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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성 환각증의 카바마제핀 치료
임

두

원*1

C arbamazepine Treatment of Organic Hallucinosis

Doo Won Rheem,

Horvath 등 1989). 그러나 알코올성 환각증의 경우처

서

론

럼 병인이 밝혀져 있다 하더라도 원인의 제거 (금주) 후
에도 지속되는 환각이 있으며 , 그러한 경우에는 치료가

기질성 환각증 (organic hallucinosis)은 드문 진단

달라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환각이 발생하는 병태생

으로 (Cornelius 1991), DSM-III-R에는 존재하던 진

리를 아직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Assad와 Sha

단명이지만 DSM-IV에는 있지 않다. 현재는 여러 기능

piro 1986) 대부분의 치료는 대증요법이다(Horvath

성 정신 장애가 신경전달물질의 이상과 긴밀히 연관되

등 1989).

어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에 ■
기질성과’ ‘비기질성’ 정신

그

동안의

치료의

근간은

항정신병약물이었는데

장애를 굳이 구분하는 것은 개념의 혼동을 가져올 수 있

(Cornelius 등 1991, Horvath 등 1989), 최근에 Stewart

으며 , 따라서 Spitzer 등 (1989)은 그 구분을 버려야한

와 Yelton(1995)은 범발성 루이 체 질환(probable dif

다고 주장하면서

•증상성 환각증

fuse Lewy body disease)으로 인해 환시를 보이는 기

(symptomatic hallucinosis)’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질성 환각증 환자를 카바마제핀 (carbamazepine)으로

기질성

환각증도

하였다 . 실제로 DSM-IV에서는 기질성 정신 장애의 개

효과적으로 치료한 증례를 발표하였다. 그들은 또한 샤

념이 많이 바뀌면서 기질성 환각증이 삭제되었다. 과거

를보네 증후군 (Charles Bonnet syndrome) 에 관한

의 기질성 환각증은 DSM-IV 진단 분류에 의하면 ■일반

Cole(1992)의 보고에 근거하여 어떤 기질성 환각증의

적 신체적 질환에 의해 유발된 환각이 동반된 정신병

경우에는 항정신병약물보다 카바마제핀이 더 안전하고

(psychotic disorder due to a general medical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condition with hallucinations)’ 혹은 ‘물질에 의해

저자도 환청이 주로 있는 기질성 환각증을 카바마제핀

정신병 (substance-induced psychotic di-

으로 효과적으로 치료한 2예를 문헌 고찰과 함께 증례보

sorder)’ 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진단명이 어찌되었든 그

고하는 바이다. 이들 모두 항정신병약물 치료에는 실패

러한 임상적 실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했던 경우이다.

유발된

기질성 환각증은 DSM-IV 진단명이 암시해주는 바와

증

같이 다양한 신체적 질환이나 물질에 의해 야기되는 질

례

환이기 때문에 병인이 매우 다양하며, 따라서 치료의 기
본은 근원적 질환의 치료이다(Cornelius 등 1991;

증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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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세 남자 환자로 외아들로 태어나 국민학교 졸업 후

1:

농사지으며 생활했으며, 3남 2녀를 둔 가장으로, 젊어서
부터 계속 소주 1~2병을 매일 마셔왔다. 과거력상 입원

2년전 보건소에서 고혈압 진단 후 약 먹은 적이 있으며,
입원 4달 전 난청으로 이비인후과 검사 후 보청기 착용하
고 지냈고 그 외 가족력및 과거력상 특이 사항은 없었다.
입원 3개월 전에는 헛것이 보인다(벌레가 보인다며 방

증 례 2:

40세 여자 환자로 5남매의 맏이로 가정 형편상 학교는
다니지 못했으며 경계선 지능 정도로 농사일과 서울 고
모집 가정부일 등을 하며 자랐다.

바닥을 집고)고 하고: 무슨 소리가 들린다며 창문을 열

24세에 결혼하여 남편과 같이 농사 짓고 살다가, 공장

고 넘어 다니고 . 높은 곳에 올라가 앉고, 도망 다니고하

에 취직하여 다니던 4년 째인 90년 교회에 빠져 50만원

여 서울의 모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진전섬망 진

헌금 후 남편에게 혼나고 위축되어 지내다 점점 더 위축

단 받고 응급실에서 하루 지낸 뒤 퇴원하여 약국 약(종

되어 겨우 밥만 차려주고 방에서만 지냈으며. 94년 더욱

류 미상)을 먹으며 지냈는데 잠은 잘 잤지만 환청과 그

위축되면서 엉뚱한 소리(애들에게 “아랫도리•팔러 돌아

로인한 방황은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로, 그 후로도 입

다니느냐”, "죽을 날짜 잡아 놓았는데 어디 다니느냐”,

원 전날까지 계속해서 간간이 술 마시며, 간단한 집안

남편에게 “나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누구와 자고 들어

일을 하며 지 냈다.

왔느냐” )까지도 하고. 혼자 중얼거리고 웃으며, 국수만

입원 10일 전부터 약을 안먹고 3일 전 부터는 잠을 안
잤으며, 1일 전 증상이 악화되어 “창문에서 올라오라고

먹는 등 이상한 행동도 하여 95년 2월 3일 외래 방문. 정
신분열증의 진단하에 입원하였다.

한다” 며 창문 넘어 다니고, "귀에서 아들 딸이 운다”,

입원 당시 혼자 뭐라고 중얼거리며 웃는 모습을 보여

“오가하고 이가가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 "눈이 안보인

주긴 했으나 조기치매의 느낌 (praecox feeling) 이 없이

다”, “머리에서 칼로 찌른다", "머리에서 100만원 달라

다른 환자들을 잘 도와 주었으며 면담 결과 환각을 제외

고 한다”, “뭐가 떠 다닌다”, ■■그것들이 눈을 눌러서 눈

한 엉뚱한 언행 등의 다른 중상들이 모두 환각에 의해

이 안보인다”, "부인이 방바닥에 있는 인형들을 쓸어 버

2차적으로 생긴 것임을 알게 되었고 정신분열증의 다른

렸기 때문에 빌어야 된다"는 등의 중상을 보였다.

