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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7th century was the period of searching for the human soul. The most prominent philosopher 
at this period was Rene Descartes. He abandoned the old Greek philosophy and ushered the start of 
new thinking to find the truth. He also put cornerstone for the mathematical understanding of the 
world and the importance of the scientific experiment. He proposed the mind-body dualism to ex-
plain the mechanism of behavior of the living things. By Descartes, the two types of substances exist-
ing in the world were the physical and the mental ones. The only human soul could not be examined 
directly and had the power of self-determination and consciousness. Thomas Willis, the father of 
modern neurology, published the monumental book in the history of neuroscience, ‘Cerebri anatome.’ 
Willis stressed the role of cerebral gyri exercising human memory, imagination and voluntary action. 
He even suggested the gray substance of gyri as the area of pro-creation of animal spirit. He divided 
the brain into different functional parts based on pre-existing theories, clinical cases, and comparative 
neuroanatomy. Another important pioneer of the 17th century was Niels Stensen. He emphasized the 
meaning of the organization and development of brain. He suggested that the brain should be orga-
nized in a special way not to execute many different functions chaotically. He stressed the implemen-
tation of many different scientific approaches including pathology, development, and comparative 
neuroanatomy to see the organization of brain. The microscope developed during this period would 
be the basis for the upcoming time of enlightenment of neuro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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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연구의 역사 3: 17세기, 인간의 정신과 영혼은 어디에
이상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The History of Neuroscience 3: Where Were the Human Mind and Soul in 
the 17th Century?
Sang Kun Lee, MD, PhD
Department of Neur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596~1650)

인간의 영혼은 몸과 다른 차원에 있다: 마음과 몸의 문제

(mind-body problem), 마음과 몸의 이원론(mind-body 

dualism) 

데카르트(Fig. 1)는 기존의 지식체계를 뿌리부터 의심스럽게 보

면서 합리적 사고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최초의 현대적인 사상

가라고 할 수 있다.1 어렸을 때부터 몸이 허약하여 침대에서 책

을 읽거나 사색하면서 보낸 많은 시간이 데카르트에게는 새로운 

생각의 기회를 주었고, 이 습관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되었다

고 한다. 이후 법률학 공부를 마치고 많은 경험을 얻기 위하여 

군대에 자원 입대하게 된다. 혹독한 병영 환경 속에서 일련의 세 

가지 꿈을 꾸게 되는데, 첫 번째 꿈은 학교 근처를 지나다가 강

한 회오리바람에 휩쓸리고 환영에게 협박을 당하는 꿈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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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 © 2021 Korean Clinical Epilepsy Research Society

1



두 번째 꿈은 엄청나게 큰 천둥 소리에 놀라서 눈을 떴다가 옆에 

있는 촛불을 보고 안심하고 다시 잠이 드는 꿈이었다.2 세 번째

는, 탁자에 놓인 커다란 사전과 고대 라틴어 시집을 펼쳐 ‘어떤 

인생의 길을 선택한 것일까?’라는 시구를 읽으며 모르는 사나이

와 대화를 나누는 꿈이었다. 데카르트는 이 세 가지 꿈을 통해 

학문과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

고 결론짓고 1621년 군대를 떠나 프랑스로 돌아갔다. 이후 주로 

네덜란드에서 머물면서 많은 사상을 발표하게 된다. 

데카르트는 우선 세상 대부분의 자연 현상은 단순히 기계적이

고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실험보다는 직관

에 의존하는 기존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부정하였다. 실험을 

통해 무게가 다른 물건들이 같은 속도로 낙하한다는 현상도 확

인하였다. 그러나 교회로부터 코페르니쿠스와 같은 무리라고 비

난을 받은 갈릴레오의 처지를 듣고 이 관찰의 발표를 보류하였

다. 결국 이 통찰력 있는 주장은 데카르트 사후 14년이 지나서야 

알려지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데카르트의 공식적인 첫 저서는 

‘방법에 대한 담론(Discourse on Method, 1637)’이 된다. 이 저서

에서 데카르트는, 과학적 사고는 필수적으로 확실하고 반박 불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설명되어야 한다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내가 사는 세상과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상상력의 

산물이나 허구가 아니고 과연 실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

는 의문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데카르트는 ‘내가 지금 사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사실만은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는 

진실이라고 생각하였다. 여기에서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유명한 명제가 탄생하게 되었다. 의식

의 개념을 정의할 때 현재까지도 개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음을 

감안하면 통찰력 있는 주장임에 틀림없다. 

