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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in-Levin Syndrome 1례의 Lithium carbonate 치료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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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in-Levin Syndrome: Report of a Case Treated with Lithium Carbonate

Tae-Seop Kwag,M.D.*, Young Hoon Kim, M.D.*, Yong Sub Ohm, M.D.*
력상 환자는 현재 까지 2〜3개월에 1희정도 7차례 10〜15 ：

서

일간의 주기적 과면증을 보여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론

Klein-Levin syndrome은 주기적 과면증 (periodic

이에 대한 특별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다. 첫 수면
기에 들기 하루전인 1981년 10월 2일 환자는 수업중

liypersomnia) 과 다식 (megaphagia) 및 이에 동반되

아무 이유없이 담임선생에게 말도 하지 않은 채 조퇴

는 몇가지 정신증상을 특징으로 한다 (Gallinek, 1954；

하여 거리를 배회하다，남의 자전거를 훔쳐타고 돌아

Critchley, 1962；Markman, 1967).

다녔고，이때문에 도둑으로 몰려 구타를 당하자, 몹시

주기적 수면기는 수일에서 6주까지 지속되며, 그동

흥분하여 “우리 아버지는 모기업 사장이다. ” 는 등 사

안 환자들은 식사 및 배설기 능을 위하여 기상할 뿐，대
부분의 시간을 수면상태에서 보낸다(Gilbert, 1964).

실무근의 이야기를 꾸며대고，집 전화번호를 제대로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초기에는 심인론
(Pai, 1950) 과 기질론(Levin, 1936； Gallinek, 1954；

하여 파출소에 연행되 기까지 했다. 부모가 학교로부터

기억해내지 못한 채 남의 전화번호를 대면서 횡설수설
연락을 받고 파출소로 환자를 데리러 갔을 당시에，환

•Garland등, 1965；Elian과 Bornstein, 1969；Green과

자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어디를 돌아다녔는

•Cracco, 1972) 및 양자의 복합요인 (Gilbert, 1964) 등

지를 전혀 기억해내지 못했다. 이튿날인 10월 3일부터

이 지적되어 왔고，현재는 대부분의 저자들이 이를 뇌
하수체 나 간뇌 (diencephalon) 의 장애 에 기인할 것으

위해 잠시 기상할 뿐, 식사도 억지로 깨워 시킬 정도

-로 보고 있다 (Williams와 Karacan，1975).

였다.

17일까지 환자는 줄곧 수면을 취했으며，배뇨변만을

저자들은 최근 기질적 요인이 추정되며，심리적 요

15일간의 수면기에서 회복된 후에는 그동안의 자신

소가 복합작용 하였다고 생각되는 Kleine-Levin syn

의 행동에 대해 전혀 기억을 해내지 못했고, 단지 “오
늘이 며칠이냐 ? ” 고 물었다.

drome 1례를 경험하여, Lithium carbonate로 단기의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었기에 문헌고찰과 더불어 이를
.보고한다.

증

례

이후 비교적 정기적인 간격으로 나타난 4〜5회의 수
면기 에 앞서서는 항시 수일전부터 마치 감기 몸살이 든
것처럼 머리가 아프고 몸이 불편하다면서 활동성이 현
저히 위축되고, 정동상의 변화도 눈에 띄어 일견 우울
한 모습을 보였다.

환자 : 강ᄋ원 16세 남자 고 I

수차례 지속된 수면기의 공통적 인 특징은 수면상태

주 소 : 주기적 과면상태
현병 력 : 환자는 1983년 3월 7일부터 11일간 지속되 었

에서 조금만 자극을 주어도 쉽게 각성되기는 하나，여

현 과면증을 주소로 동년 3월 23일 내원하였으나, 병

전히 멍한상태로 주위를 의식함이

없고, 말을 시켜도

•*인제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Dept, of Neuropsychiatry, Inje Medical
Pusan Paik Hospital.

