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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1) 발진 (1)이 약의 투여와 관련하여 특히 소아에서,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의 피부발진이 보고된 바 있다. (2)피부 유해 반응이 보고되었는데 이는 이약의 투여 시작 후 첫 8주내에 일반적으로 발생하였다. (3)중증 피부발진의 위험성은 성인보다 소아에서 더 높다. (4)발진의 위험성은 다음의 사항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모트리진의 초회 투여량이 높거나 이 약 치료시 권장되는 용량 증가량을 초과하여 투여, 발프로에이트와의 병용 투여, 다른 항전간제에 대한 알레르기 또는 발진의 병력 2) 이 약을 복용중인 환자에서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HLH;hemophagocytic lymphohistiocytosis)이 발생하였다. 3) 경련 중첩증을 
포함한 중증의 경련발작 4) 라모트리진을 함유하는 다른 제제를 투여중인 환자 5) 자살위험성 6) 양극성장애 환자에서의 임상적 악화 7) 호르몬성 피임제 (1)이 약의 유효성에 대한 호르몬성 피임제의 영향 (2)이 약이 호르몬성 피임제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투여금기 1)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이 있거나 그 
병력이 있는 환자 2) 이 약 투여와 관련된 무균 수막염으로 인해 투여를 중단한 환자 신중투여 1) 신장애환자 2) 간장애환자 3) 다른 항전간제에 대한 과민반응 또는 발진의 병력이 있는 환자 4)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임신을 원하는 여성 5) 수유부 6) 심전도 이상이 있거나 방실 전도 억제 약물을 투여중인 
환자 이상반응 1) 매우 자주(≥1/10);피부 발진, 두통, 졸음, 운동실조, 어지러움, 복시, 흐린 시력, 구역, 구토 2) 자주(1/100 to <1/10);공격성, 과민성, 불면증, 진전, 눈떨림, 설사, 피로, 초조, 구강 건조, 관절통, 통증, 등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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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뇌전증 환자는 인구 1,000명당 3.84명의 유병률을 보이나, 치료 괴리율을 고려한다면 약 30
만 명(25만에서 36만 명) 정도가 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1 

뇌전증 발작은 뇌전증 환자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주된 증상이다. 발작은 갑작스러운 대뇌 세포들

의 과도한 동기화에 의해 폭발적이고 연쇄적인 방전이 일어나 과방전이 국소 부위에서 점차 넓은 

영역으로 전파되어 나가면서, 뇌의 기능적 영역을 자극하거나 억제하여 감각, 운동 및 의식의 변화

를 초래한다. 대부분의 뇌전증 발작은 의식적으로 통제가 어려우며 결국은 뇌전증 발작 파의 발생 

및 전파 경로에 따라 특징적인 증상이 진행된다.2 즉, 대부분의 발작은 통제 불능이다. 

일반적으로 뇌전증 발작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피로, 수면 부족, 월경이나 배란, 음주 및 스트레

스 등이 발작의 유발 요인이 되기는 하지만, 발작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

고, 발작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발생 시간, 즉 타이밍은 맞출 수가 없다. 일부 반사뇌전증(re-
flex epilepsy)은 특정 감각 자극에 의해 발작이 유발되므로 예측 가능성이 있지만, 곧바로 발작이 

생기므로 발작의 억제나 회피가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큰 운동발작 이전에 선행

하는 전조(이것도 사실은 부분발작임)도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환자를 보호하기에는 시간상 충분치

가 않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가 매우 적다. 

이러한 발작의 예측 불가능성과 통제 불능성으로 인하여 뇌전증 환자는 발작 그 이상의 어려움

을 겪고 사회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운전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으며, 그 외 취업 및 군

대 문제 등이 주요한 사회적 문제가 된다. 이번 호에서는 뇌전증 환자의 발작 그 이상의 고통으로 

사회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행정적인 규정을 살펴보고, 뇌전증 환자가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이미 미국, 유럽 등에서는 상품화가 되어 있는 착용형 

기기(wearable device)를 이용한 지속적인 발작 감시 및 발작 예측 기술을 고찰한다. 아울러,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발작 예측 가능성에 대한 국내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

면서, 가까운 미래의 발작 예측 실현성을 검토한다. 

뇌전증 환자는 발작 그 이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이해하고, 환자에게 단지 발작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다 같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손을 맞잡아야 하

겠다.  

뇌전증: 발작 그 이상
정기영

편집위원장, 에필리아: 뇌전증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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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뇌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과도한 흥분 상태가 되면서 발작이 

만성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신경계 질환을 뇌전증이라 한다. 

뇌전증의 원인은 다양하며, 영•유아기에서부터 노년기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시기에 뇌전증이 발병할 수 있다. 발작은 주로 예기

치 않게 발생하므로 발작이 잘 조절되지 않는 뇌전증 환자는 일

부 직업 선택이나 활동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

는 남북 분단이라는 가슴 아픈 현실로 인해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고, 18세 이상의 남자라면 특수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

드시 군 복무를 해야 한다. 

군 복무와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공유되어 있지 않아 뇌전증 

환자와 가족은 환자의 군 복무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을 가지고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men over the age of 18 years with Korean nation-
ality must serve in the military. People with epilepsy (PWE) are judg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duration of epilepsy treatment and the degree to which their seizures are controlled. The prevalence 
of epilepsy in Koreans in their 20s is 3.84 per 1,000 population, and it is estimated that approximate-
ly 13,500 PWE are experiencing problems related to military service. This article will help solve the 
difficulties that arise in determining the categorization of PWE for military service. 

Keywords: Epilepsy; Military personnel; Seiz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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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도 이에 대한 설명에 어려

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다. 이 글에서는 뇌전증 환자의 군 복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국방의 의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예외 없이 누구나 지켜야 할 4가지 의무가 

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로,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 중 국방의 의무는 대한

민국 헌법에 준거하여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의무로, 

한국전쟁 중인 1951년부터 시행되었다. 국방의 의무는 외적(外

敵)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여 국가의 정치적 독립성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할 의무로, 납세의 의무와 더불어 국가의 존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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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국방의 의무를 정하는 

틀은 법률에 준거하는데, 우리나라 헌법 제39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

의 국방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은 국방의 의무를 국민

의 의무로 부과하는 한편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

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 의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병역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

터 병역 준비역에 편입되고, 병역 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

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된다. 이 중 심신과 학력, 조건이 일정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

민들만 현역 대상에 포함되며, 약 18개월간 대한민국 육군에 현

역병으로 강제 징병되어(입대) 군인으로서 복무하게 된다. 해군

이나 공군으로 복무하고 싶다면 지원을 해야 하고 각각 20개월

과 22개월을 복무하게 된다. 

입대를 고려하는 연령에서의 뇌전증 유병률 

우리나라 뇌전증 환자의 유병률에 대한 가장 최근의 연구는 

2016년에 발표되었다. 2009년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하여 

발표한 국내 활동 뇌전증의 유병률은 인구 1,000명 당 3.84명이

었고, 연령에 따른 유병률은 15세 미만과 고령 인구에서 높았으

며, 청장년층에서는 비교적 낮은 U자 형태를 보였다. 군 입대를 

고려하는 연령인 20-29세 남자의 유병률은 인구 1,000명 당 

3.88명이었다.1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우리나라의 20-29
세 내국인 남자는 대략 347만 명이다.2 이를 통해 추론해 보면 대

략 13,500명 정도의 뇌전증 환자가 군 복무와 관련한 문제로 어

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뇌전증 환자의 병역판정 

뇌전증을 앓고 있는 남성이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시기에 가까워

지면 이에 대한 걱정이 생길 것이다. 군 복무를 하고 싶지만 뇌

전증으로 인해 군 입대가 제한될 것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

이고, 뇌전증 발작이 완전히 조절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발생하

는 경우 위험한 상황에서 발작이 발생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

에 군 복무를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군 복무 가

능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른

다. 경련성 질환에 대한 병역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

에 발행한 병사용 진단서와 의무기록지,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및 뇌파검사 결과지, 항뇌전증 약물농도검사

(혈액검사) 결과지를 구비해야 한다.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된다. 신체검사 

대상자의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는 총 411가지

의 질병이나 심신장애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중 뇌

전증과 관련된 항목으로 경련성 질환과 난치성 뇌전증에 대한 

평가기준이 포함되어 있다(Supplementary Table 1).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7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등급에 따라 역종을 분류한

다. 일반적으로 1-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 면제, 7급은 재검사로 분류되나, 학력에 따라서 약간

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Supplementary Table 2).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경련성 질환이 의심되어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는 7급으로 분류되어 추후 재검사를 받게 된다. 임상적으로 뇌

전증을 진단받고 치료를 하고 있으나 뇌파 검사, 방사선 검사, 

핵의학 검사에서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치료 기간 등에 

따라서 4급 보충역이나 5급 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된다. 5급 전시

근로역으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의 치료 기간도 중요하

지만 지속적인 치료 사실이 기록된 의무기록과 약을 꾸준히 잘 

복용하였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한 항뇌전증 약 혈중 농도 검사

기록이 필요하므로 정기적인 외래 진료와 함께 처방에 따라 항

뇌전증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뇌전증으로 치료

받는 환자 중에서 뇌파 검사, 방사선 검사, 핵의학 검사에서 이

상이 확인되었다면 5급 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된다. 다만 10년 이

상 발작이 없으면서 5년 이상 약을 중단한 경우에 해당하는 해

결뇌전증(resolved epilepsy)은3 2급으로 분류되어 학력에 따라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한다. 난치성 뇌전증으로 뇌절제술을 

시행한 경우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된다. 만약 뇌전증과 함

께 다른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다면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

급에 따라서 신체등급을 분류한다. 

외국의 사례 

미국은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어 징병제를 시행하는 우리나라와

는 일부 사정이 다를 수 있으나 참고를 위해 미국에서의 뇌전증 

환자의 군 입대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에서는 

1982년 이전에는 5세 이후에 발작의 병력이 있는 경우 군 입대

에 제한을 받았다. 1982년에 미국 국방부에서 군 입대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5세 이후에 발작의 재발이 없거나 항뇌전증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서 5년 이상 발작이 없는 상태라면 군 입

대가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비행기를 조종하는 공군에 대한 

입대 기준은 더 엄격해서 5세 이전에 발생한 열성경련을 제외하

고는 발작의 병력이 있는 사람은 입대가 제한된다. 군 복무 중 

발작이 있어 새롭게 뇌전증을 진단받은 경우라면 좀더 관대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일반적인 항뇌전증 약물 치료로 발작이 잘 

조절된다면 보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군 복무는 유지할 수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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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뇌전증을 진단받게 되면 오랜 기간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

다. 소아기나 청소년기에 뇌전증을 진단받게 되면 치료가 20대

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군 복무 시기가 도래하여 이와 관련

된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글이 뇌전증 환자의 군 복

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의사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환

자와 상담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Supplementary materials 

Supplementary Tables 1 and 2 can be found via https://doi.
org/10.35615/epilia.2020.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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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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s: Epilepsy; Driving; Road Traffic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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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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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의 특성 

인간의 뇌는 수백억의 뇌세포들과 수백조의 시냅스 연결로 작동

하는 매우 복잡한 기관이다. 뇌는 신체가 움직이고 느끼는 것을 

관장할 뿐만 아니라 의식을 지배하고 감정과 언어, 기억과 같은 

사고를 담당하는 중추이기도 하다. 또한 뇌는 신체의 여러 장기

와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어 심장, 폐, 위장관의 운동을 조절한

다. 뇌세포는 전기 신호를 서로 전달하며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 

간혹 일부 뇌세포들에서 비정상적인 발작파 또는 뇌전증모양방

전(epileptiform discharge)이 발생하면 발작(seizure)이 일어나게 

된다. 

뇌전증은 반복적인 뇌전증 발작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계 질환

Epilepsy, which is characterized by recurrent seizures, is a relatively common disorder. For patients 
with drug-refractory epilepsy, it is necessary to forecast and cope with seizures since they cause acci-
dents and diminish quality of life. Seizure prediction is challenging, but numerous studies have in-
vestigated methods of detecting the physical changes preceding seizures. Attempts are being made 
to use wearable devices to deploy technologies that recognize limb movements or changes in the au-
tonomic nervous system and associated heart rate variability. The most researched field is electroen-
cephalography, with the goal of identifying electrical abnormalities before seizures with high sensi-
tivity through deep learning models. If we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ractical applications, seizure 
prediction technology will change the paradigm of epilepsy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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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뇌전증 발작의 양상은 환자에 따라 다양한데 크게 부분 발

작과 전신 발작으로 나뉘며,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나 이상 감각

부터 비현실적인 생각과 의식 소실까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

다. 발작파가 발생하는 뇌의 부위가 원래 담당하고 있던 기능에 

영향을 주어 발작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뇌전증의 국내 유병률은 1,000명 중 3.84명으로, 비교적 흔한 

질환이다.1 특히 혈관성 질환과 퇴행성 질환이 흔한 노인 인구에

서 뇌전증의 발생률이 높다.2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

는 우리나라에서 뇌전증의 유병률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도 증가할 것이다. 뇌전증 환자에서 

약물로 발작이 잘 조절되는 경우 이와 같은 손실이 예방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즉 항경련제를 복합적으로 투여해도 발작이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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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되지 않는 약물 난치성 뇌전증에서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든

다.3 따라서 뇌전증 발작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뇌전증 발작의 특성과 예측 가능성 

뇌전증 발작의 특징은 예측이 어렵다는 것(unpredictability)이

다.4 간헐적인 뇌전증 발작이 발생하기 전에 환자가 느끼는 전조 

또는 단순 부분 발작은 불확실하며 모든 환자에서 발생하는 것

도 아니다. 사전 징후가 짧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전 

징후 없이 발생하는 발작은 대처가 어려워 위험한 상황을 유발

할 수 있으므로, 뇌전증 환자는 일상 생활에 큰 어려움이 겪고 

만성적인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뇌전증 환자가 발작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서 주로 마주치는 위험은 단순하게는 낙상이나 

골절, 요리 중 화상과 같은 부분적인 신체적 손상에서부터 교통

사고나 익사와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발

작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위험한 상황이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발작 이후 정상적인 인지기능으로의 회복에는 수 

시간에서 수일이 걸려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준다. 따라서 발

작을 예측(seizure prediction)하는 기술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연

구가 중요하다 하겠다. 

