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지난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24,023,083대이다.1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 꼴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기술의 발달과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자동차 등록 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운전면허증은 특

수한 직업을 가진 사람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대중적인 면허

증의 하나가 되었다. 

뇌전증은 비유발적 발작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임상 증후군이

다. 현재 임상에서 널리 쓰이는 뇌전증의 임상적 정의는 Table 1과

같으며,2 이에 해당되는 환자는 항경련제 등의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3 뇌전증 치료제의 꾸준한 발달과 치료 성적

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뇌전증은 의식 장애를 동반한 징후나 증

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뇌전증 환자의 운전을 제

한하려고 시도했고, 환자들은 스스로 운전을 포기해왔다. 

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in South Korea, epilepsy is a disqualification from obtaining a 
driver’s license; however, conditional approval is available. This review explains how the government 
manages driver’s licenses for epileptics, and identifies relevant laws that people with epilepsy should 
be familiar with regarding their driver’s lic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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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들은 뇌전증과 운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하여 편

견을 해소하고 바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에 대한뇌전증학회

의 지침과 우리나라의 법령, 그리고 저자들의 경험 등을 토대로 

뇌전증 환자의 운전에 대해 환자의 입장에서 자세히 짚어보고자 

한다. 

용어의 정의 

뇌전증의 구체적인 정의는 ‘뇌전증 발작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

학적 질환’이며,2 여기서 뇌전증 발작은 ‘뇌의 비정상적으로 동

기화된 신경 활동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징후나 증상’을 말한

다.4 운전의 사전적 의미는 ‘기계나 자동차 따위를 움직여 부림’

이며,5 도로교통법 제1장 제2조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도로

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

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이 그 법률적 정의이다.6 면허의 사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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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는 ‘일반인에게는 허가되지 않는 특수한 행위를 특정한 사

람에게만 허가하는 행정 처분’으로,5 이를 취득하지 않은 자가 

행위할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

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

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6 이에 따르면 운전은 지방경찰청장으

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이 법률 82
조에 운전면허의 결격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교통상의 위험

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에 의

하면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

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발육 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항만 본다면 운전면허의 결격 사유 여부를 의사가 판단

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의사가 뇌전증 환자의 운전면허

를 제한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데, 실제로는 뇌전증 환자가 운

전면허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뇌전증과 관련된 증명이 필요하므

로 의사는 뇌전증 환자를 도와주는 역할이라 하겠다. 즉, 의사는 

뇌전증 환자 스스로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무기록과 의사의 소견서 등을 제공한다. 

뇌전증 환자의 인지와 확인 

운전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뇌전증을 앓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다. 첫 번째는 환자 스스

로 운전면허 획득 시에 뇌전증 환자임을 밝히는 것으로, 주로 처

음 운전면허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뇌

전증에 관한 개인정보를 인지한 기관의 장이 경찰청장에게 통보

하여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관

의 장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하여 병무청장, 보건

복지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이며, 이들은 

매 분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7 예컨대, 

이미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사람이 병원에서 뇌전증을 진단받는

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새로 발생한 뇌전증 환자를 인지하게 

된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 사실을 경찰청에 통보함으로써 

이미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뇌전증 환자가 수시 적성검사

를 받게 하여 운전면허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대한뇌전증학회의 뇌전증 환자 운전 지침 

대한뇌전증학회에서 제공하는 뇌전증 환자의 운전 가능성에 대

한 지침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8: 1) 의식 장애를 동반하는 뇌

전증 환자의 경우에는 최소 1년간 뇌전증 발작이 없어야 한다. 

단, 의식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가벼운 증상(뇌전증 발작이 일어

나도 의식을 잃지 않고 사지의 움직임에 제한이 없는 경우)의 뇌

전증 발작만 있을 경우 운전이 가능하다. 2) 수면 중에만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운전을 할 수 있지만, 최소 1년 동안 깨어있는 

상태에서 증상이 없었던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3) 새로 진단된 

뇌전증 환자와 항경련제의 용량이나 종류를 변경한 환자는 마지

막 증상으로부터 1년 이상 증상이 없어야 운전을 할 수 있다. 담

당 의사는 이와 같은 지침을 참조하여 뇌전증 환자에게 운전 가

능성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하며, 이를 바탕으로 도로교통공단에

서 운전면허 적격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대한뇌전증학회의 지

침에서는 또한, 버스나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운전면허의 취득과 지속에 대한 절차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교통 안전에 관한 교육, 홍보, 

연구, 기술 개발과 운전면허 시험의 관리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한다.6 즉,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 발급 대상자 또는 이

미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나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가 된 사

람에 대해서 운전 적격 여부를 판정하여 운전면허 발급을 결정

한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이 결정을 위해서 도로교통공단 직

원, 외부의 교통 전문가, 그리고 의사(자문의) 등으로 구성된 ‘운

전적성 판정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각 면허 시험장에서 위촉하

도록 되어 있다. 뇌전증 환자에 대한 진료 소견서와 뇌파 검사 

결과지를 요구하며, 필요 시 진료 기록을 참조할 수도 있다. 만

약 운전면허 발급 대상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직접 운전적

성 판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사 표현을 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운전적성 판정위원회는 매달 열리며, 위에서 예를 