우 옷을 갈아입고, 양치질을 할 정도였다. 가족의 권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강압적인 지시에 의해 겨
College,

유에 의해 잠깐

TV 를 시청하기도 했으나

눈에 촛점

이없고 무표정하였다. 주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성

선검사 및 두부전산화단층촬영등에는 이상상태는 발전

상태는 오래 유지되지 못했고 항시 채 20분도 못되 어

되지 않았고，K W IS검사상 지능은 97정도였다.

다시 수면상태로 빠져들었다. 회복후에는 그동안의 행

뇌파검사는 2회 실시되 었는데，초진 당시 일차 검사-

위 에 대해 미소하나마 부분적 인 회상을 해 낼 수는 있

된 비수면기 각성 및 수면뇌파는 정상범주에 속했다.

었지만，대분분의 경우 그간의 일에 관심조차 보이지

그러나 이후 수면기에서 회복 이틀째에 검사된 각성상

않았다.
총 7회의 수면기에 보였던 섭식양상을 보면，가족들

Hz의 서파가 다량 보였고，후두부에는 극소의 3〜4Hz-

이 깨우지 않으면 며칠씩 배고픈 줄도 모르고 잘때도

파가 섞여 있었다.

있었으나，대개의 경우 혼자 기상하여 음식을 찾아 먹
는데 어 떤 경우는 식사를 하고 잤는데도 곧 깨어'나 계

태의 뇌파소견을 보면，대뇌전반에 걸쳐 산재된 5〜r

임상경과 및 치료 : 첫 수면기에 선행하여 나타난 정

란후라이를 8개나 해 먹을 때도 있었고, 한번은 동거

신운동성 간질양 발작증세로 처음 선택된 치료제는.
Carbamazepine (Tegretol) 이었다. 약 2달간 매일

하는 옆집 부엌 에서 허락도 없이 죽 한남비룰 가져다

Carbamazepine 600mg이 3회 분복되 었으나, 12일간의

다 먹을 정도로 병적인 공복감을 보일 때도 있었다•

수면기 가 재출현하여 Methylphenidate(Ritalin) 로 투

그러나 최근에는 식사량이 현저히 줄어 가족들이 억지

약을 변경 하였다. 약 40일간 Methylephenidate 60mg

로 권해 야 마지못해 한술 더 뜨는 식의 모습을 보여，

까지 2회 분복되었으나 9일간의 수면기 가 또한차례 경

본 증례의 경우 매 수면기의 섭식양상은 일전하지 않

험되었다.

았다.

동년 7월 13일 부터는 다시 투약을 변경 하여 Lithium

환자는 수면기에서 희복되면 항상 목욕을 다녀오는
데，이후 수일간은 비교적 밝고, 쾌적해 보였으며，이

carbonate 900mg이 3회 분복되 었고, 투약 7일만에 측
정된 혈중 Lithium 농도는 0.6mEq/L이었다.

틈날부터는 아무일도 없었다는 둣 정상수업에 임했다.

Lithium carbonate가 투여 된지 약 5개월후 9일간의

특이한 것은 7회의 수면기가 모두 개학초나 시험기

수면기가 나타났는데，문진결과 수면기 출현전 15일간
복약이 중지 된 상태 였었다. 다시 Lithium carbonate.

간에 즈음하여 시작되 었다는 점이다.
과거 력 및 가족력 : 환자는 중산층의 가정 에서 2남 1

900mg이 재투여된 상태에서 환자는 1984년 9월말까

녀중 막내로 태어났으며，가족력 상 기질적 뇌질환이 나

지 약 8개월간 수면기의 재출현없이 정상적 인 학업을

수면장애의 병력은 없었다. 환자는 모친이 임신 2〜3

계속하고 있다.