뇌전증 환자에서 발생하는 발작을 예측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

나는 분명한 발작 직전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다. 또는 발작 초

기의 상태 변화를 감지하여 전신적 발작으로 진행하기 전에 경

고하는 것도 넓은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발작을 예측하

기 위해서는 뇌전증 발작의 형태와 특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뇌전증 발작에서 발생하는 신체의 변화에서 

감지 가능한 것으로는 (1) 겉으로 보이는 신체의 변화는 근육의 

변화에 기인하는데, 근육이 뻣뻣해지거나 떨리는 경우가 전형적

이며 근력이 오히려 소실되거나 또는 자동증이라고 부르는 이상 

행동도 흔하고, (2) 겉으로 보이지 않는 신체 장기의 변화로는 

자율신경계의 변화로 맥박과 혈압의 변동이 가능하며, (3) 발작

의 원인인 뇌의 전기적인 이상 방전과 그에 따른 뇌 혈류 변화 

또는 전기화학적 변화가 발생한다.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는 기

술을 이용하여 뇌전증 발작을 예측할 수 있다. 

발작 예측 기술의 현황 

발작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의 움직임으로는 주로 사지의 움

직임을 감지하여 발작을 초기에 경고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피

부 근전도(surface electromyography)를 삼각근에 부착했을 때, 

민감도 100%와 24시간 내 오탐지율(false detection rate, FDR) 1
번으로 발작을 잘 감지하였다.5 핸드폰이나 스마트 밴드에 주로 

이용하는 가속계(accelerometry)를 이용하였을 때, 간대 발작은 

잘 구분되었으나 강직 발작이나 움직임의 변화 없이 의식 변화

만 있는 발작은 감지하기 어려웠다.6 이러한 움직임 감지 기술은 

보통 발작이 발생하고도 10초 이상 경과한 후 발작을 감지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발작 예측으로 보기는 어렵다. 

발작 발생 전에 신체 장기의 변화로 발작을 예측하는 데에는 

자율신경계 변화와 그에 따른 맥박의 변동을 감지하는 기술이 

주로 쓰인다. 이는 뇌전증 발작 전에 뇌의 변화가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15명의 환자에

서 38개의 다양한 종류의 발작 이전 15분 동안의 심전도에서 계

산한 심박 변이(heart rate variability, HRV)를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방법 중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SVM)으로 분석한 결과 발작 예측 민감도가 89%였으며 FDR은 

시간당 0.41였다.7 심전도를 측정하는 착용 가능한 장치(wear-
able device)를 이용해 HRV의 이상을 파악하는 연구도 비슷한 

정도의 정확도를 보였다.8 맥박 외에 자율신경계의 변화를 이용

하는 방법으로 피부 전기활동(electrodermal activity)을 측정하는 

착용 가능 장치도 출시되었으나 아직 발작의 예측보다는 감지에 

머무르고 있다.9 

발작 예측과 관련하여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는 검사 

방법은 뇌파로, 발작의 원인인 뇌의 전기적인 이상을 감지하는 

검사법이다. 일반적인 뇌파 검사인 두피 뇌파 검사뿐만 아니라 

두개 내 뇌 표면 또는 뇌 삽입 전극을 이용한 뇌파 검사도 발작 예

측에 활용된다. 두개 내 검사는 미세 전류도 측정이 가능하며 잡

음이 적기 때문에 발작 전 상태의 뇌파 변화를 감지하는 데에 더

욱 민감하다. 두피 뇌파와 두개 내 뇌파로 공개되어 널리 활용되

고 있는 자료가 각각 보스턴 어린이병원 데이터 세트(dataset)와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대학병원(University Hospital of Freiburg) 

데이터 세트다.10,11 뇌파는 시간에 따른 반복적인 변화로 나타나

기 때문에 뇌파 데이터는 시간-주파수 대역의 특징을 추출하며

(time-frequency feature extraction), 2010년대 들어 사용되는 분석 

방법은 딥러닝(deep learning)을 포함한 기계학습이 대부분이다. 

SVM뿐만 아니라 딥러닝 방법인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이나 장단기 메모리(long short-term mem-
ory)를 이용한 발작 예측 방법은 80%-100%의 민감도와 0.03-

0.20/hour 정도의 FDR을 보였고, 정확도는 두피 검사보다 두개 

내 검사가 월등하게 높았다.12-14 데이터 세트가 아닌 일상생활을 

하는 실제 환경에서 뇌파를 이용한 발작 예측 시험은 아직까지 

한 개의 연구 밖에 없었다.15 2013년 호주 멜버른의 임상시험에서 

두개 내 전극을 이용한 휴대용 뇌파 검사 장치에서 수개월간 발

작 예측을 시도하였는데, 15명 중 11명의 환자에서는 65%-100%

의 발작 예측이 가능했지만, 발작 예측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

하지 않는 경우가 3명이었고 임상적인 효과가 크지 않아 연구가 

조기 종료되었다. 이는 아직 뇌파를 이용한 발작 예측의 임상 적

용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발작 예측 기술의 현황을 Table 1로 정리하였다.5-7,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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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뇌전증 발작이 주기성을 갖는다는 임상적 특성을 

참고하여 발작 예측 기술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주로 수면 

중 발생하는 형태 등, 발작이 일정 시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

다. 기존의 발작 예측에 이러한 주기적인 특성을 함께 고려하면 

간단한 분석만 추가해도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음이 알려졌다.18 

발작 간기의 발작파도 주기성을 갖고 변동하며 이러한 발작파의 

주기성을 이용하여 발작을 예측할 수도 있다.19 여성의 경우 호

르몬 변화나 생리 주기에 맞추어 발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한 번 발생한 발작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점도 함께 활용 가능

하다.4 

뇌전증 발작 예측의 국내 연구 

기존의 데이터 세트만으로는 결과 해석에 한계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발작 예측 알고리즘을 정제되지 않은 뇌파 데이

터 세트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저자들이 함께 참여

한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 뇌파 데이터 세트를 함께 이용하

여 발작을 감지하고 예측하는 연구를 시행하였다. 발작을 감지

하는 CNN 알고리즘을 이용했을 때, 보스턴 어린이병원과 서울

대학교병원의 데이터 세트가 각각 80.6%와 89.2%의 민감도, 그

리고 91.7%와 91.9%의 높은 특이도를 얻었다.20 다음으로 발작 

30분 전 구간에서 CNN 알고리즘을 이용해 발작을 예측했을 

때, 보스턴 어린이병원과 서울대병원 데이터 세트는 각각 민감

도 85.92%와 73.84%였고, FDR은 각각 0.065/hour, 0.86/hour 
였다.21 

뇌전증 발작에서 신경세포의 흥분도가 비정상적으로 변하면

서 뇌세포막의 이온 통로를 통해 이동하는 여러 이온의 변화가 

발생하는데 그 중 포타슘 이온(K+)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술이 

최근 발표되었다.22 발작을 일으킨 생쥐의 뇌에서 고감도 나노센

서(nanosensor)를 이용해 포타슘 이온 농도 변화를 동시에 측정

했을 때, 부분 발작의 경우 뇌 해마에서 편도체, 대뇌피질의 순

으로 순차적으로 이온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했다. 

발작 예측 기술의 한계점과 전망 

앞서 기술한 발작 예측 기술 중 실제 임상에서 널리 쓰이는 것은 

아직 거의 없는데 이는 실용화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기기의 

소형화, 장기간 인체 외 부착이나 인체 내 삽입의 어려움이 원인

으로 지적된다. 앞서 설명한 두개 내 뇌파 임상시험의 경우 15명

의 대상자에서 11건의 기기 삽입 관련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그 

중 두 건은 심각한 정도였다.15 그리고 FDR이 0.15/hour를 넘는 

경우는 임상적으로 활용되기 부적절한데, 현재까지의 기술은 아

직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4 또한 환자별로 발작 양상

이 다른 점도 범용적인 기술에 한계가 된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계학습 방법의 적절한 

적용, 빅데이터(big data)의 수집, 새로운 소재의 개발과 함께 협

업 연구를 통한 임상시험이 필요하다. 서울대학교병원 뇌파 데

이터 세트에서 안구운동을 독립성분 분석 방법으로 제거하면 

FDR이 0.522/hour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발작 예

측에 잡음 제거 등의 다양한 전처리가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

다.21 기계학습 방법을 생체신호 데이터에 적용하는 방법은 단순

하지 않으며 전처리, 특징 추출, 알고리즘 선택에 많은 경험이 

요구된다. 또한 기계학습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 데

이터 세트의 수집과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새로운 소재 개발

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한 예로 맥박의 변화를 감지하는 특수 

섬유 소재 셔츠가 발작 예측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23 

Table 1. Modalities and representative studies for seizure prediction

Preictal change Modality Advantage or disadvantage Study (year) Sensitivity (%) FDR (/hr)
Movement Surface EMG Restricted to seizures with a motor  

component
Conradsen et al.5 (2012) 100 0.04

Accelerometer Detection of seizure after onset Nijsen et al.6 (2005) 48 NA
Beniczky et al.16 (2013) 89.7 0.008

Autonomic nerve system Heart rate: HRV Muscle artifacts Billeci et al.7 (2018) 89.1 0.41
Electrodermal activity Detection of seizure after onset Regalia et al.9 (2019) 92–100 0.01–0.04

Brain electrical activity Scalp EEG Muscle or eye artifacts Zhang and Parhi12 (2016) 98.7 0.046
Truong et al.13 (2018) 81.2 0.16
Tsiouris et al.17 (2018) 100 0.02–0.11
Daoud et al.14 (2019) 99.6 0.004

Intracranial EEG High sensitivity due to reduced artifacts Zhang and Parhi12 (2016) 100 0.032
Truong et al.13 (2018) 81.4 0.06

Intracranial EEG,  
prospective study

Insertion-related adverse events Cook et al.15 (2013) 65–100 NA

FDR, alse detection rate; EMG, electromyography; HRV, heart rate variability; EEG, electroencephalography; NA, not 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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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는 이러한 셔츠가 개발되어 시제품이 공개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발작 예측은 신경과학, 수학, 물리학, 생물

학, 공학, 통계 및 기계학습을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의 관심을 

끌었던 도전적인 문제로 다양한 학제간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

한 기술을 실제 임상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발작 예측 장치가 임상에 적용된다면 뇌전증 환자의 치료 패

러다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전망한다(Fig. 1). 발작 예

측 장치는 발작 발생을 미리 경고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대처 

능력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전기 뇌 

자극과 같은 신경 조절 기술(neuromodulation), 그리고 약물 투

여 장치(drug-delivery device)와 맞물려서 발작 직전 예방적인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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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뇌전증은 노인에서 뇌졸중과 치매 이후 세 번째로 흔한 신경학

적 질환이다.1 65세 이상에서 뇌전증 유병률은 2-5%이고 발생

률은 천 명당 1-3명으로, 새로 발생하는 뇌전증 환자 중 60세 이

상이 24% 이상을 차지하며2 그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노인에서 발작이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 진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뇌전증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이 중요

하다. 또한 다른 동반 질환이 흔하며 다양한 약물을 같이 복용하

는 경우가 많아 뇌전증약을 사용할 경우 기존 질환과 복용하는 

약과의 상호작용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3 

본론 

1. 노인에서 뇌전증의 특성 

노인에서 뇌전증은 부분 발작으로 나타나는 빈도가 높으며 비특

Epilepsy is a common neurological disorder in elderly patients, who often have decreased organ 
function, various comorbidities, and polypharmacy. When choosing anti-epileptic drugs for this 
population, drugs with a low propensity for side effects and a minimal potential for drug-drug inter-
actions should be preferred. Therefore, the use of newer anti-epileptic drugs, such as levetiracetam, 
zonisamide, gabapentin, and pregabalin i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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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인 증상인 어지럼증, 졸림, 인지 장애, 혼란, 이상 감각 등과 

같은 증상으로 발현하는 경우가 많다.4 노인에서 뇌전증 발생 원

인으로 가장 흔한 것은 뇌졸중이며, 대사성 뇌증, 약물, 외상, 뇌

염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뚜렷한 원인을 확인하지 못

하는 경우도 30-50%가 있다.5 치매가 있는 경우 뇌전증 발생 위

험이 5배에서 10배까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뇌전증을 앓

고 있는 노인에서 인지 저하는 흔한 문제이다. 특히 노인에서 발

작은 처음 발생한 경우에도 재발 위험이 높기 때문에 단독 발작 

후에도 뇌전증약 사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6  

2. 노인에서 뇌전증약 사용 전 고려해야 할 특성 

1) 약동학 및 약력학 변화 

노인은 체내 수분량뿐 아니라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뇌

전증약 종류 및 용량을 결정할 때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체내 알부민 수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비결합 약물 농도가 증가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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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낮은 용량으로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으나, 반면에 쉽게 약

