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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s

저용량의 클로자핀에 의해 경련이 유발된
정신분열증 환자 4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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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 Cases of Seizures Induced by Low Doses of Clozap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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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Clozapine은 추체외로 증상과 지연성 운동장애를 거의 일으키지 않는 비전형 항정신병 약물로서 치료저항
성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치료에 우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존의 항정신병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약 1%에서 경련이 발생하는 것과 비교해서
clozapine을 투여받는 환자들은 경련의 발생 비율이 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러한 경련은
clozapine의 투여에 의해 점차적으로 경련의 역치가 낮아져 발생하게 되므로 clozapine의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경련의 발생 비율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져 왔다.
저자들은 정신분열증 환자들에게 clozapine을 투여하던 중 이전의 보고들과는 달리 저용량에서 전신성 경
련이 발생한 환자 4례를 경험하였다. 본 증례에서는 경련이 clozapine을 증량하여 투여한 직후에 발생하였
기 때문에, 약물의 용량보다는 clozapine 투여 후에 혈중 clozapine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에 기인한 것
으로 생각되었다.
본 증례를 통해 저자들은 치료 저항성 정신분열증 환자들에게 clozapine을 투여할 경우 고용량 투여, 급격
한 증량에 주의한다면 경련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중심 단어：클로자핀·경련·정신분열증.

신병 약물1)2)로 저항성 정신분열증 및 통상적인 항정신

서

론

병 약물에 과민성을 나타내는 환자들의 치료에 효과적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Clozapine은 추체외로 증상과 지연성 운동장애(tar-

그러나, clozapine은 통상적인 항정신병 약물들에서

dive dyskinesia)를 거의 일으키지 않는 비전형 항정

약 1% 정도의 환자에서 경련이 발생하는 것3)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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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치료적 용량으로 투여받는 환자들의 20% 정도
에서 뇌파상 돌발적인 변화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0.3~5%의 환자에서는 근간대성 발작이나 전신성 경
련을 일으킨다2)4). Clozapine에 의한 경련의 발생은 약
물의 용량에 비례하여 그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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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고5), 따라서 이 약제에 의한 경련은 주로 높은 용

초간의 경련이 재발되어 dilantin을 400mg으로 증량하

량에서 보고가 되어 왔다.

였고, 입원 기간동안 더 이상의 경련은 나타나지 않았

5)

Devinsky 등 에 의하면 clozapine 투여에 의해 경

다. 이후 환자는 증세의 큰 호전 없이 퇴원하였으며 외

련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약물용량을 일시적으로 감소

래에서도 clozapine을 계속 투여받던 중, 혈액검사상

시키거나 항경련제의 병합투여를 통해 효과적으로 투여

WBC 3,400/mm3(netrophil 43%), platelet 83,000/

를 지속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clozapine 투여에

mm3(입원 당시 WBC 5,700/mm3, platelet 150,000

의해 경련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

/mm3), SGOT 151IU/L, SGPT 208IU/L로 골수억제

은 이 약제의 사용을 현재까지도 크게 제한하고 있다.

소견과 간기능 검사 수치의 악화가 나타나 결국

저자들은 clozapine 투여 후 경련이 발생한 정신분열
증 환자 4례를 경험하였고, 특히 별다른 경련의 유발인
자가 없이 치료초기에 낮은 용량으로 경련이 유발되었
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

clozapine 투여를 중지하였고, 보호자가 원하여 타원으
로 전원하였다.

증 례 2：
28세 여자로 불안정하고 부적절한 정서, 피해망상,
명령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환청, 괴이한 행동 등을 주

례

소로 내원하였다. 중학교 2학년 경 음식에 무언가 들어
갔다고 의심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증세로 첫발병하여