개월때 유산목적으로 미상의 약을 복용한 뒤 토순과
구개파열로 태어난 기형아였다. 이로인해 환자는 10세
까지 5차례나 전신마취하의 수술을 했고，현재도 구개
에 천공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첫수면기로부터 현재까지 경험된 총 10희의 수면기
간 및 투약내용은 별도로 도표화하였다(표 I ).
Table 1. Clinical Course and Treatment Responses^

환자 부모의 태도는 임신조절의 실패로 기형아를 낳
은데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간혹 신경질적인 적대감이
표현되기도 했지만, 과잉 보호를 해온 편이 었다. 환자
는 국민학교 말기부터 수술후에도 남아있는 얼굴의 추
상과 구음곤란으로 인해 창피감을 느끼면서 대인관계
를 피해왔고，중학생이 된 이후로는 부쩍 외모에 대해
비관을 많이 했다. 특히 첫발병 수일전에는 거울을 보
며 “목을 베어버렸으면 좋겠다.” 는 말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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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 에서 보듯，비록 단기간의 치료경험이지만, 비

으로 이행한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교적 2〜3개월에 1회정도의 빈도로 정기적으로 나타났

이들 정신증상이 기질적장애나 정동장애에서도 흔히

던 주기적 수면기 가，Lithium carbonate의 중단시 나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타났던 1희의 수면기를 제외하면，총 13개 월간 Lithium

특히 우울증과의 관계 에대해서는 많은 보고가 있는

carbonate의 투여에 의해 재출현되 지 않았음은 주목할

데，Critchley(1962) 와 Gallinek(1954)는 수면기직전
및 희복기 와 동시 에 심한 우울상태 를 보임 을 관찰했고,

여지가 있다.

Markman(1967) 은 회복기에서

고

수일간，Gallinek(19

54)는 회복후 수개월간 우울상태를 보이다 결국 자살

찰

기도까지 한 경우를 보고했다.
1925년 Kleine이 『Periodische Schlafsuchtjj라는 제
하의 논문에서 주기적인 수면과다를 보이는 5증례를
기술한 바，이중 2례가 차후 Kleine-Levin syndrome
에 속하는 문헌상 첫보고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1936년 Levin은 당시까지 발표된 7례의 증례를 고
찰하고，질병분류상 새로운 질 환 으 로 『Syndrome of
periodic somnolence and morbid hunger』를 소개했
다. 그는 이 증후군의 임상적 특징으로 첫째, 남자에
게서만 발생하고, 둘째，10대에서 초발함을 들었고,
전두엽중추의 장애에 기인할 것이라는 가정을 했다.
이 증후권에 대해 Kleine-Levin syndrome이라고 처

이와 반대로 Kaplinsky와 Schulman(1935) 과 Crit
chley (1962) 는 회복기의 반응성 경조증을 보고했는데，
Gilbert (1964) 는 회복후 수개월간 지속된 경조증을 보
고하면서 Kleine-Levin Syndrome과 순환성인격 장애
와의 연관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Kleine-Levin Syndrome의 원인이 나 기전
은 상세히 밝혀져 있지 않다.
Pai(1950) 는 Kleine-Levin Syndrome을 질병단위로
보지않고，이를 히스테리증상으로 해석하면서，과면증
과 다식에 대한 심리적 요인으로 도피기전과 퇴행을
들었다. 그러나 Critchley(1962), Garland등(1965) 은

음 명명된 것은 1942년 Critchley와 Hoffman에 의해

환자의 병전성격 이 전혀 히스테 리성 이 아니 며，약물이

서 였으며，이후 Critchley(1962) 는 총 26례에 대한

나 정 신치료없이 자연소실되고，각증례의 증상적 공통

고찰을 통해 Kleine-Levin syndrome의 4가지 임상적

성 으로 미루어 이를 타당성 없는 해석으로 보았고，대부

특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첫째，주로 남자

분의 저자들은 임상적 관찰로 미루어 이의 기질적 요

■에게서 발병하며，둘째，사춘기에 초발하는 경향이 있

인을 강조하고 있다.

고 ，셋째, 자연소실되며,

넷째, 음식에 대한 증상은

처음 Levin(1936) 은 전두엽 장애로，이후 Gallinek
(1954), Garland등 (1965) 은 뇌하수체장애로，Elian과

병 적공복감 (morbid hunger) 이라기 보다는 강박적 섭식
■(compulsive eating) 이다.