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노인에서 체내 수분량은 감소하지

만 체내 지방량은 증가하기 때문에 지용성 약물인 벤조디아제핀

(benzodiazepine)과 페노바비탈(phenobarbital)과 같은 약물은 효

과가 지연되어서 나타날 수 있다. 대사 능력도 저하되어 간 대사

는 70세에 30% 정도로 감소하고, 신장 대사는 40대부터 10%씩 

감소하여 노인에서는 신장 기능이 25-50% 정도 낮다고 알려져 

있다.7 

이에 따라 정상 약물 농도 범위가 젊은 나이에 비해 20-40% 

정도 감소하므로 뇌전증약 용량을 조금 올리는 것에도 심한 부

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양로원에 거주하는 노인 56명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같은 용량의 페니토인(phenytoin)을 유지하고 다

른 약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3차례 이상 페니토인 농도를 

측정하였을 때에도 농도 변화가 2-3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하였다.8 따라서 노인에서 뇌전증약 사용 시에는 용량

을 낮게 시작하여 천천히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2) 약물 상호작용 

퇴역 군인을 대상으로 한 VA Cooperative Study (VACS) 연구에 

따르면 노인 환자의 25% 가량은 평균 7가지, 많게는 15가지 이

상의 약물을 복용하였다.9 많은 약물을 복용함에 따라서 뇌전증

약에 대한 순응도가 저하될 수 있으며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다른 질병 치료에 중요한 와파린(warfa-
rin), 항암제, 항생제 등을 복용하는 경우 페니토인, 카르바마제

핀(carbamazepine), 페노바비탈 등과 같이 효소 유도 효과를 가

진 뇌전증약 사용은 제한이 필요하다.7 

3) 기존 질환 

뇌전증을 가진 노인에서 인지 평가를 하였을 때 3분의 1에서 인

지 기능이 저하되어 있었다. 인지 저하는 약물 순응도 저하와 연

관이 있기 때문에 노인 뇌전증 진료 시 초기 인지 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4 또한 골다공증도 중요한 문제로, 뇌전증약을 오래 

사용하였을 때 골절 위험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교차

비, 1.21; 95% 신뢰구간, 1.14-1.28). 따라서 비타민 D 및 골밀

도 검사 시행이 추천되며 칼슘과 비타민 D를 보충해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효소 유도 효과를 가진 뇌전증약을 사용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10 또한 뇌전증이 있는 노인 환자에서 뇌

졸중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어 혈관성 질환의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조절되지 않는 뇌전증 환자의 20-60%가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므로 이런 환자에서는 기분 안정 

효과가 있는 라모트리진(lamotrigine)이나 발프로산(valproic 
acid) 처방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7,10 

노인에서 뇌전증약 사용에 대한 연구 

노인에서 뇌전증 환자는 모집 및 연구 진행이 어려워 어떤 뇌전

증약이 효과가 좋은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4 주로 기존 

약인 카바마제핀과 새로운 뇌전증약 라모트리진을 비교하는 연

구가 보고되었다. 1999년 Brodie 등11의 보고에 따르면, 평균 나

이 77세인 새로 진단된 뇌전증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24주간 

라모트리진과 카바마제핀의 효과를 비교하였을 때 발작 조절 효

과는 크게 차이가 없었으나 약물 부작용으로 중단하는 비율이 

라모트리진 군이 18%인데 반하여 카바마제핀 군은 42%로 높

아, 라모트리진 군에서 약물을 끝까지 유지하는 환자가 더 많았

다. 2005년 Rowan 등12의 연구에서는 새로 진단된 노인 뇌전증 

환자 593명에서 가바펜틴(gabapentin) 1,500 mg/일, 라모트리진 

150 mg/일과 카바마제핀 600 mg/일 사용을 비교했는데, 역시 

발작 조절 효과는 차이가 없었으나 카바마제핀 군에서 약물 부

작용이 가장 많아 약물을 조기 종료하는 비율이 카바마제핀 군

에서 가장 높았다. 하지만 2007년 보고된 다국적 무작위배정 연

구에서는 라모트리진 군과 카바마제핀군 간에 조기 종료 비율은 

크게 차이가 없었다.13 

레비티라세탐(levetiracetam)에 대한 몇 가지 연구가 추가로 보

고되었다. 새로 진단된 노인 뇌전증 환자에서 카바마제핀, 라모

트리진, 레비티라세탐을 비교한 2015년 무작위배정 연구에서, 1
년 동안 같은 약물을 유지한 비율이 레비티라세탐에서 61.5%로 

카바마제핀의 45.8%와 비교해 유의미하게 높았고 라모트리진

(55.6%)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14 노인 뇌전증 환자에서 

레비티라세탐과 기존 뇌전증약인 발프로산 또는 카바마제핀을 

비교한 2016년 연구에서도 약물 시작 후 처음 발작까지의 기간

은 약물 간 차이가 없으나, 기존 뇌전증약과 비교하였을 때 레비

티라세탐 군에서 약물 시작 후 약물을 중단할 때까지 기간이 더 

길어 레비티라세탐이 기존 뇌전증약에 비해 순응도면에서 우월

하다는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15 최근 보고된 메타 연구에 

따르면, 카바마제핀, 라모트리진, 레비티라세탐의 효과와 부작

용을 비교하였을 때 유일하게 유의미한 결과는 라모트리진만 카

바마제핀에 비해 부작용이 적다는 것이었다.16 

기타 약물에 대한 연구는 제한이 있으며 단일 기관 연구이거

나 단면적 연구였다. 토피라메이트(topiramate)를 단독 또는 부

가요법으로 사용한 한 연구에 따르면, 토피라메이트 단독요법 

시행 시 용량에 관계없이 50% 정도에서 발작이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토피라메이트를 사용한 환자 중 63%에서 약물 부작용

을 보고하였고, 13%가 인지 기능 부작용을 호소하였으며, 약물 

부작용으로 약물 사용을 중단한 환자는 18%였다.17 옥스카바제

핀(oxcarbazepine)은 소규모 단일기관 연구가 보고되었는데, 19
명의 노인 뇌전증 환자 중 73.6%에서 옥스카바제핀 사용 후 발

작이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1명만 저나트륨혈증 부작용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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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고하였다.18 

한국 뇌전증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최근 국내에서 뇌전증을 전공하는 신경과 전문의 42명의 의견

을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건강한 노인 환자가 전신 뇌전증

이 있을 경우 가장 적합한 뇌전증약으로 81%의 전문의가 레비

티라세탐을 선택하였고 74%가 라모트리진을 선택하였다. 국소 

뇌전증의 경우 라모트리진 83%, 레비티라세탐 73% 순이었다. 

차선으로는 옥스카바제핀과 라코사마이드(lacosamide)를 선택

하였다.19 건강에 이상이 있는 노인 국소 뇌전증 환자에서는 

76%가 레비티라세탐을, 62%가 라모트리진을 가장 적합한 뇌전

증약으로 선택하였고, 차선으로 동일하게 옥스카바제핀과 라코

사마이드를 선택하였다.19 

결론 

노인에서 뇌전증은 흔한 신경학적 질환으로 진단과 치료 시 노

인에서의 특성과 기존 질환,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 신중히 고려

하여야 한다. 노인 뇌전증에 적합한 뇌전증약에 대한 연구는 부

족하지만, 일반적으로 약물 부작용을 고려하여 낮은 용량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증량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뇌전증 전문가

들은 노인 뇌전증에서 라모트리진 또는 레비티라세탐 사용을 선

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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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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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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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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시대를 막론하고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비정상인으로 간주되어 고통을 받았던 사례는 지역적 차이는 있

었으나 항상 존재했다. 그러나 그 이전은 물론이거니와 20세기

의 산업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특히 독일의 나치 시대(Zeit 
des Nationalsozialismus)에 발생했던 불행한 역사는 결코 반복되

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준다. 

일반적으로 의학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매우 선진적이라는 

독일에서도, 뇌전증에 대한 논의는 아이러니하게도 특히 정치적

Epilepsy is one of the oldest recognised diseases in human history. It has been known by thousands 
of names, and people with epilepsy have faced the challenge of being a cynosure of the public in ev-
ery epoch. During the period of National Socialism (Nazism) in Germany from 1933 to 1945, 
around 300,000 people with physical, mental, and psychological disabilities (most of them with epi-
lepsy) were first forced to be sterilized and then systematically murdered under the guise of “eutha-
nasia.” In particular, the mass murder policy, “Aktion-T4,” which was fundamentally based on the 
agenda of racial hygiene and eugenics, committed anti-human crimes involving euthanasia starting 
in 1939. In 1933, the “Law for the Prevention of Offspring with Hereditary Diseases” (Gesetz zur 
Verhütung erbkranken Nachwuchses) was enacted, which aimed to annihilate the ill. Some of the mo-
tives related to the extermination of disabled and mentally ill persons by the Nazi regime can be 
traced back to the ideology of eugenics, racism and antisemitism, and factors entangled with war 
economy and medical research. Since 1948, some reports have released partial results of the Nurem-
berg Trials regarding the mass murder of disabled and mentally ill persons in Germany under the 
Nazi regime. 

Keywords: Epilepsy; National Socialism; Forced sterilization; Euthanasia; Antisemitism; Aktion-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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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상황 논리 때문에 역사적으로 나쁜 선례를 남기기도 했다. 

2016년 2월 초 독일의 제약신문(Pharmazeutische Zeitung)은 매

년 2월 두 번째 월요일로 제정된 “세계 뇌전증의 날(Internation-
al Epilepsy Day)”을 맞아 저명한 독일의 뇌전증 학자인 Hansjörg 

Schneble 박사와의 대담을 특집으로 실었다.1 Hansjörg Schneble 

박사는 1941년 6월 25일 독일 Südbaden의 Säckingen에서 출생

하고 Freiburg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했으며, 바덴뷔템베르그 주

의 Kehl-Kork에 있는 뇌전증센터의 소장을 역임하는 동시에 

1998년부터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뇌전증 박물관(Deutsche Ep-
ilepsie-Museum)을 만들어 함께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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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고 있는 뇌전증은 최소한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

된 질병의 하나로, 시대와 상황에 따라 의료적으로나 문화사적 

또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천의 이름을 가진 병”으로 일상 속에

서 고통과 아픔을 동반하는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그리

스에서는 “hiera nosos (거룩한 병)”, 로마에서는 “Morbus lunati-
cus (몽유병)”, 그리고 유럽의 중세 시대에는 “dämonische 
Krankheit (악마적인, 귀신들린 병)”과 같이 미신적인 병명으로 

많이 불렸다.2  

Schneble 박사는 뇌전증은 인간보다 더 오래된 질병으로서 동

물에도 존재할 수 있었다며, 1902년에 발견되어 현재 파리의 루

브르 박물관에 있는 3,700여 년 전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

에 처음으로 코드화되어 있음을 언급했다. 특히 문화사적으로 

보면 뇌전증은 어느 시대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자주 나타

났던 질병으로서 세계 어느 곳에서나 전체 인구의 0.5%-1% 정

도가 뇌전증적인 발작을 일으켰으며,1 대체로 1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풍경이었다. 그러나 현

대에 와서는 의학의 발달과 치료의 진보로 인해서 병원 밖에서

의 발작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뇌전증은 증상이 아주 극

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시대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그림

이나 글로 드라마틱하게 전승되었으며, 시대를 막론하고 초자연

적인 힘을 가진 것으로 생각되어 인간들에게 공포와 두려움, 그

리고 혐오감을 유발했다. 따라서 이 질병은 시각적 예술뿐만 아

니라 문학에 이르기까지 지속해서 큰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뇌전증은 19세기 후반에 와서야 비로소 의학적 원인이 밝혀졌

으며, 유전적인 것보다는 신경계 질환으로서 생리학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음이 영국의 신경학자 John Hughlings Jackson (1835-

1911)을 비롯한 연구자들에 의해서 증명되었다. 발작의 유형도 

30여 가지가 밝혀졌으며,2 현재는 뇌파 진단(electroencephalogra-
phy)의 개발과 발작 억제 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치료의 

개선 등으로 많은 사람이 좋은 의학적 치료 혜택을 받고 있다. 