증상들이 밝혀지지 않고 명료한 의식 상태 (clear sen-

상기 주소로 92년 6월 18일 외래 방문, 알코올성 환각
증의 진단하에 동년 7월 2일까지 입원치료 받았다.

sorium) 에서 발생한 환각이기 때문에 기질성 환각중으
로 진단을 바꾸고 치료하였다. 환청은 "미쳐간다■
’ ••몸

입원 당시 주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구와 대화하듯이
큰 소리로 "얼마?” “100만원?” “나 그런 돈없어"라고 하
였으며. 입원 후 검사한 뇌 자기공명 촬영상 양측 측두

팔러 다닌다” ■■자기 남편도 아니면서 같이 잔다” "일도
하지 않으면 밥도 먹지 말라” 는 내용들이었다.
입원 후 검사상 각성 뇌파, 수면 뇌파 , 비인두 뇌파

엽의 위축이 있었고(뇌파및 기본적 이학적 검사 소견은

(nasopharyngeal EEG)는 모두 정상 범위였으며, 뇌

정상범위 내 ), 면담시 "3〜4개월 전부터 하늘에서 애들

자기공명 촬영에서는 근심성 해마 경색을 시사하는

이 내려와 소근대서 귀찮다”, “3~4개월 전부터 귀에서

(mesial hippocampal sclerosis, not definitive but

남자, 여자 소리가 장난 친다” 고 했으며, "저녁이면 더하

suggestive) 소견을 보여 주었다.

다” 고 했고 “떼어 버리고 싶은데 안된다” 고 자아 이양적

(ego dystonic)으로 말했다.

였으나 환각에 약간의 효과밖에 없이 추체외로중상이 너

할로페리돌 (haloperidol) 1일 20mg까지 사용 후 클
로르프로마진 (chlorpromazine) 으로

할로페리돌로 치료를 시작하여 1일 50mg까지 증량하

바꾸어

1일

무 심하여 카바마제핀 1일 400mg으로 바꾸고 2주후 환
각이 거의 없어져 1달 20일 만에 퇴원하였다.

200mg까지 사용했으나 진정작용만 심하고 환각은 크게
감소되지 않은 채 2주 후 자의 퇴원, 외래에서 할로페리

고

찰

돌 1일 10~20mg으로 유지하다가 효과가 없어 4개월
후 카바마제핀 1일 400mg으로 바꾼 뒤 2주 후 보호자

기질성 정신 장애는 많은 연구가 요구되는 분야임에도

표현이 “이제는 ■
대화’를 안한다"고 했다. 그 후 1년간 카

그 개념 자체가 확실치 않고(Lipowski 1978) 연구가 가

바마제핀 1일 400mg 유지 치료로 환각없이 지냈으며.

장 덜 되어있는 분야이다(Research Task Force of

그 후로는 치료받지 않아 추적이 중단되었다.

NIMH 1975). 따라서 치료에 있어서도 특이한 치료는

없어 보이며 그것은 기질성 환각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

라고 한 영국의 신경학자 Henry Miller(1975)의 의견

다.

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환각은 그 나타나는 임상 양상이 매우 다양하여 , 정상

요

인에서 볼 수 있는 환각으로부터 기능성 환각 및 기질성

약

환각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데, 그 병태 생리도 아직 확
실히 밝혀지지 않아 여러 이론들만 제시되어져 있는 상

각각 알코올과 해마 경색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추정

태라서, 환각이 있는 환자의 치료에는 매우 다양한 방법

되며, 항정신병약물 치료에 별 반응이 없었던 기질성 환

들이 제시되고 있다(Assad와 Shapiro 1986).

각증 2예에 대해 카바마제핀 치료를 시도하여 좋은 결과

기질성 환각증의 경우도 몇 가지 치료법이 제시되고

를 얻었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이전의 연구에

있긴 하지만. 지속적인 환각의 경우 결국 경험에 의존하

서도 기질성 환각증의 경우 항정신병 약물에는 별로 반응

여 할로페리돌을 사용하게 되는데 (Horvath 등 1989),

이 없으나 카바마제핀에는 잘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는

Cornelius 등의 조사(1991)에서도 항정신병약물이 가

보고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기질성 환각증의 치료시 이

장 많이 이용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Cole(1992)은 어떤

점을 고려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것이다.

기질성 환각증에서는 항정신병약물이 별 효과가 없었다
고 했으며 , 최근에는 카바마제핀으로 효과적으로 치료한

중심 단어 : 기질성 환각증 . 카바마제핀 치료 .

증례들이 보고되기도 했다(Hosty 1990, Stewart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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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amazepine Treatment of Organic Hallucinosis

Doo Won Rheem, M.D.

Department o f Neuropsychiatry, Soon-Cheon-Hyang Cheon-An Hospital， Cheon An
Empirical experiences until now reveal that antipsychotics may be preferable drugs in the
treatment of organic hallucinosis. However recent trials of carbamazepine on organic hal
lucinosis sometimes show better response than antipsychotics. The author also experienced
good results with carbamazepine in 2 cases of antipsychotic-resistant organic hallucinosis,
predominantly with auditory hallucinations. Therefore carbamazepine trial on organic hal
lucinosis especially in antipsychotic-resistant cases may be recommended.
KEY WORDS ：Organic hallucinosis • Carbamazepine treat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