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잘 알려져 있다. 심뇌혈

관질환, 당뇨병, 암 발생의 위험을 낮추고 체중 감량을 유발하며 

수면의 질을 호전시킨다.1 정기적인 운동은 또한 인지기능 저하

와 치매 발생의 위험을 낮추고 불안과 우울증을 개선하는 효과

가 있다.2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 및 사람들과 

사교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응력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뇌전증 환

자들이 운동 또는 스포츠 활동에 적극 참여해도 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운동에 의한 생리적인 변화 및 반복적인 두부 외

Physical activity has significant health benefits, including the prevention of cardiovascular diseases, 
diabetes mellitus, cancer, and dementia. In addition, physical activity has social benefits that increase 
social adaptation by providing opportunities to interact with various groups of people. Nevertheless, 
there has been controversy regarding whether patients with epilepsy can actively participate in phys-
ical activity or sports. However, accumulating studies have shown that physical activity has positive 
medical and psychosocial effects in patients with epilepsy. Only a small minority of patients with ep-
ilepsy actually experience physical activity-induced seizures or worsening of seizure control. Accord-
ingly, recommendations have shifted to encourage physical activity in patients with epilepsy. In clini-
cal practice, the type of physical activity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patients, including 
the risk of seizure occurrence and consequent injuries, should be considered to determine whether 
patients can participate in physical activity. We herein review previous studies on the effects of phys-
ical activity in patients with epilepsy. In addition, recent recommendations for physical activity and 
sports participation in patients with epilepsy or seizure disorder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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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는 두려움, 의학적 근거의 부족 및 

과잉보호가 뇌전증 환자들이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요

인으로 작용했다.3 뇌전증 환자들은 사회적 및 문화적 낙인(stig-
ma)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4 불필요하게 운동 및 스포츠 활동

을 제한하게 되면 자긍심과 사회생활에 더욱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여러 연구를 통해 뇌전증 환자에서 운동이 발작 조

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는 것이 알려졌고, 이에 따라 임상지침도 뇌전증 환자에서 운동

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5 본 종설에서는 운동이 뇌전증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거 연구들을 살펴보고, 실제 임상에서 

운동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인들과 최근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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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항에 대해서 고찰한다.

본론

1. 운동이 뇌전증 발작을 악화시키는가?

운동은 신체적 피로, 정신적 스트레스, 과호흡, 대사 변화 및 전

해질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뇌전증 환자에서 

발작을 유발시키는 인자로 잘 알려져 있다.6 단순히 생각하면 상

기 요인들로 인해 뇌전증 환자에서 운동을 하면 발작 위험이 증

가할 수 있겠으나, 아직까지 이를 증명하는 연구 결과는 없다.7 

400명의 뇌전증 환자들에게 발작 유발요인(precipitating factor)
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62%가 한 가지 이상의 유발요인이 

있다고 응답했고, 스트레스가 30%로 가장 흔한 유발요인이었으

며, 수면 부족 18%, 수면 14%, 발열 14%, 피로 13% 순으로 보

고되었다.8 이 연구에서 운동을 발작의 유발요인으로 응답한 환

자는 단 두 명으로 0.05%의 매우 낮은 비율로 보고되었다. 이는 

실제 임상에서 운동으로 인해 발작이 유발되는 경우는 예상보다 

드물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 다른 연구로 노르웨이에서 뇌전증 

환자 204명을 대상으로 운동과 관련된 발작의 빈도를 조사한 결

과, 운동 중 50% 미만 비율로 발작을 경험했던 환자는 9%, 50% 

이상 비율로 발작을 경험했던 환자는 2%로 조사되었다. 운동과 

관련된 발작을 경험한 환자들은 구조적 뇌 병변이 있는 증후성 

국소뇌전증(symptomatic focal epilepsy)의 비율이 50%에서 70%

로 높았다.9 또한, 정기적인 운동이 발작 조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에서 36%는 긍정적, 10%는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답했고, 나머지 53%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고 응답했다. 