나치 시대의 의료인과 뇌전증 환자 

독일의 제3제국 당시의 의사들은 뇌전증을 유전병으로 잘못 인

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의학 지식의 부족뿐만 아니라 인종 차

별적인 우생학에 깊이 빠져 있었다. 예를 들어 “뇌전증 어린이를 

위한 의료 시설”로 1892년에 개설된 Swabian 지역 Kork 요양소

의 의사들은 그곳 입원 환자들의 80% 정도가 “유전성 뇌전증”으

로 간주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1932년 당시의 독일 의료

인 51,785명(5,308명의 유대인 포함) 중 일부는 정부의 강제적

인 불임시술(Zwangssterilisation)과 같은 정책을 “부당한 살인 행

위”로 간주하고 저항했지만, 대부분의 젊은 의사들은 국가사회

주의자들의 그릇된 약속에 귀를 기울였다(당시 독일 의사의 

45%가 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 즉 나치당

의 회원이었다).3 

이러한 나치 시대에서 의사들을 포함한 국가사회주의자들의 

관행적인 비인도적인 조치는 당시 사회적 다윈주의의 입장에서 

인종 및 위생사항을 고려하여 1933년 7월 14일 제국 정부의 결

정으로 입법화된 “유전병 자손 예방법(Gesetzes zur Verhütung 

erbkranken Nachwuchses, GzVeN)”에 근거하고 있다. 1934년 1
월 1일부터 발효된 이 법의 제1조에는 심각한 신체 및 정신적으

로 유전적인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뇌전증을 포함하

여 조현병, 우울증, 실명, 난청 등의 8가지 질병의 유전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은 불임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이 법은 뇌전증 환자를 포함한 장애인들에게 불임

시술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가능성을 열었다. 따라서 1934년 1
월부터 뇌전증 환자를 포함한 신체 및 정신질환자 삼십 육만여 

명이 강제로 불임시술을 받아야 했다. 그중에서 유전병으로 간

주되었던 뇌전증 환자들도 대략 4만 내지 6만여 명이 강제로 불

임시술을 당했다. 예를 들어, Kork 요양소에서도 1934년부터 

1939년 사이에 전체 102회에 걸쳐 강제적인 불임시술이 수행되

었다. 그러한 와중에 6천여 명은 시술의 후유증으로 사망했다.4 

대체로 1933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까지의 독

일 제3제국 나치 시대에 독일 지역과 독일에 의해 점령된 지역

에서 어린이를 포함해서 대략 30여만 명(Wikipedia에서는 

216,000명으로 명시하고 있다)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이 “안

락사(euthanasia)”라는 명목으로 살해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잔인하고 사악

한 독일 역사의 한 단면이다. 물론 “GzVeN”라는 의법 절차를 거

쳤지만 1939년 이후부터 시행된 ‘안락사’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 “Aktion-T4”의 샘플을 기준으로 할 때 최대 30여만 명

의 희생자 중 뇌전증 환자는 대략 16,230명에서 22,500명인 것

으로 추산하고 있다.5 

작전의 진행 과정과 결과 

여기에서 Aktion-T4란 1941년 수도 Berlin의 Tiergartenstrasse 
4번지에 소재했던 지휘본부를 말하는 것으로, 그 곳에서 체계적

인 ‘안락사’ 작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후일에 1945년 이후부터 

Aktion-T4라는 이름이 거론되었다. 1939년 봄부터 이러한 종류

의 위장 기구를 설립해서 심각한 장애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 5
천여 명을 “사회적 가치가 없는 삶”이라는 낙인을 찍어 전국의 

40여 곳 병원에서 ‘안락사’시키기 시작하였다. 특히 히틀러는 외

부 적과의 전쟁 준비 과정에서 내부의 적인 인종(병자와 장애인) 

청소 작업의 우선적인 수행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1939년 8월

부터 Philipp Bouhler와 자신의 주치의였던 Karl Brandt를 책임

자로 임명하고 50여 명의 의사를 선발하여 체계적인 작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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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위임했다.  

이렇게 1939년부터 시작된 Aktion-T4는, 교회의 항의와 국민

의 소요 사태로 인해 모든 작업이 중지된 1941년 8월 24일까지 

독일 제국의 6개 지역에 특별히 설치되었던 기관에서 70,273명

을 독가스(Kohlenmonoxydgas, 일산화탄소)로 살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6 그 밖에도 이만여 명의 유대인 환자들이 “Aktion-14f 
13”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 

특히 1939년 나치 당국은 1920년대부터 Swabian 지역의 Alb
에 소재한 Grafeneck 성에서 활동하던 “사마리아인 재단”의 연

구소를 강제로 압수했다. 그리고 그곳을 제국 최초의 가스화 시

설로 개조했다. 그들은 Aktion-T4의 계획에 따라 이 곳에서 

1940년에만 1만 명이 넘는 장애인을 독가스로 살해했다. 그중 

다수가 뇌전증 환자였다. 특히 전국의 여러 시설에서 장애인을 

모아서 Grafeneck으로 운송했던 “회색 버스(Graue Busse der 
GEKEAT)”는 매우 악명 높았다. 

나치 당국과 국가사회주의자들이 저지른 살인 행위의 정점은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수많은 집단 수용소에서 5백여만 명의 대

량 학살이었다. 그들은 이미 여러 이유 중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강제 불임시술과 안락사 캠페인으로 사용했던 방법이 유용함을 

경험을 통해서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진행 과정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므로 재론할 여지가 없다.7 

원인과 동기 

물론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

유와 원인이 있다. 당시 독일의 의료계 종사자들은 국가의 매우 

유용한 도구였을 뿐이다. 특히 정신의학, 신경학, 소아과, 신경 

병리학 및 생리학 등의 분야에서 그들이 국가사회주의를 받아들

이고 비인간적인 접근을 지지했으며, 심지어 그것을 스스로 사

용했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나치 시대 독일

의 의료 이미지를 실추시킨 결정적인 원인은 의료 종사자들의 

경제적 위기와 더불어 전쟁 후유증이 가져온 “자기정체성”의 상

실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의 조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약자나 병자에 대한 사회적 다윈주의적 행동에 대한 대

중의 합의가 이미 20세기 초부터 유럽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논의 및 적용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치 독일이 자행

한 강제 불임시술과 안락사 캠페인 등의 불법적 조치는 세기 말

에 시작된 우생학적 아이디어에 근거한 법 규정에 대한 인식 부

족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나치주의자들에 의해 확산된 “인종 개

량학(Rassenhygiene)”의 논거(이러한 논거의 개척자로는 인종의 

효율성을 주장한 Francis Galton [1822–1911]과 1905년 독일의 

인종개량협회를 공동 창립한 Alfred Ploetz [1860–1940]를 꼽고 

있다)는 새롭고 강력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독일 인종의 품질

에 대한 망상 이데올로기와 결합되었다. 

둘째, 우생학적 이데올로기에 따른 나치의 인종 차별과 뿌리 

깊은 반유대주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940년부터 집단 

수용소에 수감된 유대인들은 의학적 진단과는 상관없이 이미 2
년여 전부터 “유대인 문제의 최종 해결책”으로 동기화되어 학살

되었다. 당시 수감자들 중 선택된 피학살자는 유대인뿐만 아니

라, 장기적인 환자나 죄수, 집시, 그리고 일반적으로 비유럽 출

신의 외국인들까지도 해당되었다.7,8 

셋째, 실용적이고 순수하게 경제적인 고려 사항이 결정적이었

다. 자원을 절약해야 했고 또한 전쟁 당시에 병원이 파괴되면서 

병상이 시급하게 필요했던 것이다. 또 다른 배경은 식량 부족이

었다. 이것이 1941년 공식적으로 안락사 프로그램이 끝났음에

도 불구하고, 1943년부터 다시 각 지방의 요양소에서 3만여 명

의 입원 환자를 약물을 과다 투여하거나 굶겨서 살해한 “Brandt 
캠페인”9을 실시한 이유 중 하나였다. 당시 Brandt는 히틀러 주

치의였으며, 그에 의해서 지역 보건소의 안락사 프로그램이 집

행되었다. 

넷째로, 환자들은 특히 전염병 연구나 백신 개발, 그리고 뇌신

경학적 검사를 포함한 의료적인 연구의 필요성에 의해서 활용되

었다. Julius Hallervorden의 보고서10에는 이렇게 수집된 뇌 자료

들이 저능아, 기형아, 유아질병 연구에 매우 훌륭한 자료들이라

고 기록하고 있다.11 이러한 연구 광신주의가 당시의 무관심과 

두려움 속에서 공개적으로 자행되었다. 

맺음말 

전쟁이 끝난 후 1948년부터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의 결과가 보

고서 형태로 발간되면서 뇌전증 환자를 포함한 장애인들에 대한 

나치 시대의 만행이 부분적이나마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12 

현재 독일의 뇌전증 환자는 약 60여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되

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6,500만 명 이상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독일에서는 뇌전증을 예술과 접목하여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함부르크에 있는 제약회사 Desitin은 회사의 웹 사이트에 “뇌전

증과 예술”을 주제로 한 아트포럼을 시작했다.13 이 같은 문화사

적인 측면에서의 노력은 뇌전증이 아직 많은 부분에서 편견과 마

주하면서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

해 정상적인 삶과의 조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현재 독일의 뇌전증 박물관에는 많은 저명 인물들의 자료가 

수집되어 있다. 시저, 나폴레옹, 반 고흐, 도스토옙스키 등은 유

명한 역사적 인물 중 일부분일 뿐이다. 현존하는 여러 분야의 저

명 인사들도 뇌전증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들은 발작이 

지적인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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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뇌전증은 오늘날에도 당사자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데 크게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14 

독일에 비해 관습적으로 병력 공개를 꺼리는 한국에서도 뇌전

증 환자는 30여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이들은 특

히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나의 예

로, 뇌전증 치료에 효능이 검증된 의료용 대마가 아직도 마약으

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고 보다 나

은 뇌전증 의료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법의 제

정 및 개정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관리가 요구된다. 또

한 역사적인 오점을 남겼던 독일의 사례를 교훈 삼아 우리 모두 

약자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노력을 함께 기

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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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라인(http://kamje.or.kr/publishing_ethics.html)’을 

따른다. 연구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 헬싱키선언에 입각하여 

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사람 또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

를 포함한 모든 연구는 연구기관의 임상시험 윤리위원회(In-

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험

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

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를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연

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이해 충돌(Conflict of interest)

저자는 원고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지원이나 논문에 

대한 이해 관계에 충돌이 있는지 여부를 모두 논문에 밝혀야 

한다.

4. 저작권 이양(Copyright transfer)

저자는 “에필리아: 뇌전증과 사회”에 게재 허가를 받으면, 향

후 이 논문과 관련된 저작권이 대한임상뇌전증연구학회로 이

전됨을 인지하여야 한다. 저자는 대한임상뇌전증연구학회의 

저작권 동의 없이는 원고, 표, 그림 또는 사진을 포함한 모든 

자료의 중복 사용을 할 수 없다.

모든 저자는 투고 전 저작권, 이해갈등, 연구윤리 규정 준수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Conflict of interest, 

Ethical statement) 내용에 동의 후 ‘저자동의서’에 서명하여

야 한다. 저자동의서는 “에필리아: 뇌전증과 사회” 저널 홈페

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원고의 내용 및 형식(Manuscript Preparation)

원고는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Uni-

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

medical Journals. Ann Intern Med 1997;126:36-47)’에 

맞춰서 준비해야 한다. 원고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원고는 윈도우 기반의 마이크로소프트워드(“.doc” 또는 

“.docx” 파일 포맷)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A4 편집

용지(210×297 mm)에 상하좌우 최소 2.5 cm의 여백을 두

고, 본문의 글씨 크기는 10폰트(국문) 또는 12폰트(영문)로 하

고, 줄 간격은 두 줄 간격으로 한다.

1. 원고의 성격과 종류(General style)

뇌전증과 관련된 독창성 있는 모든 임상적 혹은 실험적 논문을 

수록한다. 원고의 종류는 원저, 종설, 증례보고, 특집, 편집인

에게 보내는 글 등으로 한다.

1) 원저(Original article)

원저는 뇌전증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보고한다. 원저는 다음의 

형식으로 원고를 준비한다.

(1) Title page: 제목, 저자명 및 소속, 교신저자 정보를 명시

한다.

(2) Main body (저자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목(Title), 초

록(Abstract), 서론(Introduction), 방법(Methods), 결과

(Results), 고찰(Discussion), 감사의 글(Acknowledg-

ment), 이해 충돌(Conflict of interest), 저자 기여도(Au-

thor contributions), 참고문헌(References)의 순서로 작

성한다.

(3) Table and Figure: 표와 설명, 그림 또는 사진과 설명 순

서로 원고를 준비한다

초록은 250 단어 이내, 참고문헌은 45개 이내, Key Words는 

6개 이내로 제한한다.

2) 종설(Review) 또는 특집(Special report)

종설 또는 특집은 뇌전증과 관련된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춘 

고찰이다. 특집은 뇌전증에 초점을맞춘 기고나 지침으로 편집

대한임상뇌전증연구학회의 공식 학술지인 “에필리아: 뇌전증과 사회”는 국제 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가 정한 ‘저자 자격 지침’을 

따른다. 학술지의 영문명은 “Epilia: Epilepsy and Community”이며, 영문 약칭은 “Epilia”다.

Instructions to authors
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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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위촉하여 심사 후 게재한다. 종설 또는 특집은 다

음의 형식으로 원고를 준비한다.

(1) Title page: 제목, 저자명 및 소속, 교신저자 정보를 명시

한다.

(2) Main body (저자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목(Title), 초

록(Abstract), 서론(Introduction), 본론(Main text), 결론

(Conclusions), 감사의 글(Acknowledgment), 이해 충돌 

(Conflict of interest), 저자 기여도(Author contribu-

tions), 참고문헌(References) 의 순서로 작성한다.

(3) Table and Figure: 표 또는 사진과 설명, 그림과 설명 순

서로 원고를 준비한다

초록은 250 단어 이내, 참고문헌은 60개 이내, Key Words는 

6개 이내로 제한한다.

3) 증례보고(Case report)

뇌전증과 관련된 새로운 증상, 진단, 치료 등과 관련된 증례를 

보고한다. 증례는 장황하지 않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 초점

을 맞추어 기술한다. 증례보고는 다음의 형식으로 원고를 준비

한다.

(1) Title page: 제목, 저자명 및 소속, 교신저자 정보를 명시

한다.

(2) Main body (저자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목(Title), 초

록(Abstract), 서론(Introduction), 증례(Case), 결론

(Conclusions), 감사의 글(Acknowledgment), 이해 충돌

(Conflict of interest), 저자 기여도(Author contribu-

tions), 참고문헌(References)

(3) Table and Figure: 표 또는 사진과 설명, 그림과 설명 순

서로 원고를 준비한다.

