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뇌전증(epilepsy)은 세계적으로 흔한 신경계 질환으로 여성

1,000명당 약 6.85명의 유병률을 보인다.1 가임기 여성 뇌전증

환자들 절반 이상이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

데, 일부 항경련제가 태아의 주기형 발생을 증가시키고, 조절되

지 않는 경련은 태아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임

신이나 효과적인 피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2-4 여

성 뇌전증 환자들은 호르몬 피임법과 항경련제가 상호작용을 하

여 각각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거나 경련 조절에 실

패하게 된다.5,6 본 종설에서는 가임기 여성 뇌전증 환자에서 항

경련제와 호르몬 피임법이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여성 뇌전증 환자에서 효과적인 피임법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Epilepsy is a common neurological disease in women worldwide, and more than 50% of women 
with epilepsy experience unplanned pregnancy. Effective contraception for women with epilepsy of 
childbearing potential is important, as many antiepileptic drugs interact with hormonal contracep-
tion and have the risk of teratogenicity. However, many clinicians and women with epilepsy have in-
sufficient knowledge regarding proper contraception. This article reviews the interactions of antiepi-
leptic drugs with hormonal contraception and offers practical recommendations for contraception 
management in women with epile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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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1. 피임법의 종류 및 여성 뇌전증 환자의 피임 실태 

여성 뇌전증 환자들은 일반 여성과 같이, 호르몬 피임법(hor-
monal contraception), 자궁내장치(intrauterine devices), 차단 피

임법(barrier methods), 또는 복합적인 방법 등 다양한 종류의 피

임법을 사용한다. 호르몬 피임법은 복합 경구 피임제(combined
oral contraceptives), 프로제스틴 피임제(progestin-only pills), 근
육주사, 피하이식 피임법(subdermal implants), 피부 패치(skin
patches), 호르몬방출(hormone-releasing) 자궁내장치, 그리고

질 링(vaginal ring) 등으로 이루어진다.7 복합 경구 피임제에는

합성 에스트로젠(estrogen)과 프로게스테론(progesterone)이 함

유되어 있고 이는 배란이나 수정을 저해하여 임신을 막는다. 그 

중 에스트로젠 성분은 난포자극호르몬(follicle stimulation hor-
mone)을 억제하여 난포의 성장과 배란을 억제하고, 프로제스틴

성분은 황체형성호르몬(luteinizing hormone)을 억제하여 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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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막으며, 경부 점액의 점도를 높이고 자궁내막 환경이 난자의 

착상에 적합하지 않게 하여 임신을 저해한다.6,8 일반적인 실패율

은 약 7% 정도로 알려져 있다. 프로제스틴 피임제는 에스트로젠

성분 섭취를 피해야 하는 경우 사용하고 그 효능은 복합 경구 피

임제와 비슷하다.7

일반적으로 실패율이 가장 낮다고 알려진 피임법은 피하이식 

피임법이다. 이식물은 얇은 막대 모양으로 여성의 팔 피부 안쪽

에 삽입된다. 막대에는 프로제스틴이 함유되어 약 3년간 몸 안

에 방출되며 일반적인 실패율은 0.1%로 알려져 있다. 이와 비슷

하게 낮은 실패율을 보이는 피임법은 자궁내장치이다. 자궁내장

치는 프로제스테론 성분인 레보노게스트렐(levonorgestrel)을 방

출하는 장치와 구리 성분을 함유한 장치로 나누어진다. 자궁내

장치는 T자 모양으로 생겨서 자궁 안에 삽입되고 레보노게스트

렐 성분이 포함된 장치는 3년에서 6년, 구리 자궁내장치는 10년

까지 자궁 안에서 피임을 유지해준다. 일반적인 실패율은 각각 

0.1%–0.4%와 0.8% 정도로 알려져 있다.7 

피부 패치는 복부와 엉덩이에 패치를 붙여 피부로 호르몬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생리주기 첫날부터 1주일에 한 장씩 3주간

붙이고 1주간의 휴지기를 갖는 방법이다. 질 링은 바깥 지름이

54 mm인 가는 폴리머 링으로, 호르몬이 함유되어 있고 생리

1–5일째에 질 내에 스스로 삽입하여 3주간 두었다가 빼고 1주

동안 링을 사용하지 않으면 생리를 하게 된다. 두 가지 방법 모

두 평균 피임 실패율은 약 7% 정도로 알려져 있다.7 

차단 피임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남성용 콘돔이 사용된다. 콘돔

은 바르게 사용하면 약 2%의 실패율을 보여 매우 효과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패율이 높아져 평균 피임 실패율은 13%

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 여성용 콘돔, 살정제 등이 있으나 피임 

실패율이 21% 정도로 높다. 그 외에 주기적으로 사용되는 피임

법은 아니나 피임을 하지 않고 성교를 했거나 피임이 실패할 것

으로 판단되는 경우 성교 후 72시간 내에 복용하는 높은 프로제

스틴 함량의 응급 피임약이 있다.7 

뇌전증 여성의 피임에 대한 대규모 웹 기반 설문 조사인 Epi-
lepsy Birth Control Registry에 따르면, 임신을 원치 않는 가임기