운동을 하면 간 효소의 대사활동이 증가되어 이차적으로 간 

대사의 영향을 받는 항뇌전증약물(antiepileptic drug)의 혈중농

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21명의 뇌전증 환자

들에서 4주간의 운동 프로그램과 함께 항뇌전증약물 농도를 측

정한 연구에서 carbamazepine, phenobarbital, valproic acid, 

phenytoin 모두 운동 전과 후의 혈중약물농도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고, 발작 빈도 역시 운동 프로그램 참여 전과 비교하여 유의

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았다.10 이는 운동이 항뇌전증약물

의 대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한다. 26명의 난치

성 뇌전증 환아를 대상으로 운동에 의한 뇌전증모양방전(epilep-
tiform discharge)의 변화를 관찰한 연구에서 대부분의 환아는 운

동 중 뇌전증모양방전의 빈도가 감소하고, 운동 후에는 휴식기

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11 휴식 상태에서 

과호흡은 저이산화탄소혈증(hypocapnia), 뇌혈관수축(cerebral 
vasoconstriction) 및 발작을 유발하는 것과는 달리, 운동 시의 과

호흡은 대사 요구량 증가와 산증(acidosis)에 따른 보상 기전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발작을 억제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연

구에서 15%의 환아는 운동 중에 뇌전증모양방전이 오히려 30% 

이상 증가했는데, 이들은 모두 운동 중 발작을 경험한 임상 병력

이 있었다. 비록 적은 샘플 수의 연구 결과이지만, 운동 중의 뇌

파 결과가 운동과 관련된 발작에 취약한 환자들을 선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뇌전증 환자들의 대부분은 운동이 문

제가 되지 않는다. 운동과 관련된 발작은 10% 이하에서 발생하

며, 실제 발작과 운동의 연관성이 뚜렷한 경우는 2% 이내로 훨

씬 드물다.9 신체 접촉이나 충돌이 있는 운동도 유의한 악영향은 

없다고 받아들여지며, 가벼운 정도의 외상이 발작을 악화시킨다

거나 뇌전증 환자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근거는 없다. 다만, 개인

의 임상적 특징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데, 난치성 뇌전증, 평

소 높은 발작 빈도, 정신지체가 동반된 환자는 운동에 의해 발작

이 유발된 위험 및 그로 인한 신체적 손상의 위험이 높다.6,12 드

물지만 운동에 의해 발작이 유발된 병력이 뚜렷한 환자들은 운

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발작의 종류 역시 고려하여야 하는

데, 전신 강직간대발작과 무긴장발작은 환자가 무방비로 넘어지

면서 다칠 위험이 높다. 일시적인 의식 소실을 동반하는 복합부

분발작 또는 소발작이 발생할 경우 운동 중에 균형을 잃어 넘어

지거나, 구기 종목의 경우 날아오는 공에 맞거나, 또는 달려오는 

다른 선수와 부딪히며 다칠 위험이 있다. 반면, 단순부분발작은 

환자가 의식을 잃지 않고 스스로 자세와 균형을 조절할 수 있어 

이차적인 부상의 위험이 낮다.

2. 운동이 뇌전증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가?

뇌전증 동물실험 연구에서 운동이 뇌전증 발생을 억제하는 일차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결과는 과거 보고된 바 있다. 유산소 운동은 

킨들링(kindling) 모델에서 뇌전증 발작을 억제시킬 뿐 아니라, 신

경세포의 소실 및 이차적인 뇌손상을 감소시키는 신경보호(neu-
roprotective)효과를 보였다.13 운동의 항뇌전증유발(antiepilepto-
genic) 효과에 대한 인간 대상 연구로 스웨덴의 전향적 코호트 연

구가 대표적인데, 일반 인구에서 18세의 젊은 나이에 운동량이 

중등도 이하로 적은 사람들은 운동량이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향

후 뇌전증 발생의 위험이 1.36–1.79배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

였다.14 그리고 운동의 항뇌전증유발 효과는 추적기간 30년 후까

지 유의하게 지속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젊은 나이에 활발한 

신체활동이 신경세포의 예비능(reserve)을 증가시켜 향후 뇌전증 

발생을 억제하는 장기적인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뇌전증 환자에서 운동이 발작 조절에 미치는 효과는 여러 연

구에서 보고되었다. 뇌전증 환자에서 12주간 운동 프로그램의 

효과를 운동군 14명과 대조군 9명에서 전향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운동에 의해 유발된 발작은 두 그룹 모두에서 한 건도 발생

하지 않았고, 두 그룹 간의 평균 발작 빈도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15 항뇌전증약물의 혈중 농도 역시 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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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삶의 질 평가에서 운동군은 유의