초록은 150 단어 이내, 참고문헌은 10개 이내, Keywords는 

3개 이내, 표와 그림의 수는 합하여 3개 이내로 제한한다

4)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Letter to the editor)

최근 1년간 “에필리아: 뇌전증과 사회”에 출판된 특정 논문에 

대한 건설적인 비평 또는 의견을 서술할 수 있다. 이 글은 편집

인에 의해 게재여부가 결정된다.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Title page: 제목, 저자 및 저자 정보와, 교신저자 정보를 

명시한다.

(2) Main body (저자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목(Title), 본

론(Main text), 감사의 글(Acknowledgment), 이해 충돌 

(Conflict of interest), 저자 기여도(Author contribu-

tions), 참고문헌(References)

(3) Table and Figure: 표 또는 사진과 설명, 그림과 설명 순

서로 원고를 준비한다

본문 단어 수는 750 단어 이내, 참고문헌은 5개 이내, 표와 그

림의 수는 합하여 1개 이내로 제한한다.

2. 원고의 내용(Manuscript)

1) 표지(Title page)

표지에는 논문의 국문 제목, 저자명 및 소속을 기재하며, 영문

으로 동일한 내용을 위의 순서에 의거하여 기재한다. 영문 성

명은 약어를 쓰지 않는다. 저자들의 소속은 오른쪽 어깨 번호

로 소속과 저자명을 일치시킨다.

제목은 논문의 목적을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며, 연구 방법이 

중요한 경우 부제목을 설정할 수 있다.

표지 하단에 교신저자(Address for correspondence)의 이름, 

소속,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메일 주소를 영문으로 기

록한다.

2) 본문(Main body)

본문에는 저자의 소속, 성명 등은 일체 포함하지 않는다.

(1) 초록(Abstract)

초록은 영문으로 작성한다. 원저의 경우 목적(Objectives), 방

법(Methods), 결과(Results), 결론(Conclusions)의 순서로 

문단을 나눈다. 종설, 특집, 증례보고는 구분 없이 한 문단으로 

작성한다.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은 초록을 포함하지 않는다. 

특집은 내용에 따라서 초록을 생략할 수 있다. 초록에서는 참

고문헌을 인용할 수 없다.

영문 초록 하단에는 Keywords를 기재하며 영문으로 Index 

Medicus의 주제색인(MeSH-Medical Subject Headlines)

에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서론(Introduction)

연구의 목적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제시하며 배경에 관한 기술

은 목적과 연관이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3) 방법(Methods)

연구의 계획, 대상과 방법을 순서대로 기술한다. 환자의 진단

을 어떻게 확인하였는지,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였는지를 상세

히 기록한다. 실험 방법이 주안점인 경우 재현 가능하도록 구

체적으로 기술한다. 기계 및 약품의 경우 괄호 안에 제조 회사, 

도시 및 국적을 기입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연구기

관의 임상시험 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 및 동의서 취득 여부에 대한 윤리서약(ethical 

statements)을 명시해야 한다.

www.jepil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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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Results)

연구 결과를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나열하고, 실측치에 변동이 

많은 생물학적 계측에서는 통계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표를 사

용할 경우 본문에 표의 내용을 중복 기술할 필요는 없으며, 다

만 중요한 경향과 요점은 간략히 기술한다.

(5) 고찰(Discussion)

연구 결과에 대해 다른 연관 자료와 비교 분석하면서 고찰한

다. 연구 결과의 내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결론과 연구의 

목적을 연관시킨다. 새롭고 중요한 관찰을 강조하며, 결과의 

내용을 중복 기술하지 않는다. 관찰한 소견의 의미 및 한계점

을 기술한다.

(6) 감사의 글(Acknowledgment)

본 연구에 기여하였으나 공동저자로의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

에 대한 감사의 글을 넣을 수 있다. 연구 기여자의 구체적인 역

할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여야 하며(예를 들면, 자료 수집, 재정

적 보조, 통계 처리, 실험 분석 등), 저자는 당사자에게 감사의 

글에 이름을 기재한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아

야 한다. 해당 내용이 없으면 ‘없음’으로 적는다.

(7) 이해 충돌(Conflict of interest)

저자는 원고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 지원이나 논문에 

대한 이해 관계에 충돌이 있다면 이를 명시한다. 해당 내용이 

없으면 ‘없음’으로 적는다.

(8) 저자 기여도(Author contributions)

각 저자들이 본 연구에 기여한 바를 명시하며 영문으로 기술한

다. 저자의 기여 항목별로 핵심적인 기여를 한 저자의 영문 이

니셜을 명시한다. 저자의 기여 항목 예시는 다음과 같다: 

Conceptualization, Data curation, Formal analysis, 

Funding acquisition, Investigation, Methodology, Proj-

ect administration, Resources, Software, Supervision, 

Validation, Visualization, Writing—original draft, and 

Writing— review & editing.

(9) 참고문헌(References)

참고문헌은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의 

밴쿠버 표기 양식(Vancouver style)을 따라야 한다.

- 국내 문헌을 포함한 모든 문헌은 영문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한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 번

호와 함께 기록하고 본문에는 어깨번호를 붙여야 한다.

- 한 곳의 인용할 참고문헌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빈 여백 없

이 콤마(,)로 문헌번호를 구분하고, 3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

이픈(-)을 사용한다(예: 3-5 또는 3-5,7).

- 6인 이하 저자인 경우는 전원을 기록하며, 7인 이상인 경우

는 최초 3인 후에 “et al.”로 끝맺는다.

- 학술지명의 표기는 Index Medicus의 공인 약어를 사용하

고, 이탤릭체를 사용한다.

- 출판하지 않은 자료는 참고문헌에 기술할 수 없으며, 부득이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문에 괄호하고 “(홍길동, 개인적 의

견 교환)” 혹은 “(홍길동, 미출간 데이터)”와 같이 기술한다.

- 출판 중(in press)인 논문을 인용할 경우, 게재가 확정된 논

문이어야 하며, 출판 예정인 저널 또는 단행본의 이름을 기

술한다.

다음의 예제를 참고한다.

<정기 학술지의 논문>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연도;권수:면수.

예 1: Lee KS, Choi IS. A clinical study of brain tuberculo-

mas based upon 20 case records. J Korean Neurol 

Assoc 1985;3:241-253.

예 2: Landrigan CP, Rothschild JM, Cronin JW, et al. Ef-

fect of reducing interns’ work hours on serious 

medical errors in intensive care units. N Engl J Med 

2004;351:1838-1848.

예 3: Currie LJ, Harrison HB, Trugman JM, Bennett JP, 

Wooten GF. Early morning dystonia in Parkinson’s 

disease. Neurology 1998;51:283-285.

예 4: Shen HM, Zhang QF. Risk assessment of nickel car-

cinogenicity and occupational lung cancer. Envi-

ron Health Perspect 1994;102 Suppl 1:275-282.

<단행본>

저자명. 도서명. 발행판수. 발행지: 발행사, 연도;면수.

예: Wyllie E. The treatmemt of epilepsy. 2nd ed. Balti-

more: Williams & Wilkins, 1997;97-98.

<단행본 내의 chapter>

저자명. Chapter 제목. In: 편집자명. 도서명. 발행판수. 발행

지: 발행사, 연도;면수.

예: Calne CB, Duvoision RFC, McGeer E. Speculation on 

the etiology of Parkinson’s disease. In: Hassler RG, 

Christ JF. Advances in neurology. 2nd ed. Vol. 40. 

New York: Raven Press, 1984;35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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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매체 자료>

예: Morse SS. Factors in the emergence of infectious dis-

eases. Emerg Infect Dis [serial online] 1995 Jan-Mar 

[cited 1996 Jun 5]; 1(1): [24 screens]. URL: http://

www.cdc.gov/ncidod/EID/eid.htm. Access date.

3) 표(Table)

표는 개별 파일로 제출한다. 표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기

록한다. 제목은 절 혹은 구의 형태로 표 상단에 기술하고,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설명은 표 하단에 문장의 형태로 기

술한다. 표의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지 않고도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독자적인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본문에서 인용할 때, 

‘Table’이라는 표식 뒤에 한 칸을 띄고 본문 인용 순서대로 아

라비아 숫자 번호를 사용한다. 분량은 4줄 이상의 데이터를 포

함하며 1쪽을 넘지 않는다. 약어 사용 시 해당 표의 하단에 풀

어서 설명하며(예: FT, frontotemporal; PO, parietooccip-

ital), 그 위치는 기호설명 아래로 한다. 기호 사용 때 *, †, ‡, 

§, ∥, ¶, **, ††, ‡‡의 순으로 하며 이를 하단 각주에 줄을 

바꾸면서 설명한다.

4) 그림 또는 사진(Figure)

그림 또는 사진은 개별 파일로 제출한다 (JPEG, TIFF, or PPT 

format). 사진 또는 그림의 설명은 영문으로 기록한다. 제목은 

절 혹은 구의 형태로 영문으로 기술하고, 첫 자를 대문자로 표

기한다. 설명은 그림 아래에 문장의 형태로 기술한다. 그림 또

는 사진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지 않고도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독자적인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본문에서 인용할 때, 

‘Fig.’라는 표식 뒤에 한 칸을 띄고 본문 인용 순서대로 아라비

아 숫자 번호를 사용한다. 동일 번호의 사진이나 그림이 2개 이

상인 경우, 아라비아 숫자 이후에 알파벳 글자를 기입하여 표

시한다(예: Fig. 1A, Fig. 1B). 약어 사용 시 해당 표의 하단에 

풀어서 설명하며(예: FT, frontotemporal; PO, parietooc-

cipital), 그 위치는 기호설명 아래로 한다. 기호 사용 때 *, †, 

‡, §, ∥, ¶, **, ††, ‡‡의 순으로 하며 이를 하단 각주에 

줄을 바꾸면서 설명한다. 저자가 천연색 게재를 원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출판 전에 알리며, 그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논문 심사 과정(Review Process)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은 접수한 원고를 먼저 심사하며, 다

음과 같은 경우에 심의 없이 저자에게 반송할 수 있다: (1) 본 

잡지의 성격과 연관이 없는 원고, (2) 투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

은 원고, (3) 본 잡지의 학문적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원

고. 편집위원회는 접수한 원고를 2명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하

여 심의를 받은 후, 게재 적합성에 대하여 최종 판정한다. 필요

한 경우, 제3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심사자는 저자 정보를 

알 수 없다.

교정쇄(Proofreading)

저자는 출판사로부터 교정쇄를 받으면, 저자는 주의 깊게 오타

나 원고와 잘못된 부분을 살펴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때 

이루어진 원고의 변화로 인해 마지막 수정본과 그 의미가 달라

지지 않아야 한다. 교정쇄는 저자에 의해 교정되어야 하며 최

종적으로 편집인이 확인한 후 출판한다.

편집위원회는 내용이 변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구 수정을 할 

수 있다.

원고 제출(Submission)

원고는 “에필리아: 뇌전증과 사회” 전자우편(epilia.journal@

gmail.com)로 워드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원고 투고 및 문의처>

대한임상뇌전증연구학회

주소: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 (신당

동,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2층 신경과 뇌영상분석실)

전화: +82-53-258-4376

팩스: +82-53-258-4380

전자우편: epilia.journal@gmail.com

<규정의 발효>

1) 본 규정은 2019년 0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www.jepil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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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임상뇌전증연구학회(에필리아)의 학회

지인 ‘에필리아: 뇌전증과 사회(영문명 Epilia: Epilepsy and 

Community)’에 투고 또는 발표하는 논문에 대해서 투고자 

또는 발표자, 그리고 대한임상뇌전증연구학회원들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 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

며 준수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2조(적용대상)

‘에필리아: 뇌전증과 사회’에 투고되는 모든 원고, 출판물, 투

고자, 대한임상뇌전증연구학회의 발표자와 발표물.

제3조(위반행위)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

는 위조

2)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

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

하는 변조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

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

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

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

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

시’ 행위

5) 타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를 

본 학회지에 투고, 게재하거나 본 학회지에 투고 중인 원고

를 타 학술지에 임의로 전재하는 중복 게재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

난 행위

제4조(윤리규정의 준수)

논문 투고자는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논문의 투고 신청시 

표지 윤리규정 서약서 양식 ‘연구윤리규정 준수’란에 반드시 

서명,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윤리위원회)

연구윤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한임상뇌전증

연구학회 내에 윤리위원회를 둔다.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4

인의 윤리위원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한다.

제6조(윤리규정 심의)

연구윤리 위반 사항에 대한 제보가 있으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신속히 소집하여 적절한 조사와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7조(위반에 대한 처리)

1. 제보자에 대한 처리

1) 연구규정 위반에 대한 제보는 본 학회의 회원 및 비회원 누

구나 가능하다.

2) 제보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

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의 제보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

명의 제보라도 위원회에서 그 내용과 증거가 구체적이라고 

판단되면 조사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보자의 소속 신원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

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한다.

4) 허위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제보자는 제보 이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

여 본 학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수 있으며 본 학회는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2. 피조사자에 대한 처리

1)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조사자가 서

면, 혹은 출석 해명 등을 통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

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2) 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

Publication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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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3.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처리

1) 윤리위원회에서 확정될 경우 그 처리 결과를 학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에 관한 기록은 본 학회에 보관한다. 보관 기간

은 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이사회는 연구규정 위반자의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회원 

자격 정지, 혹은 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며 향후 위반자

의 본 학회지 투고 자격을 결정한다.

제8조

기타 위배되는 상황에 대한 심사 및 처리 절차는 대한의학학술

지편집인협의회에서 제정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

인’(https://www.kamje.or.kr/board/view?b_name=bo_

publication&bo_id=7)에 따른다.

www.jepil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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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제목

국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영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한임상뇌전증연구학회의 공식 학술지인 “에필리아: 뇌전증과 사회(Epilia: Epilepsy and Community)”는 논문을 투고함에 대

한 저작권, 이해갈등, 연구윤리 규정 준수(Copyright Transfer Agreement, Conflict of interest, Ethical statement)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신저자를 포함한 모든 저자들은 필히 다음 사항을 읽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

을 경우에는 본 논문이 심사되지 않고 반송될 수 있습니다.