여성들 중 약 30% 이상이 피임을 하지 않거나 효과적이지 못한

피임법들을 사용하였다. 이들의 46.6%가 일반 여성에서 효과적

인 피임법으로 알려져 있는 호르몬 피임법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9 무려 78.9%가 적어도 한번의 계획되지 않은 임신 경

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4 이는 일반 인구에서 보고되는 계획되

지 않은 임신 비율인 45%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10 

여성 뇌전증 환자들이 피임에 실패하는 이유 중 한 가지는 항

경련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은 피임법

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

임기 여성 뇌전증 환자들 중 약 7% 미만에서만 피임 계획에 대

한 상담을 받았고,11 피임에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었다고 하더라

도 많은 여성 뇌전증 환자들이 이 정보에 대해서 잘 기억해내지 

못했다.12 또한, 2000년도 보고된 한 조사에 의하면 여성 뇌전증

환자를 돌보는 의료 종사자 3,53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을 때

59%에서 몇몇 항경련제가 호르몬 피임법의 효과를 떨어뜨린다

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대부분이 그것이 어떤 항경련제인지는 

모른다고 답했다.13 국내 실정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시행된 

바가 없다. 이처럼 여성 뇌전증 환자들이 적절한 피임법을 사용

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올바른 피임법을 알고 이에 대한 정보

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 

2. 호르몬 피임법에 영향을 미치는 효소 유도 항경련제 

1세대 항경련제로 불리는 phenytoin, phenobarbital, primidone,
carbamazepine과 2, 3세대 항경련제인 oxcabazepine, eslicarba-
zepine, topiramate, felbamate, rufinamide, perampanel 등이

CYP3A4 효소를 유도하여 호르몬 피임제의 프로제스틴 농도를

낮춘다. 이 중 perampanel, felbamate, topiramate는 간 효소 유

도 효과가 위의 다른 약제들보다는 적어 보통은 높은 용량을 사

용할 때 피임에 실패한다.14,15 Levetiracetam, gabapentin, prega-
balin, vigabtrin, tiagabine, zonisamide, lacosamide는 호르몬 피

임제와 상호작용은 없다고 알려져 있다(Table 1).

피임 실패는 효소 유도 항경련제에 의해서 흔히 발생하는데 

경구와 비경구 호르몬 피임법, 그리고 응급 피임법에 모두 영향

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효소 유도 항경련제와 호르몬 피임제를 병용하지 않는 것이다. 

현재까지 약 20종류 이상의 항경련제가 알려져 있으므로, 가능

하면 가임기 여성에서 효소 유도 항경련제의 사용을 피하는 것

이 좋다. 실제 최근 조사에서 여성 뇌전증 환자들이 점차 새로운 

비 효소 유도 항경련제를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16,17 

오래된 항경련제이지만 효소를 유도하지 않는 대표적인 약 중 

valproate가 있다. Valproate는 다양한 뇌전증에서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가격도 비싸지 않아 널리 사용된다. 하지만 

valproate는 태아 기형 유발의 가능성이 높고 약물에 노출된 태

아에서 인지 저하를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어 가임기 여성에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18,19 위에서 언급했듯이 여성 뇌전증 환

자들 중 절반 이상이 계획되지 않은 임신을 하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에서 태아 기형 유발 가능 약물의 사용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valproate는 다른 적극적인 약물 치료에도 경련이 조절

되지 않는 경우에만 처방을 고려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가임기 

여성에게 처방하는 경우에는 확실한 피임법이 필요하다. 

효소 유도 항경련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 가장 추천되

는  피임법은  자궁내장치나  초산  메드록시프로제스테론

(medroxyprogesterone acetate) 근육주사이다.20 특히 레보노게스

트렐 자궁내장치는 자궁경부 점액의 국소 호르몬 매개 변화를 일

으켜 임신을 저해하기 때문에 p450 효소 유도에 의한 영향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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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받게 된다. 하지만, 침습적 시술의 불편감 때문에 자궁내장치

를 고려하기 어렵고 호르몬 피임제를 사용해야 한다면, 피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호르몬 피임제를 휴약기 없이 사용하는 방법

도 고려해볼 수 있다.21 일반적으로 3주간 피임약을 복용한 후 1
주간의 휴약 기간을 갖는데, 1주간의 휴약 기간에도 피임약을 지

속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생식샘자극호르몬(gonadotropin) 분비

와 난소 기능이 지속적으로 억제되면서 피임의 효과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효소 유

도 항경련제에 의해 줄어드는 피임 효과를 완전히 막는지에 대해

서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호르몬 피임법과 함께 차

단 피임법과 같은 다른 피임법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3. 항경련제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 피임법 