증 례 1：
36세 남자로 지리멸렬한 사고, 사회적 위축과 대인
관계 장애 등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20세경 피해망상과
환청이 시작되고 가족들을 이유없이 때리거나 자신이
나 타인을 해치려 하는 등의 증세를 보여 금번 입원전
까지 5회의 입원 치료를 받았다. Haloperidol 등을 수
년간 투여받았으나 환자는 일부 양성 증상만 호전된 상
태로 주로 집에서 소일해 왔다고 한다. 간질이나 두부
손상의 과거력은 없었으며, 가족력도 없었다. 이학적
검사상 정상이었고, 검사실 소견상에서는 간기능 검사
수치가 SGOT 73IU/L, SGPT 143IU/L으로 다소 증
가되어 있었던 것 외에는 특이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뇌파검사나 뇌전산화 단층 촬영에서도 별다른 이상소
견은 없었다. 만성 정신분열증의 임상적 진단하에 일일
용량 haloperidol 30mg, lithium 900mg을 투여했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31병일째부터 clozapine 일일용량
25mg을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39병일째 clozapine 일
일용량 150mg을 투여받던 환자는 약 1분간 의식의 소
실을 동반한 전반성 강직간대발작을 보였다. 당시 39도
의 고열이 동반되었지만 감염의 증거는 보이지 않았고
혈액배양검사를 포함한 검사실 소견도 음성이었다. Dilantin 일일용량 200mg 투여를 시작하였고 clozapine
은 계획대로 증량을 계속하였다. 46병일 clozapine 일
일용량 300mg 투여중 1분간의 전반성 강직간대발작
이 재발하여 dilantin을 300mg으로 증량하였고, clozapine은 일일용량 300mg을 유지하였다. 51병일째 40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의 호전이 없었다고 하고,
점차로 혼란된 행동이 늘어나고 정서적 불안정 상태가
계속되자 수차례 입원하여 haloperidol 30mg, trifluoperazine 30mg 등을 투여받았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
어 주로 집에서 지냈다고 한다. 과거력상 특이 소견은
없었으며, 발달력상 5세까지 야뇨증을 보였다고는 하나
간질의 병력은 없었다. 가족력상 사촌오빠와 언니가 각
각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고 있었다. 이학적 검사상 정
상이었으며, 검사실 소견및 뇌파검사나 뇌자기공명 영
상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외래에서 만성 정
신분열증의 임상적 진단하에 일일용량 trifluoperazine
30mg, lithium 900mg을 사용했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clozapine을 투여하기로 결정하고 입원하였다.
Clozapine을 일일용량 25mg부터 투약하기 시작하였
는데 clozapine 투여 15병일째 일일용량 100mg까지
증량한 직후 환자가 30초 가량의 전반성 강직간대발
작을 보였다. Clozapine에 의한 부작용으로 생각하여
dilantin 200mg을 투여하기 시작하였고, clozapine은
일일용량 500mg까지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량하
였다. 이후 clozapine 일일용량 500mg을 16주간 유지
하였는데도 더 이상의 경련이 발생하지 않아 dilantin을
50mg까지 감량하던 중 clozapine 투여 137병일째 다
시 1분간 경련을 보였다. 다음날부터 dilantin을 다시
200mg으로 증량해 유지하였으며 clozapine은 일일용
량 500mg을 계속 유지하였다. 이후 환자는 clozap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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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약간의 증세 호전이 있었고 더 이상의 경련은

용량 25mg부터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clozapine 투여

없었으나, 혈액 검사상 WBC 2,200/mm 3(nertophil

2일째 환자는 약 1분간 전반성 강직간대발작을 보였다.

3

30%), platelet 183,000/mm (입원 당시 WBC 6,200

Valproic acid 900mg을 투여하기 시작하였으며 cl-

/mm3, platelet 287,000/mm3)으로 골수 억제 소견이

ozapine은 계획대로 일일용량 300mg까지 증량을 계

나타나 결국 clozapine 투여를 중단하였으며, 약물은

속하였다. 이후 경련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환자는

일일용량 trifluoperazine 30mg, lithium 600mg을 투

타액분비 과다와 어지러움증 등의 가벼운 부작용을 호

여하던 중 보호자가 원하여 퇴원하였다.

소하기는 하였지만 정신병적 증세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Valproic acid는 점차로 감량하여 투여를 중지

증 례 3：
22세 남자로 피해망상 및 관계망상, 욕하는 내용의
환청,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사회적 위축 등을 주

하였으며 이후 더 이상의 경련은 없었고 증세도 호전된
상태로 퇴원하였다.

소로 내원하였다. 20세 때 발병하여 3차례 입원 병력이

고

있었으며 퇴원한 이후로는 외래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고, 자신의 기를 더 이상은 빼앗
기지 않겠다며 기공 수련에 열중해 지냈다고 한다. 과
거력상 특이 소견은 없었으며, 가족력상 사촌형이 간질
을 앓고 있었다. 이학적 검사와 검사실 소견, 뇌파와 전
산화 단층 촬영의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다. 편집형 정
신분열증의 임상적 진단하에 일일용량 trifluoperazine
20mg, carbamazepine 600mg을 사용했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79병일째 clozapine으로 전환하여 일일
용량 25mg부터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clozapine을 투여한지 3일째 clozapine 일일용량 50mg을
투여하던 중 약 1분간 전반성 강직간대발작이 발생하였
고 환자와 보호자가 원하여 결국 clozapine 사용을 중단
하였다. 이후에는 다시 일일용량 trifluoperazine 20mg,
carbamazepine 600mg을 병합 투여하였으며 다소간
의 증세호전을 보여 퇴원하였다.

