 침흘림, 사

때문에 성인보다 상처 감염의 위험도가 높을 것이

경, 요잔류를 각각 1명이 호소하였다. 두 전극이 부

다. 어린이의 VNS 부위 감염 발생에 대해서는 더

러진 환자는 수술 부위에서 소아를 당겨서 발생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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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향후 연구를 위한 권고 사항
x 성인의 1차 전신 뇌전증 치료에 대해서는 더
e17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단지 1개의 Class II 연구

가 이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VNS의 효과는 1차 전
신 증후군과 같이 이 연구에서 연구하지 않은 다른
종류의 뇌전증에 대해서 연구되어야 한다. 소수의
juvenile myoclonic epilepsy (JME) 환자에서 VNS
를 이용한 몇몇 보고가 있다; 약물 치료에 반응하
지 않는 JME에서 VNS 치료가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해서 더 큰 연구들이 필요하다.
x 더 나은 VNS 관리와 이용을 위해서 변수 조건
(e.g., 시간 주기의 길이)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도
움이 될 것이다.
x 소아의 VNS 부위 감염의 위험도를 낮추는 기
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x 수면 무호흡에 대한 VNS의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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