Bornstein(1969)，Green과 Cracco(1972) 등은 간뇌의

Critchley (1962) 를 위시하여 대부분의 저자들은 옴

장애 로 보았으며, Gilbert (1964) 의 경우는 기저 에 간

식 에 대한 증상을 핵 심증상으로 보고 있으나, 주기 적

뇌의 세포기능에 장애가 있지만，매 수면기의 발현시

과면증에 비해 필수적 증상으로 간주되지는 않고 있다

이를 정신역동으로 이해할 수 있어, 기질적 요인에 심

<Elian과 Bornstein, 1969；Green과 Cracco, 1970).

리적 요인이 복합작용 한다고 보았다.

현재까지 보고된 Kleine-Levin syndrome의 대부분
-에서 상술한 핵심증상외에

다양한 정신증상과 행동

양상이 보고된 바 있는 데, 기질적 장애의 병소를 추

국내에서는Sukjin Yoo(1962) 이 간뇌장애를 ① 신체
기능장애, ② 식물기능 (vegetative function)

장애,

정해 볼 수 있는 행동양상으로, 통제되지 않는 성적

③ 감정 및 인격장애， ④ 간질양장애， ⑤ 수면장애로
분류하고 이둘 각항에 대한 문헌고찰과 주기적 과면증

-행 위 (Kleine, 1925; Hilkema,

1940; Sukjin Yoo,

2례에 대한 증례보고를 한바있다. 당시 Yoo는 2례의

1962; Garland등, 1965) 와 polydipsia (Hilkema, 1940;

주기적 과면증의 고찰을 통해，이에 수반되는 정동상

^a llin e k , 1954；Garland등, 1965) 를 들 수 있다.
Critchley (1962)가 보고한，Kleine-Levin syndrome
•때 흔히 동반되는 정신증상을 요약하면, 혼돈，자극과
민성，공격성, 적대감, 행동과다, 이인증， 사고곤란,

의 변화 및 인격상의

변화등에

주목하여, Kleine-

Levin Syndrme이 간뇌의 장애 에 기 인할 것으로 추정
하였다.
본증례 의 경우 기질적 요인을추정 케하는소견 으로는,

이중에

모친이 임신 2〜3개월때 유산목적으로 미상의 약을 복

는 상당히 많은 정신분열병 증상이 포함되어 있으나,

용하고 환자는 토순 및 구개파열로 태어나 이룰 교정

*4Garl요nd등 (1965) 의 보고에 의하면 실제로 정신분열병

하기위해 10세때까지 5차례나 전신마취하의 수술을 했

지남력상실，건망증, 환각 둥으로 다양하며,

..도로 수시간에 걸친 지 남력상실, 흥분, 두서 없는 언행

다는 점과，첫발작시 정신운동성 간질을 의심케 할 정

보였던 여자환자를 ：
경구피임약으로 치료했는데，이와
전형 적 인 Kleine-Levin Syndrome과의 관계 는 모호하

및 이에대한 기억소실둥의 소견을 보였던 점，처 음 4〜 5

나，이 증례의 경우도 뇌파검사상 회복기에 서파가 감

회의 수면기 돌입전 두통과 몸살 비슷한 신체불편감등

소되는 동일한 소견을 보이고 있다.
저자들의 증례에서도 비수면기 각성 및 수면뇌파는

을 체험했던 점을 들 수 있다.
본증례 에 대한 정신역동학적 접근은 환자의 낮은 지
능과 저항때문에 충분히 되지 못했다. 그러나 처음 수

에 걸쳐 서파가 증가되어 있는 비특이적 소견을 얻는

면기에 들기 수일전 환자가 “목을 베어 버렸으면 좋겠

데 그쳤다.