[연구윤리 규정 Ethical Statement]

저자는 “에필리아: 뇌전증과 사회(Epilia: Epilepsy and Community)”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 이양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저자는 본 논문이 중복 또는 이중 게재되지 않음을 밝힙니다. 저자는 본 논문이 “에필리아: 뇌전증과 사회(Epilia: Epilepsy and 

Community)”에 서면 허가를 받으면, 향후 이 논문과 관련된 저작권이 대한임상뇌전증연구학회로 이전됨을 인정합니다.

[이해갈등 Conflict of Interest]

논문의 모든 저자는 연구 내용에 대하여 공적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연구에 충분히 참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에필리아: 뇌전증

과 사회(Epilia: Epilepsy and Community)”는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가 정한 이해 관계에 대한 규정을 따릅니다. 저자는 

원고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지원이나 논문에 대한 이해 관계에 충돌이 있다면 이를 ‘표지’에 밝혀야 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성명

                                                                                                                                                      

                                                                                                                                                      

                                                                                                                                                      

                                                                                                                                                      

                                                                                                                                                      

                                                                                                                                                      

서명

                                                                                                                                                      

                                                                                                                                                      

                                                                                                                                                      

                                                                                                                                                      

                                                                                                                                                      

                                                                                                                                                      

날짜

                                                                                                                                                      

                                                                                                                                                      

                                                                                                                                                      

                                                                                                                                                      

                                                                                                                                                      

                                                                                                                                                      

저자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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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독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2
TEL. 02-527-5114  l  FAX. 02-527-5001  l  www.handok.co.kr

Selected Prescribing Information

[트리렙탈®필름코팅정 150mg, 300mg, 600mg] 최신 제품정보 개정일 : 2018.01.15 [주성분] 옥스카르바제핀 [효능효과] 부분 발작(이차적인 전신발작을 수반하는 경우 포함), 전신 강직간대발작 [용법용량(요약)] 성인: 1 일 600mg~2,400mg.  소아: 3 세 이하의 소아에 대해서는 복용을 피하는 것
이 좋다. 신기능 장애 환자에 투여 시 용량조절이 필요하다. [경고] 1) 자살충동과 자살행동 : 항전간제를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전간제를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에 대하여 모니터
링 되어야 한다. 항전간제를 처방받는 간질과 다른 많은 질병은 그 자체가 이환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전간제 처방시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한다. 2) 저
나트륨혈증(hyponatremia) : 이 약의 치료 중 혈청 나트륨치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치료 전과 치료 개시 후 정기적으로 혈청 나트륨치를 측정해야 한다. 특히 이미 많은 수분 섭취가 필요한 신장애를 갖고 있거나, 혈청 나트륨치가 낮은 환자, 혈청 나트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약물(예 : 이뇨제, 데스모프레
신)을 투여하거나 NSAIDs(예 : 인도메타신)로 치료받는 환자, 혹은 저나트륨 혈증의 증상(예 : 구역, 권태, 두통, 졸음증, 혼란, 둔감 또는 발작 빈도 혹은 정도의 증가)을 보이는 환자에게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 신부전, 간부전 또는 심부전 환자나 고령자에게는 이상반응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 카르바마제핀에 대하여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사용할 경우 이러한 환자 중 약 25～30%에서 교차 알레르기 반응이 보고되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이는 두 약물의 구조적 유사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5) 중대한 피부반응: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및 독성표피
괴사용해(리엘증후군) 를 포함하는 중대한 피부반응이 소아와 성인에서 이 약의 사용과 관련하여 보고되었다. 보고된 증례의 발현시간(중앙값)은 19일이었다. 이러한 중대한 피부반응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몇 명 환자는 치명적인 결과로 입원이 필요했던 보고가 매우 드물게 있었다. 이 약을 재투여하였
을 때 중증의 피부반응의 재발 또한 보고되었다. 이 약과 관련된 TEN과 SJS의 보고율은 보고저하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과소평가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기본 발생율 추정치보다 약 3배에서 10배 높았다. 전체 피험자집단에서 이러한 피부반응의 기본 발생율은 100만인 년(person years) 당 0.5～6례였다. 따
라서 피험자가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피부반응이 발생할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고 다른 항전간제를 처방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6) 모든 항전간제와 마찬가지로 이 약은 발작횟수의 증가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에스리
카르바제핀, 카르바마제핀, 다른 삼환계 항우울제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2) 방실차단 환자  3) 골수억제 환자(marrow depression condition) 4) MAO억제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MAO억제제 투여 중단 후 최소 15일이 경과한 뒤 이 약을 투여해야 한다.)  5) 이 약의 사용과 관련해서 
아나필락시스와 혈관부종이 발생한 환자 [다음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임신을 원하는 여성  2) 수유부 3) 간염이나 간부전이 의심되는 환자 혹은 중증의 간장애 환자 4) 심장 전도 장애 병력이 있는 환자 혹은 방실 전도 억제 약물을 복용중인 환자 5) 심부전 
환자 6) 중증의 신장애 환자 7) 저나트륨혈증 환자 혹은 혈청 나트륨을 저하시킬 수 있는 약물 또는 NSAIDs를 투여중인 환자 8) 고령자, 특히 신장 기능 장애가 있는 고령의 환자 *처방하시기 전, 상세 제품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트리렙탈®현탁액 6%] 최신 제품정보 개정일 : 2019.12.06 [주성분] 옥스카르바제핀 [효능효과]부분 발작(이차적인 전신발작을 수반하는 경우 포함), 전신 강직간대발작 [용법용량(요약)] 성인: 1 일 600mg~2,400mg. 소아: 1 일 8-60mg/kg. 투여 1 일 2 회 분할 투여한다. 신기능 장애 환자에 투여 시 용
량조절이 필요하다. [경고] 1) 자살충동과 자살행동 : 항전간제를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전간제를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에 대하여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항전간제를 처방받는 간
질과 다른 많은 질병은 그 자체가 이환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전간제 처방시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한다. 2) 저나트륨혈증(hyponatremia) : 이 약의 
치료 중 혈청 나트륨치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치료 전과 치료 개시 후 정기적으로 혈청 나트륨치를 측정해야 한다. 특히 이미 많은 수분 섭취가 필요한 신장애를 갖고 있거나, 혈청 나트륨치가 낮은 환자, 혈청 나트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약물(예 : 이뇨제, 데스모프레신)을 투여하거나 NSAIDs(예 : 인도메
타신)로 치료받는 환자, 혹은 저나트륨 혈증의 증상(예 : 구역, 권태, 두통, 졸음증, 혼란, 둔감 또는 발작 빈도 혹은 정도의 증가)을 보이는 환자에게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 신부전, 간부전 또는 심부전 환자나 고령자에게는 이상반응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 카르바마제핀에 
대하여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사용할 경우 이러한 환자 중 약 25～30%에서 교차 알레르기 반응이 보고되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이는 두 약물의 구조적 유사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5) 중대한 피부반응: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및 독성표피괴사용해(리엘증후군) 를 포함하는 중
대한 피부반응이 소아와 성인에서 이 약의 사용과 관련하여 보고되었다. 보고된 증례의 발현시간(중앙값)은 19일이었다. 이러한 중대한 피부반응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몇 명 환자는 치명적인 결과로 입원이 필요했던 보고가 매우 드물게 있었다. 이 약을 재투여하였을 때 중증의 피부반응의 재발 또한 보
고되었다. 이 약과 관련된 TEN과 SJS의 보고율은 보고저하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과소평가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기본 발생율 추정치보다 약 3배에서 10배 높았다. 전체 피험자집단에서 이러한 피부반응의 기본 발생율은 100만인 년(person years) 당 0.5～6례였다. 따라서 피험자가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피부반응이 발생할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고 다른 항전간제를 처방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6) 모든 항전간제와 마찬가지로 이 약은 발작횟수의 증가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에스리카르바제핀, 카르바마제핀, 다른 삼환
계 항우울제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2) 방실차단 환자 3) 골수억제 환자(marrow depression condition) 4) MAO억제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MAO억제제 투여 중단 후 최소 15일이 경과한 뒤 이 약을 투여해야 한다.) 5) 이 약의 사용과 관련해서 아나필락시스와 혈관부종이 발생한 환
자 [다음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할 것]1)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임신을 원하는 여성 2) 수유부 3) 간염이나 간부전이 의심되는 환자 혹은 중증의 간장애 환자 4) 심장 전도 장 애 병력이 있는 환자 혹은 방실 전도 억제 약물을 복용중인 환자 5) 심부전 환자 6) 중증의 신장애 환자 7) 저나트
륨혈증 환자 혹은 혈청 나트륨을 저하시킬 수 있는 약물 또는 NSAIDs를 투여중인 환자  8) 고령자, 특히 신장 기능 장애가 있는 고령의 환자 *처방하시기 전, 상세 제품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Reference 1. NICE. Epilepsies: diagnosis and management, Clinical Guideline. Available at <https://www.nice.org.uk/guidance/cg137> accessed on March 02, 2020.
전문의약품

트리렙탈®은 NICE Guideline에서 성인 및 소아부분 발작 환자에서

일차 단독요법 또는 보조요법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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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ed Prescribing Information

[트리렙탈®필름코팅정 150mg, 300mg, 600mg] 최신 제품정보 개정일 : 2018.01.15 [주성분] 옥스카르바제핀 [효능효과] 부분 발작(이차적인 전신발작을 수반하는 경우 포함), 전신 강직간대발작 [용법용량(요약)] 성인: 1 일 600mg~2,400mg.  소아: 3 세 이하의 소아에 대해서는 복용을 피하는 것
이 좋다. 신기능 장애 환자에 투여 시 용량조절이 필요하다. [경고] 1) 자살충동과 자살행동 : 항전간제를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전간제를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에 대하여 모니터
링 되어야 한다. 항전간제를 처방받는 간질과 다른 많은 질병은 그 자체가 이환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전간제 처방시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한다. 2) 저
나트륨혈증(hyponatremia) : 이 약의 치료 중 혈청 나트륨치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치료 전과 치료 개시 후 정기적으로 혈청 나트륨치를 측정해야 한다. 특히 이미 많은 수분 섭취가 필요한 신장애를 갖고 있거나, 혈청 나트륨치가 낮은 환자, 혈청 나트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약물(예 : 이뇨제, 데스모프레
신)을 투여하거나 NSAIDs(예 : 인도메타신)로 치료받는 환자, 혹은 저나트륨 혈증의 증상(예 : 구역, 권태, 두통, 졸음증, 혼란, 둔감 또는 발작 빈도 혹은 정도의 증가)을 보이는 환자에게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 신부전, 간부전 또는 심부전 환자나 고령자에게는 이상반응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 카르바마제핀에 대하여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사용할 경우 이러한 환자 중 약 25～30%에서 교차 알레르기 반응이 보고되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이는 두 약물의 구조적 유사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5) 중대한 피부반응: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및 독성표피
괴사용해(리엘증후군) 를 포함하는 중대한 피부반응이 소아와 성인에서 이 약의 사용과 관련하여 보고되었다. 보고된 증례의 발현시간(중앙값)은 19일이었다. 이러한 중대한 피부반응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몇 명 환자는 치명적인 결과로 입원이 필요했던 보고가 매우 드물게 있었다. 이 약을 재투여하였
을 때 중증의 피부반응의 재발 또한 보고되었다. 이 약과 관련된 TEN과 SJS의 보고율은 보고저하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과소평가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기본 발생율 추정치보다 약 3배에서 10배 높았다. 전체 피험자집단에서 이러한 피부반응의 기본 발생율은 100만인 년(person years) 당 0.5～6례였다. 따
라서 피험자가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피부반응이 발생할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고 다른 항전간제를 처방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6) 모든 항전간제와 마찬가지로 이 약은 발작횟수의 증가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에스리
카르바제핀, 카르바마제핀, 다른 삼환계 항우울제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2) 방실차단 환자  3) 골수억제 환자(marrow depression condition) 4) MAO억제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MAO억제제 투여 중단 후 최소 15일이 경과한 뒤 이 약을 투여해야 한다.)  5) 이 약의 사용과 관련해서 
아나필락시스와 혈관부종이 발생한 환자 [다음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임신을 원하는 여성  2) 수유부 3) 간염이나 간부전이 의심되는 환자 혹은 중증의 간장애 환자 4) 심장 전도 장애 병력이 있는 환자 혹은 방실 전도 억제 약물을 복용중인 환자 5) 심부전 
환자 6) 중증의 신장애 환자 7) 저나트륨혈증 환자 혹은 혈청 나트륨을 저하시킬 수 있는 약물 또는 NSAIDs를 투여중인 환자 8) 고령자, 특히 신장 기능 장애가 있는 고령의 환자 *처방하시기 전, 상세 제품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트리렙탈®현탁액 6%] 최신 제품정보 개정일 : 2019.12.06 [주성분] 옥스카르바제핀 [효능효과]부분 발작(이차적인 전신발작을 수반하는 경우 포함), 전신 강직간대발작 [용법용량(요약)] 성인: 1 일 600mg~2,400mg. 소아: 1 일 8-60mg/kg. 투여 1 일 2 회 분할 투여한다. 신기능 장애 환자에 투여 시 용
량조절이 필요하다. [경고] 1) 자살충동과 자살행동 : 항전간제를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전간제를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에 대하여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항전간제를 처방받는 간
질과 다른 많은 질병은 그 자체가 이환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전간제 처방시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한다. 2) 저나트륨혈증(hyponatremia) : 이 약의 
치료 중 혈청 나트륨치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치료 전과 치료 개시 후 정기적으로 혈청 나트륨치를 측정해야 한다. 특히 이미 많은 수분 섭취가 필요한 신장애를 갖고 있거나, 혈청 나트륨치가 낮은 환자, 혈청 나트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약물(예 : 이뇨제, 데스모프레신)을 투여하거나 NSAIDs(예 : 인도메
타신)로 치료받는 환자, 혹은 저나트륨 혈증의 증상(예 : 구역, 권태, 두통, 졸음증, 혼란, 둔감 또는 발작 빈도 혹은 정도의 증가)을 보이는 환자에게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 신부전, 간부전 또는 심부전 환자나 고령자에게는 이상반응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 카르바마제핀에 
대하여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사용할 경우 이러한 환자 중 약 25～30%에서 교차 알레르기 반응이 보고되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이는 두 약물의 구조적 유사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5) 중대한 피부반응: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및 독성표피괴사용해(리엘증후군) 를 포함하는 중
대한 피부반응이 소아와 성인에서 이 약의 사용과 관련하여 보고되었다. 보고된 증례의 발현시간(중앙값)은 19일이었다. 이러한 중대한 피부반응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몇 명 환자는 치명적인 결과로 입원이 필요했던 보고가 매우 드물게 있었다. 이 약을 재투여하였을 때 중증의 피부반응의 재발 또한 보
고되었다. 이 약과 관련된 TEN과 SJS의 보고율은 보고저하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과소평가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기본 발생율 추정치보다 약 3배에서 10배 높았다. 전체 피험자집단에서 이러한 피부반응의 기본 발생율은 100만인 년(person years) 당 0.5～6례였다. 따라서 피험자가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피부반응이 발생할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고 다른 항전간제를 처방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6) 모든 항전간제와 마찬가지로 이 약은 발작횟수의 증가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에스리카르바제핀, 카르바마제핀, 다른 삼환
계 항우울제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2) 방실차단 환자 3) 골수억제 환자(marrow depression condition) 4) MAO억제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MAO억제제 투여 중단 후 최소 15일이 경과한 뒤 이 약을 투여해야 한다.) 5) 이 약의 사용과 관련해서 아나필락시스와 혈관부종이 발생한 환
자 [다음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할 것]1)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임신을 원하는 여성 2) 수유부 3) 간염이나 간부전이 의심되는 환자 혹은 중증의 간장애 환자 4) 심장 전도 장 애 병력이 있는 환자 혹은 방실 전도 억제 약물을 복용중인 환자 5) 심부전 환자 6) 중증의 신장애 환자 7) 저나트
륨혈증 환자 혹은 혈청 나트륨을 저하시킬 수 있는 약물 또는 NSAIDs를 투여중인 환자  8) 고령자, 특히 신장 기능 장애가 있는 고령의 환자 *처방하시기 전, 상세 제품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Reference 1. NICE. Epilepsies: diagnosis and management, Clinical Guideline. Available at <https://www.nice.org.uk/guidance/cg137> accessed on March 02, 2020.
전문의약품