한 호전(P =  0.031)이 있었고 대조군은 변화가 없었다(P =  

0.943). 본 연구 결과는 운동이 뇌전증 환자에서 발작 조절에 악

영향이 없으면서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난치성 뇌전증 여성 환자 15명에 대한 전향적 연구에서도 운

동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었다.16 하루 60분씩 주 2회 빈도로 

15주간 운동을 한 결과 발작 빈도가 감소했고, 유산소 운동능력

의 지표인 최대산소섭취량이 증가했다. 또한 근육통, 수면장애, 

피로 등의 주관적인 증상들이 함께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 뇌전증 환자들의 최대산소섭취능 및 무산소역치

에서 산소섭취능은 정상 대조군과 비교하여 각각 14.6%와 

16.1% 감소되었고, 이는 뇌전증 환자들의 유산소 운동능력과 관

련된 신체 건강이 불량함을 뜻한다.17 뇌전증 환자들은 평소 운

동량이 대조군과 비교하여 약 14.8% 적었는데, 이것이 유산소 

운동능력 저하의 원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유산소 운동 중에 

뇌파를 측정한 결과 휴식 상태와 비교하여 운동 중 및 운동 후의 

뇌전증모양방전의 빈도가 각각 82%, 74% 감소하는 결과를 보

였고, 운동 중에 발작이 유발된 환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는 유

산소 운동이 발작의 유발인자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연구들

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뇌전증 환자들에게 운동은 인지기능의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 

12주간의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무작위대조연구 결과 인지기능

검사 중 길만들기검사(trail making test)-A의 유의한 시간-그룹 

상호작용이 관찰되었는데, 운동군에서 길만들기검사-A 소요시

간이 감소했지만 대조군은 변화가 없었다.18 또한 운동을 한 그

룹은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MoCA) 점수가 1.7점 증

가하여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호전이 있었으나(P =  0.043), 대조

군은 MoCA 점수의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아울러 인지기능의 

영역별 분석 결과 운동은 실행기능(executive function)을 22.4% 

증가시켰으나, 기억력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인지기

능 저하를 개선하거나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뇌전증 환자들의 운

동을 격려할 필요가 있음을 뒷받침한다.

요약하면, 뇌전증 환자에서 운동이 발작 조절에 긍정적인 효과

가 있는지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으며 아직까지 명확히 결론을 내

리기 어렵다. 하지만 운동이 발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지 않는

다는 결과는 대체로 일치한다. 그리고 운동은 뇌전증 환자들에서 

동반되는 이차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 삶의 질과 인지기능의 저

하 및 주관적인 신체증상들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3. 뇌전증 환자에서 운동에 대한 권고사항

2016년에 뇌전증 환자에서 운동과 스포츠 활동에 대한 세계뇌

전증연맹(International League Against Epilepsy)의 권고사항이 

발표되었다.5 먼저 운동의 종류는 운동 중에 발작이 발생했을 때 

환자와 주변인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부상의 위험에 따라 세 종

류로 구분된다. 그룹 1은 부상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 운동들

로, 야구, 농구, 축구, 배구 등 그라운드에서 하는 운동과 골프, 

볼링 및 대부분의 육상경기들이 이에 포함된다. 유도, 레슬링과 

같은 일부 접촉이 있는 운동들과 탁구, 테니스, 스쿼시 등 라켓

을 이용한 운동들도 그룹 1에 포함된다. 그룹 2 운동은 환자 본

인에게 중등도의 위험이 있으나 주변인들에게는 위험이 없는 종

목들로, 복싱, 가라데와 같이 심각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접

촉 스포츠와 수영, 스키, 스노우보드, 사이클, 승마, 아이스하키, 

스케이트, 철인 3종 경기, 장대높이뛰기, 역도 등이 포함된다. 

즉, 지면에서 하는 운동이 아닌 수상, 빙상 또는 설상 경기 종목

은 보통 그룹 2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그룹 3에 속하는 운동은 

환자 본인에게 부상의 위험이 높으며 주변인들에게도 해를 가할 

수 있는 종목들로, 자동차 및 오토바이 경주 등의 모터스포츠, 

암벽등반, 다이빙, 스키점프 등이 있다. 