다” 는 말을 모친에게 한 적 이 있었으며, 처음 수차례

일반적 으로 Kleine-Levin Syndrome에 대한 특별한

의 수면기 직전의 상태 에서 환자는 다른 때보다 비교

치료는 없으며，가장 중요한 것은 대개 자연소실되는

적 많이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입술을 오무려보는 등

질병이라는 안도감을 심어주는 것으로, 수면기를 유발

자신의 외모에 대한 비관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

시키는 심리적 요인이 발견될 시에는 정신치료가 도움
이 된다는 정도로 알려져 있다 (Hartmann, 1980).

다. 그러나 본증례의 유발요인으로 확실히 지적할 수
있던 것은 매번의 수면기가 모두 개학기나 시험기간에
일치하여 일어났다는 점으로，이로 미루어 볼때 도피
기전이 관여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리라 짐작된다.
현재 Kleine-Levin Syndrome은 임상증세로 미루어

ᅳ

정상이었으나, 수면기 직후의 각성뇌파에는 대뇌전반

. 약물요법을 살퍼보면，가장 먼저 시도된 것은 중추
신경자극제로서 Gallinek(1954) 는 3례중 2례에서 damphetamine과 sodium amobarbital 소량투여 에 매
우 현저한 효과가 있어，증상이 경하고, 수면기사이의

뇌하수체 및 간뇌의 장애로 추정될 뿐, 이를 확고히

기 간이 길어 짐을 보고했고, Gilbert (1964)도 d-amphe-

지지하는 생화학적 검사소견이나 방사선 검사소견은

tamine에 탁월한 반응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없다(Williams와 Karacan, 1975). 다만 뇨전해질배설

Markman(1967)의 경우는 회복기 후 보이는 우울증상

과 혈중 cortisol의 diurnal rhythm의 장애 (Garland

의 치료를 위해 d-amphetamine과 amitriptyline을 병

둥, 1965), 뇨스테로이드 배설증가(Critchley, 1962；
Gilbert, 1964), 당적 재곡선의 장애 (Elian과 Bornstein,

용시도해 보았으나, 우울상태는 회복되지 않았고, 단
지 methyephenidate를 지속적 으로 장기 간 사용한 결

1969) 둥 뇌하수체 기능장애를 시사하는 소수의 보고만

과, 수일에 걸쳐 나타났던 수면기가 하루정도의 짧은

있을 뿐이다. 방사선검사로는 Garland등 (1965) 의 1례

수면기로 대체되어 세번 나타났음을 보고했다. 그외도

를 포함，수례에서 기뇌조영술상 좌뇌실비대소견이 보

Green과 Cracco(1970)는 수면기 뇌파에서 보이던 서

고되었으나，이역시 비특이적 소견으로 우연성에 대한

파의 양이 methylphenidate 정주후 급격히 호전됨을

논란의 여지가 많다.

보고한 바 있다.

Kleine-Levin Syndrome의 뇌파소견과 경련성질환

佐藤英輔등) 1973) 은 Methylphenidate 단독투여 로는

과의 관계를 보면，Critchley(1962) 는 10례중 5례에서

본증의 예방효과를 얻지 못하였으나, L-Dopa와의 병

대뇌전반의 비특이적 이상을 발견하였고，이중 1례에

용투여로서 수면기 출현을 예방할 수 있었던 1례를 보

서는 수면기 에 대 뇌후반부에 서파가 상당히 증가되 어

고했고, Suwa와 Toru(1969) 는 Carbamazepine이 주

있었으나，회복직후 서파의 양이 현저히 감소하였음을

기성 과면증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 •이에 연속하여 小掠 力등(1975)은 월 1희정도

보고하고 있다. 대개 본증후군에 나타나는 뇌파이상은
수면기 에는 다양한 부위 에 간헐적 인 서파의 증가를 보
•이다 회복기 에 사라지는 비특이적 소견인데 (Hartmann,

5〜7일간의 수면기를 보이 던 17세 남자환자에게 Me
thylphenidate 투여 로 충분한 치료효과틀 얻지 못하자,

1980), Takahashi(1965) 는 3례에서 간질양 이상을 보

Lithium carbonate 800mg/day를 투여하여 수면기

였음을 발표했고，Elian과 Bornstein (1969) 는 수면기
뇌파에서 지속적 인 돌발성 서파가 자주 나타나다 회복

출현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보고를 하면서 ,
Carbamazepin이나 Lithium carbonate가 조울병 의 치