든 것과 같은 타 기관의 장(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나 경찰청장 

등)이 뇌전증 환자를 도로교통공단으로 통보한다면 수시 적성검

사를 시행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간혹, 뇌전증 환자

Table 1. Diagnostic criteria for epilepsy
Epilepsy can be diagnosed if any of the following are present:
 1) Two or more unprovoked seizures occurring more than 24 hours apart
 2) An unprovoked seizure, after which the probability of further seizures is 

similar to that of two unprovoked seizures over the next decade (e.g., 
more than 60%)

 3) Diagnosis of an epilepsy syndrome

Modified from Fisher et a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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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인 사정에 따라서 즉시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여 수시 적성검사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유예를 신청하면 결정은 수시 판정위원회에

서 한다. 만약 유예가 결정된다면 1년의 기간을 유예해 줄 수 있

는데, 두 번(2년)까지 유예할 수 있고, 세 번째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종합하면, 뇌전증 환자의 운전면허에 필요한 것은 법률에서 

명시한 바에 따른다.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필수적이며, 이것은 

의무기록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뇌전증 환자와 담당 의사의 성

실한 진료를 바탕으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Fig. 1).

처벌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에서는 위반 시의 처벌에 대해서 명시하

고 있다. 그 중,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항에서는 “제45조를 위

반하여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0만 원 이하

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고 명시하였다.6 여기서 도로교통법 

제45조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

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자동차의 운전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3항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

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 처벌을 명시하였

다.6 따라서 뇌전증 환자가 운전면허 적성검사에서 질병 및 신체

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할 때 뇌전증이 없다고 허위로 작성할 경

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게

다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에서 명시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6 이에 대한 벌

칙은 운전면허의 취소이다. 

현행 법률은 뇌전증이라는 질병만으로 운전을 금지하지 않는

다. 단지 운전에 문제가 없는 상태인지 판별하는 과정을 둘 뿐이

다. 따라서 뇌전증 환자 스스로가 운전을 하는 데 위험이 없는지

에 대해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관련 법에 의한 처벌을 피하기 어

렵다. 반면, 뇌전증이 있을지라도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약물의 순응도가 좋은 가운데 최근 수년 동안 발작이 없고, 운전

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다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

는 갑작스러운 발작으로부터 뇌전증 환자를 법률적으로 보호하

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행 법률에서는 자가용 운전과 업무용 운전에 대한 기

준의 차이가 없다. 이에 대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

업장 근로자의 뇌전증 관리지침에서 뇌전증 환자에게 제한될 수 

있는 고위험 작업을 분류하여 제안하였다.9 여기서 고위험 작업

이란 1) 보호장치 없는 고공작업, 2) 동력기계 운전, 3) 안전장치

가 없는 기계 주변의 작업, 4) 불이나 물 주변의 작업, 5) 고립된

상황의 장시간 작업, 6) 택시, 버스, 대형차량, 기차 운전 및 크

레인 조작, 7) 항공기나 헬기 등의 비행장비 조종이다. 이러한

고위험 작업의 업무적합성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항경련제 복

용 없이 뇌전증 발작이 없을 경우에 적합하다고 제안하였으며, 

만약 뇌전증 발작이 수면 중에만 발생하고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없을 경우에는 최근 5년 동안 항경련제 복용 없이도 뇌전증 발

작이 없으면 적합하다고 제안하였다.

결론 

뇌전증 환자의 운전에서 담당 의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뇌전증 환자의 운전 가능 여부에서 1년 이상 증상이 없다는 것

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의무기록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뇌파 

검사의 진단적 수율이 낮은 점, 뇌전증의 진단이 병력에 기반하

는 임상적 진단인 점, 그리고 뇌전증 환자 본인이 스스로의 뇌전

증 발작을 모두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뇌전증 환

자의 운전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데 의사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

게 작용하는 이유가 된다. 한편, 본고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법

률들의 목적은 뇌전증 환자의 운전면허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질병을 알리지 않거나 관리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뇌전증 환자의 운전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 검사나 지표로 명

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하지만 꾸준한 자기 관리와 

성실한 의무기록이 중요하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뇌전증 환

자의 거의 모든 사회적 상황이 그러하듯이, 진료를 성실하게 받

지 않거나 병력을 감추는 행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

Law

Medical 
records

Doctor's 
opinion

Medical 
support

Good-faith 
effort

Driver's 
license

Fig. 1. Requirements for a person with epilepsy to obtain a driver’s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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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운전은 면허와 관련되어 많은 규정과 벌칙이 있으므로, 안전

한 운전을 위해서는 뇌전증 환자와 의료진의 상호 이해를 통한 

꾸준한 자기 관리와 성실한 진료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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