운동의 종류 다음으로 발작의 종류 및 뇌전증 조절 상태에 대

한 고려가 필요하다(Table 1). 먼저 12개월 이상 발작이 없는(sei-
zure-free) 뇌전증 환자는 모든 종류의 운동이 가능하다. 해결된 

뇌전증(resolved epilepsy)은 특정 연령에 발작이 나타나는 뇌전

증 증후군 환자이지만 현재 해당 연령이 지난 상태 또는 10년 이

상 발작이 없으면서 최소 5년간 약물을 중단한 상태로 정의되는

데,19 해결된 뇌전증 환자 역시 모든 종류의 운동이 가능하다. 첫 

번째 비유발 발작(first unprovoked seizure)을 경험한 사람은 저

위험 운동(그룹 1)은 허용되고, 중등도 및 고위험 운동(그룹 2와 

3)은 첫 번째 발작 후 12개월 이상 재발이 없으면 허용된다. 다

만, 신경과 의사의 재량에 따라서 위험성 평가 및 적절한 감독과 

Table 1. Recommendations for physical activity and sports participation in patients with epilepsy or seizure disorders
Category of physical  
activity First unprovoked seizure Seizure-free for ≥12 

mo or resolved epilepsy
Sleep-related seizures only or 

seizures without impaired awareness Seizures with impaired awareness

Group 1 (low risk) Permitted Permitted Permitted Permitted at neurologist’s discretion 
with restriction

Group 2 (moderate risk) Permitted after seizure freedom 
for ≥ 12 mo*

Permitted Permitted at neurologist’s discretion 
with restriction

Permitted at neurologist’s discretion 
with restriction

Group 3 (high risk) Permitted after seizure freedom 
for ≥ 12 mo*

Permitted Generally prohibited Generally prohibited

*Early permission is possible at neurologist’s discretion with informed consent and under medical surveillance and appropriate super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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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하에 중등도 및 고위험 운동도 조기에 허용 가능하다. 특히 

구조적 뇌 병변이나 뇌파에서 뇌전증모양방전 등 향후 발작 재

발의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는 운동 시 발작에 따른 위험에 대해

서 사전 설명과 주의가 필요하다.20 급성 증상성(acute symptom-
atic) 발작 또는 유발(provoked) 발작은 대사이상이나 감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발작의 역치가 낮아져 발생한 발작을 일컬으

며, 운동에 대한 권고사항은 첫 번째 비유발 발작과 비슷하다.21 

즉, 저위험 운동(그룹 1)은 즉시 허용되고, 중등도 및 고위험(운

동그룹 2와 3)은 발작을 유발한 기저질환이 해소되어 향후 발작 

재발의 위험이 낮은 경우에 허용된다.

활동성(active) 뇌전증 중에서 수면 중에만 발작이 나타나는 

환자 또는 의식 소실을 동반하지 않는 발작만 하는 환자는 상대

적으로 발작에 의한 부상의 위험이 낮다. 따라서 저위험 운동(그

룹 1)은 즉시 참여가 가능하며, 중등도 운동(그룹 2)은 주치의와 

상의가 필요하고 운동 중 발작 및 신체손상의 위험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고위험 운동(그룹 3)은 일반적으로 금지된다. 의식 소

실을 동반한 발작을 하는 활동성 뇌전증 환자는 발작에 의한 신

체 손상의 위험이 큰 만큼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저위험 운

동(그룹 1)은 이들에게 허용될 수 있는데, 과거 운동과 관련된 반

복적인 발작 병력이 있거나 운동 시 노출되는 특정 자극에 의해

서 발작이 유발되는 환자는 저위험 운동도 제한이 필요할 수 있

다. 중등도 운동(그룹 2)은 주치의와 상의하여 운동 중 발작 및 

신체손상의 위험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한다. 고위험 운동

(그룹 3)은 일반적으로 금지된다.

결론

뇌전증 환자들이 운동 및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의학적 

및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따라서 환자들에게 가급

적 운동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트렌드가 변하고 있으나, 이에 대

한 명확한 진료지침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향후 잘 디자인된 전

향적 연구를 통해 더 확실한 의학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뇌전증 치료의 일부로서 운동은 권장되어야 하며, 불필요하게 

운동을 제한하여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가하거나 사회적 낙인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뇌전증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는 

운동 관련된 권고사항을 이해해야 하고, 특히 환자 개인의 임상

적 특징과 발작 재발의 위험 및 이차적인 신체 손상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운동 가능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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