찰

Clozapine의 치료효과는 특정한 대뇌 영역의 신경회
로를 흥분시키는 것과 관련된다고 보고되고 있다6). 즉,
clozapine을 포함하는 항정신병 약물에 대한 실험적인 연
구들에서 이들 약제는 dopamine 신경세포를 국소적으로
흥분시키거나 흥분에 의한 탈분극 불활성화(excitationinduced depolarization inactivation)를 일으키는 것이
증명되었고7)8), 변연계(limbic system)나 뇌간(brain
stem) 등 특정한 대뇌영역의 신경회로를 흥분시키거나
탈분극에 의한 불활성화가 부분적으로라도 clozapine
의 치료효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그 기전은 명확하지 않다9). 한편 경련은 동기성으로 발
생하는 신경세포의 흥분과 군발성 방전에 의하여 발생하
므로4), clozapine의 작용기전과 경련의 발생과정 사이에
는 유사한 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Clozapine에 의한 경련의 발생은 약물의 용량과

증 례 4：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련의 발생

32세 여자로 피해망상 및 관계망상, 명령하는 내용

율은 제조자의 보고10)에 의하면 일일용량 300mg까

의 환청, 신체증상 등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20세경 발

지는 1~2%, 300~600mg에서는 3~4%, 그리고 일일

병한 이후 10여년간 4차례의 정신과 입원 경력이 있었

용량 600~900mg에서는 5%정도로 발생한다고 하며,

으며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는 학교에 병균이 많아서 출

4년간의 축적된 경련의 위험도(cumulative seizure

근하면 몸이 아프다고 하거나, 누군가 쳐다본다면서 불

risk)는 10% 정도이다5)11-13). Clozapine 투여후 경련

을 끈 채로 목욕을 하는 등의 증세를 보여왔다고 한다.

이 발생한 6명의 환자에 대한 Haller와 Binder14)의 보

두부손상이나 간질의 과거력은 없었으며, 가족력도 특이

고에서 6명 중 5명은 clozapine 일일용량 600mg 이

한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학적 검사나 검사실 소견,

상에서 경련을 일으켰으며, 간질의 기왕력이 있는 한

뇌파와 전산화 단층 촬영 등의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다.

명에서 낮은 용량(일일 용량 75mg)에서 경련이 발생

만성 미분화형 정신분열증의 임상적 진단하에 일일용량

되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Haller와 Binder14)는

trifluoperazine 25mg, carbamazepine 500mg을 투여

clozapine의 용량 증가에 따른 경련의 위험도의 증가

했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40병일째 clozapine 일일

를 강조하였고, 일일 600mg 이상의 높은 용량의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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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속도의 용량 증가, 다약요법(polypharmacy), 그

ytoin이나 valproate에 의해 경련이 효과적으로 조절

리고 기질적 병변의 존재를 clozapine에 의해 유발되는

된 것이 항경련제 효과 때문인지 또는 이들 약제로 인

경련의 위험요소로 보았다.

한 clozapine 혈중 농도에 변화를 주어서인지는 항경

그러나, Wilson과 Claussen15)의 보고는 앞서의 연

련제 추가 전후에 clozapine의 농도를 측정하지 않았

구자들과는 달리 높은 용량보다 낮은 용량의 clozapine

으므로 알 수는 없었다. 또한, 증례의 일부에서 추가의

에서 경련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의 경련이

경련이 나타난 것은 경련의 역치가 낮아진 상태에서는

clozapine 사용 초기에 용량의 증가 직후 나타났다고

clozapine을 감량하거나 일시적으로 투약을 중단하는

하였다. 경련이 clozapine의 용량을 증가시킨 당일이나

것이 좋다는 일반적인 주의점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후 수일내에 발생하였던 사실에 기초하여 Wilson과

clozapine을 지속적으로 증량시켜 경련의 위험도를 증

15)

Claussen 은 이런 현상이 clozapine의 용량에 따른

가시켰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항경련제의 혈중농

것이 아니고, 약물의 증량으로 급격히 혈중 clozapine

도가 치료적 농도에 이르지 못했거나 상대적으로 조기

농도가 증가되면서 발생한 것이거나, 약제의 용량이 혈

에 항경련제를 감량한 점, 그리고 clozapine의 단기간

중농도에 정확히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고 해석하면서

축적효과(cumulative effect) 등도 원인으로 고려되어

낮은 용량에서도 경련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임상가

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들에게 환기시켰다. 본 증례에서 환자들은 기존에 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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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 Cases of Seizures Induced by Low Doses of Clozapine
in Schizophrenic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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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zapine is an atypical antipsychotics that has been shown to be effective in treating patients with
refractory schizophrenia and those with intolerance to currently available antipsychotics. It also
appears to be less likely to cause extrapyramidal symptoms and tardive dyskinesia.
But clozapine has been associated with an unusual high incidence of seizures in patients with no
previous history of ictal episodes. Seizures occur in approximately 1% of patients treated with
antipsychotic drugs. But the prevalence is higher with clozapine.
Clozapine-induced seizures are reported to occur in a dose-related manner by progressively lowering
the seizure threshold on most all patients as the dose is increased. But seizure does not usually
necessitate discontinuation of clozapine treatment.
We experienced four cases of seizure induced by low doses of clozapine treatment in schizophrenic
patients. Since most of the seizures have occured soon after increase of a clozapine dose, they may
have been related more to rapid increase in blood clozapine levels than to that of dose. It is also
possible that dose did not accurately predict blood levels for these patients.
The possibility of seizures should not pose a barrier to clozapine treatment for patients with refractory
psychotic disorders. The risks and morbidity of seizures can be minimized through attention to clinical
management.
KEY WORDS：Clozapine·Seizure·Schizophre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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