기에는 완전 정상소견을 보인 1례를 보고했고，Green

료 혹은 예방에 효과가 인정 된 약물들이므로，Kleine-

과 Cracco(1970) 도 수면기 에만 뇌파상 심한 비정상적

Levin Syndrome과 조울병과의 연관에 대한 연구가

소견을 보이 는 증례 를 보고하면서，Kleine-Levin Syn

필요할 것아라 언급했다.

drome 과 경련성질환 혹은 대뇌피질하구조의 주기적 기
■능장애와의 관련성을 제시했다.
또한 Sachs둥(1982)은 배란기때면 과면증과 다삭을

본증례의 경우도 Kleine-Levin Syndrome이 주기 적
수면기를 보이며，수면기사이에는 정상적으로 지낼 수
있다는 점이 정동장애와 유사하며, 수면기직전 및 회

복직후 비록 단기간이지만 정동상의 변화를 보인 점과,
현재 까지 임상적 관찰로' Kleine-Levin Syndrome의 장
애부위로 추정되고 있는 뇌하수체 및 간뇌와 정동반응

van de narcolepsie.1* Thesis, Groningen^ cited byBrain, 85 ：656，1962.

Kaplinsky, M.Z. and Schulman, E.D. (1935) •• Ober

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변연계와의 해부학적 연관

die periodische schulafsucht. Acta Med, Scand,，

성 에 주목하여 Lithium carbonate를 치료제로 선택하

85 ：107, cited by Brain, 85 ：656, 1962.
Levin, M. (1936) : Periodic somnolence and morbid

였다.

hunger; New syndrome. Brain, 59 ：494-504.

결

Markman, R.A. (1967) ：Klein-Levin syndrome; Re

론

port of a case. Am.J. Psychiat. , 123 ：1025-1026.

저자들은 2〜3개월에 1희정도 10〜15일간의 주기적
과면증을 보이 고，간혹 병적 공복감을 나타낸 16세 남자
환자를 경험하여，Carbamazepin과 Methylphenidate

Pai, M.N. (1950) ：Hypersomnia syndrome. Brit. M .J.,.
1 ：522.
Sachs, C., Persson, H.E. and Hagenfeldt, K. (1982) ：

치료 실패후 Lithium carbonate로서 13개월간 수면기

Menstruation-related periodic hypersomnia; A case'

의 출현을 예방할 수 있었기 에，Kleine-Levin Syndro-

study with successful treatment. Neurol. , 32 ：
'

me에 대한 간략한 문헌고찰과 더불어 치료경험올 보
고한다.

1376-1379.
Sukjin Yoo (1962) : Diencephalic disorder; with a
review and case presentation of periodic somn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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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in-Levin Syndrome:Report of a Case
treated with Lithium carbonate
The Klein-Levin syndrome, first named by Ciitchley and Hoffman, consists of periodic hypersomᅳ
nia, morbid hunger and unusual mental symptoms.

Kaplan，H .I.’ Freedmant A.M. and Sadock，B .J.,

Recently the authors treated a 16-year-old male

Baltimore/London，Waverly Press, Inc., vol. 2,

patient who had suffered from 10 to 15day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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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hypersomnia and intermittent episodic pathologi

Hylkema, E.A. (1940) : “Een bijdrage tot de kennis

cal hunger.

thylphenidate were unsuccessful.
Next we treated him with a daily dose of 900mg

from more somnrlence for next 8 months.
Lithium carbonate seemed to suppress the reeme

Lithium carbonate for 5 months. Soon after treat

rgence of somnolence sufficiently in this

ment was discontinued

therefore we report this

against medical advise,

one short period of somnolence reappeared. But

case,

therapeutic experience-

with a case of Klein-Levin syndr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