효소 유도 항경련제들이 호르몬 피임법의 피임 효과를 낮춘다는 

보고는 1970년대부터 있어 왔지만22,23 그 반대의 경우는 비교적 

최근인 2000년대부터 보고가 되었다. Sabers 등24은 복합 경구 

피임제가 라모트리진(lamotrigine)의 혈중농도를 약 60% 이상 

낮추고 경련 조절을 어렵게 만든다고 최초로 보고하였고24 이러

한 상호작용의 원인이 에스트로젠 합성물인 ethinyl estradiol 
(EE) 때문임을 밝혔다.25 

EE는 약물대사효소(drug metabolism enzyme)에 대해서 이중 

효과(dual effect)를 갖는데, 이는 여러 cytochrome P450 효소들

의 활성도는 떨어뜨리지만 몇몇 uridine 5’-diphospho-glucu-
ronosyltransferase (UGT) 효소는 활성화시킨다.26 그러므로 글

루크론산화(glucuronidation)를 통해서 배설(elimination)되는 항

경련제의 효과는 떨어진다고 생각되나 아직까지 충분한 근거는 

없다. 글루크론산화를 통해 제거되는 대표적인 항경련제는 라모

트리진이다. 그러므로 EE가 함유된 경구 피임약과 라모트리진

을 함께 사용할 때에는 주의를 요한다. 먼저 라모트리진 농도는 

약 50%에서 60% 정도 감소할 수 있고 경련의 빈도가 증가할 수 

있다.24,25,27 그러므로 돌발 경련(breakthrough seizure)을 피하기 

위해서는 라모트리진의 용량을 약 두 배 정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개인차는 있겠으나 라모트리진 용량을 두 배 증가시키면 

1주간의 피임약 휴약 기간 동안 약물농도가 올라갈 수 있고 이

에 따라 약물 부작용이 유발 또는 악화될 수 있다.27-29 또한, 라모

트리진의 반감기는 약 20시간에서 30시간 정도로 긴 편에 속하

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하는 약물을 추가하거나 중단한 이후 약

동학적으로 안정기에 접어접어들 때까지 약 4-5일 정도의 긴 시

간이 걸린다. 

종합적으로 복합 경구 피임제 사용 시 월경주기 동안 라모트

리진의 혈중농도 변동이 크게 나타나게 된다. 주기적으로 시행

하는 약물농도검사도 월경주기 안에서 정확히 같은 시기에 하지 

않는다면 혼동이 있을 수 있다. 피임약 투약 기간에 맞춰서 역동

적으로 라모트리진 용량을 조절한다면 경련 발생과 약물 부작용

을 줄일 수 있겠지만 이는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어려운 일일 것

이다. 결론적으로 라모트리진 복용 시 EE가 포함된 피임법을 사

용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반드시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면 1주간의 휴약기 없이 지속적으로 피임제를 사용하는 것

을 추천한다. 휴약기 없이 복용하는 방법도 안전하다고 보고되

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판매되지 않으나 84일 연속 복용하고 

7일간 휴약하는 ethinylestradiol/levonorgestrel 복합 성분 피임약

(제품명 Seasonique 또는 Seasonale; Barr Pharmaceuticals, New 

York, USA)이 해외에서는 승인 받아 판매되고 있다. 위 제품과 

성분이 동일한 라니아정(Hyundai Pharm, Seoul, Korea)이나 에

이리스정(Pfizer Korea, Seoul, Korea)이라는 제품이 있으나 84
일간 중단 없이 연속 복용에 따른 안정성은 현재까지는 입증되

어 있지 않다 

결론 

호르몬 피임법과 효소 유도 항경련제는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각각의 약물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어 사용에 주

Table 1. Antiepileptic drugs and hormonal contraceptive failure

Antiepileptic drugs causing  
hormonal contraceptive failure

Antiepileptic drugs causing  
hormonal contraceptive failure at higher doses

Antiepileptic drugs with no known effect on  
hormonal contraceptive failure

Carbamazepine Felbamate Clonazepam
Clobazam Lamotrigine Ethosuximide
Eslicarbazepine acetate Perampanel Gabapentin
Oxcarbazepine Topiramate Lacosamide
Phenobarbital Levetiracetam
Phenytoin Retigabine
Rufinamide Tiagabine

Valproate
Vigabatrin
Zonisa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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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필요하다. 효소 유도 항경련제 사용시에는 호르몬 방출 자

궁내장치가 가장 바람직하나, 반드시 경구 호르몬 피임법을 시

행해야 한다면 차단 피임법과 같은 다른 피임법을 함께 사용하

는 것이 추천된다. 또한 가능하다면 호르몬 피임법과 상호작용

을 하지 않는 약물로의 변경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라모트리진

을 사용하는 경우 EE가 포함된 여러 호르몬 피임법을 피하거나

피임제를 휴약기 없이 복용해볼 수 있다. 아직까지 국내 여성 뇌

전증 환자들의 피임 실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진료실에서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다루지는 못하고 있다. 의료진들이 이 부

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연구와 적극적인 환자 교

육을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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