트리렙탈®은 NICE Guideline에서 성인 및 소아부분 발작 환자에서

일차 단독요법 또는 보조요법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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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ed Prescribing Information

[트리렙탈®필름코팅정 150mg, 300mg, 600mg] 최신 제품정보 개정일 : 2018.01.15 [주성분] 옥스카르바제핀 [효능효과] 부분 발작(이차적인 전신발작을 수반하는 경우 포함), 전신 강직간대발작 [용법용량(요약)] 성인: 1 일 600mg~2,400mg.  소아: 3 세 이하의 소아에 대해서는 복용을 피하는 것
이 좋다. 신기능 장애 환자에 투여 시 용량조절이 필요하다. [경고] 1) 자살충동과 자살행동 : 항전간제를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전간제를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에 대하여 모니터
링 되어야 한다. 항전간제를 처방받는 간질과 다른 많은 질병은 그 자체가 이환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전간제 처방시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한다. 2) 저
나트륨혈증(hyponatremia) : 이 약의 치료 중 혈청 나트륨치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치료 전과 치료 개시 후 정기적으로 혈청 나트륨치를 측정해야 한다. 특히 이미 많은 수분 섭취가 필요한 신장애를 갖고 있거나, 혈청 나트륨치가 낮은 환자, 혈청 나트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약물(예 : 이뇨제, 데스모프레
신)을 투여하거나 NSAIDs(예 : 인도메타신)로 치료받는 환자, 혹은 저나트륨 혈증의 증상(예 : 구역, 권태, 두통, 졸음증, 혼란, 둔감 또는 발작 빈도 혹은 정도의 증가)을 보이는 환자에게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 신부전, 간부전 또는 심부전 환자나 고령자에게는 이상반응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 카르바마제핀에 대하여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사용할 경우 이러한 환자 중 약 25～30%에서 교차 알레르기 반응이 보고되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이는 두 약물의 구조적 유사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5) 중대한 피부반응: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및 독성표피
괴사용해(리엘증후군) 를 포함하는 중대한 피부반응이 소아와 성인에서 이 약의 사용과 관련하여 보고되었다. 보고된 증례의 발현시간(중앙값)은 19일이었다. 이러한 중대한 피부반응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몇 명 환자는 치명적인 결과로 입원이 필요했던 보고가 매우 드물게 있었다. 이 약을 재투여하였
을 때 중증의 피부반응의 재발 또한 보고되었다. 이 약과 관련된 TEN과 SJS의 보고율은 보고저하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과소평가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기본 발생율 추정치보다 약 3배에서 10배 높았다. 전체 피험자집단에서 이러한 피부반응의 기본 발생율은 100만인 년(person years) 당 0.5～6례였다. 따
라서 피험자가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피부반응이 발생할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고 다른 항전간제를 처방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6) 모든 항전간제와 마찬가지로 이 약은 발작횟수의 증가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에스리
카르바제핀, 카르바마제핀, 다른 삼환계 항우울제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2) 방실차단 환자  3) 골수억제 환자(marrow depression condition) 4) MAO억제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MAO억제제 투여 중단 후 최소 15일이 경과한 뒤 이 약을 투여해야 한다.)  5) 이 약의 사용과 관련해서 
아나필락시스와 혈관부종이 발생한 환자 [다음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임신을 원하는 여성  2) 수유부 3) 간염이나 간부전이 의심되는 환자 혹은 중증의 간장애 환자 4) 심장 전도 장애 병력이 있는 환자 혹은 방실 전도 억제 약물을 복용중인 환자 5) 심부전 
환자 6) 중증의 신장애 환자 7) 저나트륨혈증 환자 혹은 혈청 나트륨을 저하시킬 수 있는 약물 또는 NSAIDs를 투여중인 환자 8) 고령자, 특히 신장 기능 장애가 있는 고령의 환자 *처방하시기 전, 상세 제품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트리렙탈®현탁액 6%] 최신 제품정보 개정일 : 2019.12.06 [주성분] 옥스카르바제핀 [효능효과]부분 발작(이차적인 전신발작을 수반하는 경우 포함), 전신 강직간대발작 [용법용량(요약)] 성인: 1 일 600mg~2,400mg. 소아: 1 일 8-60mg/kg. 투여 1 일 2 회 분할 투여한다. 신기능 장애 환자에 투여 시 용
량조절이 필요하다. [경고] 1) 자살충동과 자살행동 : 항전간제를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전간제를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에 대하여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항전간제를 처방받는 간
질과 다른 많은 질병은 그 자체가 이환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전간제 처방시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한다. 2) 저나트륨혈증(hyponatremia) : 이 약의 
치료 중 혈청 나트륨치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치료 전과 치료 개시 후 정기적으로 혈청 나트륨치를 측정해야 한다. 특히 이미 많은 수분 섭취가 필요한 신장애를 갖고 있거나, 혈청 나트륨치가 낮은 환자, 혈청 나트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약물(예 : 이뇨제, 데스모프레신)을 투여하거나 NSAIDs(예 : 인도메
타신)로 치료받는 환자, 혹은 저나트륨 혈증의 증상(예 : 구역, 권태, 두통, 졸음증, 혼란, 둔감 또는 발작 빈도 혹은 정도의 증가)을 보이는 환자에게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 신부전, 간부전 또는 심부전 환자나 고령자에게는 이상반응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 카르바마제핀에 
대하여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사용할 경우 이러한 환자 중 약 25～30%에서 교차 알레르기 반응이 보고되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이는 두 약물의 구조적 유사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5) 중대한 피부반응: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및 독성표피괴사용해(리엘증후군) 를 포함하는 중
대한 피부반응이 소아와 성인에서 이 약의 사용과 관련하여 보고되었다. 보고된 증례의 발현시간(중앙값)은 19일이었다. 이러한 중대한 피부반응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몇 명 환자는 치명적인 결과로 입원이 필요했던 보고가 매우 드물게 있었다. 이 약을 재투여하였을 때 중증의 피부반응의 재발 또한 보
고되었다. 이 약과 관련된 TEN과 SJS의 보고율은 보고저하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과소평가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기본 발생율 추정치보다 약 3배에서 10배 높았다. 전체 피험자집단에서 이러한 피부반응의 기본 발생율은 100만인 년(person years) 당 0.5～6례였다. 따라서 피험자가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피부반응이 발생할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고 다른 항전간제를 처방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6) 모든 항전간제와 마찬가지로 이 약은 발작횟수의 증가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에스리카르바제핀, 카르바마제핀, 다른 삼환
계 항우울제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2) 방실차단 환자 3) 골수억제 환자(marrow depression condition) 4) MAO억제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MAO억제제 투여 중단 후 최소 15일이 경과한 뒤 이 약을 투여해야 한다.) 5) 이 약의 사용과 관련해서 아나필락시스와 혈관부종이 발생한 환
자 [다음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할 것]1)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임신을 원하는 여성 2) 수유부 3) 간염이나 간부전이 의심되는 환자 혹은 중증의 간장애 환자 4) 심장 전도 장 애 병력이 있는 환자 혹은 방실 전도 억제 약물을 복용중인 환자 5) 심부전 환자 6) 중증의 신장애 환자 7) 저나트
륨혈증 환자 혹은 혈청 나트륨을 저하시킬 수 있는 약물 또는 NSAIDs를 투여중인 환자  8) 고령자, 특히 신장 기능 장애가 있는 고령의 환자 *처방하시기 전, 상세 제품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Reference 1. NICE. Epilepsies: diagnosis and management, Clinical Guideline. Available at <https://www.nice.org.uk/guidance/cg137> accessed on March 02, 2020.
전문의약품

트리렙탈®은 NICE Guideline에서 성인 및 소아부분 발작 환자에서

일차 단독요법 또는 보조요법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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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 Medicine”
     “Different Canadian Quality”

파마사이언스 코리아는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공급합니다.

피엠에스

프레가발린캡슐

카나가바로틴캡슐

피에스

가발린캡슐
25mg

75mg

100mg

150mg

50mg

300mg

300mg

400mg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 

Pregabalin

Pregabalin 

Gabapentin 





※ 리리카® 캡슐, 리리카® CR 서방정의 가장 흔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은 어지러움 및 졸음이었고, 이상반응은 대체로 경증, 중등증으로 나타남
References 1. 리리카® 캡슐 제품설명서 개정년월일: 최초품목허가일: 2005.06.14(75mg, 150mg, 300mg) 2018.02.26(25mg, 50mg) 최종변경허가일: 2019.12.30(25mg, 50mg, 75mg, 150mg, 300mg)  2. 리리카® CR 서방정 제품설명서 최초품목허가일: 2018.07.18 최종변경 허가일:2019.12.30. 

리리카® 제품설명서 요약정보 [성분 함량] LYRICA® capsules 25 mg, 50 mg, 75 mg, 150 mg, 300 mg (프레가발린) [원료약품의 분량] 25 mg: 1캡슐 (138 mg)당 프레가발린 (EP) 25 mg을 함유, 50 mg: 1캡슐 (248 mg) 당 프레가발린 (EP) 50 mg을 함유, 75 mg: 1 캡슐 (100 mg)당 프레가발린 (EP) 75 mg을 함유, 150 mg: 1 캡슐 (200 mg)당 프레가발린 (EP) 150 mg을 함유, 300 mg: 1 캡슐 (400 mg)당 프레가발린 (EP) 300 
mg을 함유 [효능·효과] 1. 성인에서 말초와 중추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 2. 간질: 성인에서 이차적 전신증상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의 보조제 3. 섬유근육통의 치료 [용법·용량] 이 약은 프레가발린으로서 1일 총 투여용량을 1일 2회로 나누어 음식물과 상관없이 경구 투여한다. 이 약은 주로 신장으로 배설되므로,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에 대해서는 용량이 조절되어야 한다. (‘5. 신기능 장애환자’항 참고) 1. 신경병증성 
통증 1)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성인: 이 약은 시작용량으로 1일 150 mg을 투여할 수 있다. 개개 환자에서의 반응과 내약성에 근거하여 3일 내지 7일 후에 1일 300 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이후 7일 간격으로 1일 최대 600 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2) 중추 신경병증성 통증 -성인: 이 약은 시작용량으로1일 150 mg을 투여할 수 있다. 개개 환자에서의 반응과 내약성에 근거하여 1주일 후에 1일 300 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추가로 1주일 후에 목표 1일 용량인 600 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목표 1일 용량에서 내약성을 나타내지 않을 경우 용량 감소가 고려될 수 있다. (‘4.투여의 중단’항 참고) 2. 간질 -성인: 이 약은 시작용량으로 1일 150 mg을 투여할 수 있다. 개개 환자에서의 반응과 내약성에 근거하여 일주일 후에 1일 300 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이 후 7일 간격으로 1일 최대 600 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3. 섬유근육통: 섬유근육
통에대한 이 약의 권장 용량은 1일 300 mg ~ 450 mg 이다. 이 약은 시작 용량으로 75 mg 씩 1일 2회 (1일 150 mg)를 투여하며, 유효성과 내약성에 근거하여 1주일 이내에 150 mg 씩 1일 2회 (1일 300 mg) 까지 증량할 수 있다. 1일 300 mg의 용량에서 충분한 유익성을 경험하지 못한 환자의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225 mg씩 1일 2회 (1일 450 mg) 까지 증량할 수 있다. 1일 600 mg의 용량에서도 임상 연구가 실시되었으나, 
이 용량에서의 부가적인 유익성이나 충분한 내약성에 대한 증거는 없다. 용량 의존적인 이상반응을 고려하면, 1일 450 mg을 초과하는 용량 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4. 투여의 중단: 현재의 임상적 경험에 따르면,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할 경우, 적어도 1주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중단하여야 한다. 5. 신기능 장애환자: 이 약은 전신순환을 거친 후 미변화체의 형태로 주로 신장으로 배설된다. 이 약의 클리어런스는 크레아
티닌 클리어런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의 용량감소는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에 근거하여 개별화되어야 한다. 이 약은 혈액투석에 의해 혈장에서 기저치 대비 유의하게 제거된다. (4시간 이내에 50%정도). 혈액투석을 하는 환자에서 프레가발린의 1일 투여용량은 신기능에 근거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신기능에 따른 1일 투여용량 외에 매 4시간 마다 혈액투석을 실시한 후에는 추가로 보충 용량
을 즉시 투여하여야 한다. 6. 간기능 장애환자: 간기능 장애환자에서의 용량조정은 필요치 않다. 7. 소아 및 청소년 환자: 만 12세 미만의 소아와 만 12 ~ 17세의 청소년 환자에 대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8. 고령자에 대한 투여 (만 65세 이상): 신기능이 저하된 고령자의 경우에는, 용량 감소가 필요할 수도 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자살충동과 자살행동 1) 항간질 약을 복
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간질약을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에 대하여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2) 항간질약을 처방받는 간질과 다른 많은 질병은 그 자체가 이환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간질약 처방시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프레가발린 또는 이 약의 성분에 과민한 환자 2)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 (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 (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 (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된다.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당뇨환자: 최근 프레가발린의 투여로 체중이 증가된 당뇨환자는 혈당강하제의 용량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2) 혈관부종을 포함한 과민반응이 시판 후 경험에서 보고된 바 있다. 안면, 입주위 및 상기도 부종과 같은 혈관부종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즉시 프레가발린을 중단해야 한다. 3) 고령자: 프레가발린의 투여는 고령의 환자에서 우연한 상해의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어지러움 및 졸
음과 연관되었다. 시판 후 조사에서 의식 소실, 혼돈, 정신 장애가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이 약의 잠재적인 효과에 익숙해질 때까지 주의하도록 환자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 4) 시판 후 경험에서, 프레가발린을 투여한 환자에서 일시적 시야흐림과 시력의 다른 변화가 보고되었다. 프레가발린의 중단으로 이러한 증상이 사라지거나 개선될 수 있다. 5) 프레가발린을 보조제로서 투여하여 발작을 조절한 후 프레가발린을 단독요법으로 
투여하기 위해 병용중인 항간질약을 중단한 경험에 대한 자료는 충분치 않다. 6) 프레가발린을 단기간 또는 장기간 치료하다 중단한 후에, 일부 환자에서 불면증, 두통, 구역, 불안, 설사, 인플루엔자유사증후군, 안절부절, 우울, 통증, 발작, 다한증 및 어지러움과 같은 금단 증상이 관찰되었다. 7) 프레가발린은 약물 남용과 관련된 수용체에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시판후 자료에서 오용 및 남용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다
른 모든 CNS 활성 약물과 마찬가지로, 환자들의 약물 남용 병력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그들의 프레가발린 오용 및 남용 징후 (예, 내성의 발전, 투여용량 증량, 약물추구 행위)를 관찰해야 한다. 8) 신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 중단의 효과가 체계적으로 연구된 바는 없으나, 프레가발린의 중단이나 용량 감소 후에 신기능이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9) 프레가발린 노출과 울혈성 심부전 사이에 인과 관계가 확인된 바는 없으나, 시판
후 조사에서 프레가발린을 투여한 일부 환자의 울혈성심부전이 보고된 바 있다. 임상적으로 유의한 심장 또는 말초혈관 질환이 없는 환자에 대한 단기 시험에 의하면, 고혈압이나 울혈성심부전 같은 심혈관계 합병증과 말초성 부종 사이에 명백한 관련이 나타나지 않았다. 중증의 울혈성심부전 환자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으므로 이러한 환자들에게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10) 이 약과 아편유사 진통제를 병용투여 시, 중추신경
계 억제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아편유사 진통제 사용자군에 대한 관찰연구에서, 이 약과 아편유사 진통제를 병용투여하는 환자들이 아편유사 진통제 단독투여시 보다 아편유사 진통제 관련 사망의 위험이 더 높았다 (보정된 오즈비 (aOR): 1.68, 95%신뢰구간: 1.19-2.36). 4. 이상반응: 가장 흔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은 어지러움 및 졸음이었고, 이상반응은 대체로 경증에서 중등도로 나타났다. 모든 대조임상 시험에서 이상
반응으로 인한 투여의 중단은 프레가발린을 투여한 환자의 14%, 위약을 투여한 환자의 5%에서 나타났다. 투여의 중단을 가져온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어지러움 및 졸음이었다. 가장 최근 개정된 제품설명서의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www.pfizer.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초품목허가일: 2005.06.14(75mg, 150mg, 300mg) 2018.02.26(25mg, 50mg) 최종변경허가일: 2019.12.30(25mg, 50mg, 75mg, 150mg, 300mg)

리리카® CR 서방정 제품설명서 요약정보 [성분 함량] LYRICA® CR 서방정 82.5 mg, 165 mg, 330 mg (프레가발린) [원료약품의 분량] 82.5 mg : 1정 (1158.75 mg) 중 프레가발린 (EP) 82.5 mg 을 함유, 165 mg: 1정 (1158.75 mg) 중 프레가발린 (EP) 165 mg 을 함유, 330 mg: 1정 (1158.75 mg) 중 프레가발린 (EP) 330 mg 을 함유 [효능·효과] 성인에서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 [용법·용량] 이 약은 1일 1회 저녁 식사 후 투여한
다. 이 약은 통째로 삼켜야 하며, 쪼개거나 으깨거나 씹어서는 안 된다. 이 약은 주로 신장으로 배설되므로,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에 대해서는 용량이 조절되어야 한다. (‘3. 신기능 장애환자’항 참고)만약 저녁식사 후 1시간 이내에 이 약을 복용하는 것을 잊은 경우, 취침 전 간식을 섭취하고 이 약을 복용하도록 권고한다. 만약 취침 전 이 약 복용을 잊은 경우, 아침식사를 하고 이 약을 복용하도록 권고한다. 만약 아침식사를 하고 이 
약을 복용하는 것을 잊은 경우, 통상적인 복용 시간, 즉 저녁식사 후 이 약을 복용하도록 권고한다. 이 약은 시작용량으로 1일 1회 165 mg을 투여할 수 있다. 개개 환자에서의 반응과 내약성에 근거하여 3일 내지 7일 후에 1일 1회 330 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이후 7일 간격으로 1일 최대 660 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1. 리리카 캡슐에서 리리카 CR 서방정으로 전환 리리카 캡슐에서 리리카 CR 서방정으로 전환 시, 전
환하는 날에 리리카 캡슐의 아침 용량을 처방된 대로 복용하고 저녁 식사 후 리리카 CR 서방정 투여를 시작한다. 2. 투여의 중단 현재의 임상적 경험에 따르면,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할 경우, 적어도 1주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중단하여야 한다. 3. 신기능 장애환자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가 30 mL/min 미만 또는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에서 이 약의 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환자는 리리카 캡슐을 투여받아야 
한다. 용량 의존적 이상반응을 고려하였을 때, 프레가발린이 주로 신장으로 배설되므로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는 용량을 조절한다. 신장애 환자에서의 용량조절은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에 근거한다. 4. 간기능 장애환자 간기능 장애환자에서의 용량조정은 필요치 않다. 5. 소아 및 청소년 환자 만 12세 미만의 소아와 만 12-17세의 청소년 환자에 대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6. 고령자 (만 65세 이상) 신기능이 저하된 고령자의 경우에는, 용량 감소가 필요할 수도 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자살충동과 자살행동 (1) 항간질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간질약을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에 대하여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2) 항간질약을 처방받는 간질과 다른 많은 질병
은 그 자체가 이환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간질약 처방시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프레가발린 또는 이 약의 성분에 과민한 환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당뇨환자: 최근 프레가발린의 투여로 체중이 증가된 당뇨환자는 
혈당강하제의 용량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2) 혈관부종을 포함한 과민반응이 시판 후 경험에서 보고된 바 있다. 안면, 입주위 및 상기도 부종과 같은 혈관부종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즉시 프레가발린을 중단해야 한다. 3) 고령자: 프레가발린의 투여는 고령의 환자에서 우연한 상해의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어지러움 및 졸음과 연관되었다. 시판 후 조사에서 의식 소실, 혼돈, 정신 장애가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이 약의 잠재
적인 효과에 익숙해질 때까지 주의하도록 환자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 4) 시판 후 경험에서, 프레가발린을 투여한 환자에서 일시적 시야흐림과 시력의 다른 변화가 보고되었다. 프레가발린의 중단으로 이러한 증상이 사라지거나 개선될 수 있다. 5) 프레가발린을 보조제로서 투여하여 발작을 조절한 후 프레가발린을 단독요법으로 투여하기 위해 병용중인 항간질약을 중단한 경험에 대한 자료는 충분치 않다. 6) 프레가발린을 단기
간 또는 장기간 치료하다 중단한 후에, 일부 환자에서 불면증, 두통, 구역, 불안, 설사, 인플루엔자유사증후군, 안절부절, 우울, 통증, 발작, 다한증 및 어지러움과 같은 금단 증상이 관찰되었다. 7) 프레가발린은 약물 남용과 관련된 수용체에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시판후 자료에서 오용 및 남용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다른 모든 CNS 활성 약물과 마찬가지로, 환자들의 약물 남용 병력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그들의 프
레가발린 오용 및 남용 징후 (예, 내성의 발전, 투여용량 증량, 약물추구 행위)를 관찰해야 한다. 8) 신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 중단의 효과가 체계적으로 연구된 바는 없으나, 프레가발린의 중단이나 용량 감소 후에 신기능이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9) 프레가발린 노출과 울혈성 심부전 사이에 인과 관계가 확인된 바는 없으나, 시판후 조사에서 프레가발린을 투여한 일부 환자의 울혈성심부전이 보고된 바 있다. 임상적으로 유
의한 심장 또는 말초혈관 질환이 없는 환자에 대한 단기 시험에 의하면, 고혈압이나 울혈성심부전 같은 심혈관계 합병증과 말초성 부종 사이에 명백한 관련이 나타나지 않았다. 중증의 울혈성심부전 환자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으므로 이러한 환자들에게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10) 이 약과 아편유사 진통제를 병용투여 시, 중추신경계 억제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아편유사 진통제 사용자군에 대한 관찰연구에서, 이 약
과 아편유사 진통제를 병용투여하는 환자들이 아편유사 진통제 단독투여시 보다 아편유사 진통제 관련 사망의 위험이 더 높았다 (보정된 오즈비 (aOR): 1.68, 95%신뢰구간: 1.19-2.36). 4. 이상반응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대한 대조 임상시험 1건의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무작위배정 철회 임상시험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총 801명의 환자가 이 약을 투여 받았다. 용량 최적화 단계인 6주의 단일 
맹검 단계 후, 13주의 이중 맹검 단계가 이어졌다. 단일 맹검 단계 이상반응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등도였고, 35명의 시험대상자 (4.4%)는 중증으로 간주된 이상반응을 경험했다. 가장 높은 빈도로 보고된 이상반응은 어지러움, 졸음 및 말초부종이었다. 이중 맹검 단계 이상반응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등도였고, 이 약 투여군 4.3% (9명/208명), 위약 투여군 1.5% (3명/205명)에서 중증으로 간주된 이상반응을 경험했다. 가장 높은 
빈도로 보고된 이상반응은 말초부종, 체중증가, 구역 및 어지러움이었고 이 약 투여군과 위약 투여군의 이상반응 발생빈도는 유사했다 가장 최근 개정된 제품설명서의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www.pfizer.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초품목허가일: 2018.07.18 최종변경허가일: 2019.12.30

*단, 리리카® CR 서방정의 경우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에 대해서만 허가받았습니다.

다양한 제형, 용량을 가진 리리카로 시작하세요!1,2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10 (04631) 화이자타워 TEL : 02) 317-2114, 수신자부담 080-022-1400 Website : www.pfizer.co.kr Website : www.pfizer.co.kr 제품학술문의 TEL : 080-210-2114 E-mail : mis.korea@pfizer.com Website : www.pfizermedinfo.co.kr [의료인 전용]

수입                                                                                                      판매                                                                                                       공동판촉 전문의약품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343 (06543) 제일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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