데카르트를 훌륭한 과학자로 생각하게 되는 다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수학에 대한 그의 믿음이다. 데카르트는 수학이야

말로 부정할 수 없는 사물의 진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였다. 데

카르트는 해석기하학이라는 방법을 개발하여 자연의 법칙을 설

명하고자 하였고 이는 뉴턴과 라이프니치의 미적분학의 개발로 

이어지게 된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

질적인 세계는 수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점에서 그가 

현대 과학의 시작을 알렸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과학자

인 데카르트도 신을 부정한 것은 아니며, 수학의 법칙에 의해 지

배되면서 기계적인 작동기전을 갖는 세계를 창조한 것은 여전히 

신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카르트의 사상은 무

신론과 상당히 근접한다는 판단을 받아 1660년에는 가톨릭교회

로부터 그의 저서들이 금서로 판정받기에 이르렀다.2 

데카르트는 그러나 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물질세계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가 존재하며, 그것이 인간의 영혼과 의식

이라 생각하였다.3 그리고, 인간만이 진정한 의미의 영혼을 갖고 

있으며 동물들을 포함한 다른 생명체들은 마치 시계와 같이 자

동으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기계장치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동물

의 영혼은 뇌실에 위치하며, 화학적 입자로 구성된 액체가 한편

으로는 영양분을 공급하고 한편으로는 신경 에너지로 사용된다

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진정한 영혼을 가진 인간과 달리 동물들

은 단지 특수화된 화학적 입자에 의해 자동화된 반응과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데카르트는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무

엇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다. 결론적으로 의심하고, 

확인하고 이해하며, 부정하고 의지를 갖는 것, 그리고 거절할 수 

있고 상상하며 느낄 수 있어야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만 마음을 갖고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진정한 의미의 영혼은 관찰이 불가능하며 오로지 인간만이 이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Fig. 2). 데카르트의 유명한 이원론 또

는 ‘마음과 몸의 문제’가 여기에서 탄생하였다. 그에게 세상은 

두 가지의 다른 물질, 즉 관찰 가능한 물질적인 것(동물의 영혼

을 포함하여)과 관찰 불가능한 인간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데카르트의 마음-몸 이론은 마음과 몸의 작동 원리와 상호 

관계를 설명하는, 당시로는 획기적인 이론이었다.

데카르트는 인간의 영혼만이 영원불멸이고, 육체 없이도 생각

하는 것은 가능하며, 영혼은 육체의 소멸 이후에도 계속 존재한

다고 믿었다.4 또한 다른 동물들은 단지 자동 기계처럼 움직이는 

Fig. 1. Portrait of Rene Descartes by Frans Hals, 1649 (Le musée du 
Louvre, Paris,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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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 심지어 통증도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다. 동물들이 통증

으로 움츠리거나 신음 소리를 내는 것은 자동화된 반응으로 진

정한 통증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 믿음으로 인

해 데카르트는 개와 같은 동물들을 마취 없이 산 채로 해부를 하

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비록 ‘반사’라는 말을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나, 처음으로 반사라는 개념을 도입한 사람으로 데카

르트를 언급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뜨거운 것이 닿아 발을 반사

적으로 빼는 행동은 전형적인 자동화된 행동이며 뜨거운 것이 

닿아 피부가 벗겨지면 몸 안의 섬세한 관이 당겨지고, 이로 인해 

뇌실의 밸브가 열리며 이것이 발을 당기게 되는 행동으로 연결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영혼의 존재는 필

요치 않다고 하였다. 흥미롭게도 데카르트가 사람과 동물이 같

이 갖고 있다고 주장한 반사적인 행동들은 소화작용, 혈액순환, 

성장, 호흡, 수면, 감각과 움직임 등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상, 기억, 감정 등과 같은 고차원 기능도 있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이 육체를 필

요로 하지 않는 존재라면 영혼과 육체의 교류를 설명할 수 있어

야 한다는 점이다. 데카르트는 이 작용을 하는 기관으로 뇌의 중

심에 위치하고 있는 송과체(pineal gland)을 지적하였다(Fig. 3).5 

그의 의견에 따르면 대부분의 뇌 구조물이 쌍을 이루고 있는 데 

비하여 송과체는 하나만 있고, 뇌실 및 뇌 중앙에 송과체가 위치

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의 영혼은 이 송과

체를 빠르게 진동시키고 이로 인해 기계적인 작용을 하는 부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데카르트의 주장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데카르트와 많은 

편지를 주고받은 현명한 엘리자베스 공주(Princess of Palatine, 

Bohemia)는 편지에서 이러한 이원론에 대하여 ‘우리의 경험과 

생각이 우리의 몸과 긴밀하게 엮여 있음’을 강조하며 ‘마음-신

체 이원론(mind-body dualism)’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 외에

도 덴마크의 신학자인 니콜라스 스테노는 대부분 동물의 송과체

가 인간에 비하여 크다는 점을 들어 인간 영혼의 교류를 담당하

는 송과체의 역할에 의문을 표시하였다. 그래도 데카르트의 이

원론은 오랫동안 서양철학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1950년대 

초반에 일련의 과학자들이 마음과 뇌가 하나임을 주장하는 ‘동

일성 이론(identity theory)’을 주장할 때까지도 살아남았다. 데

카르트의 오류는 인간의 영혼과 마음이 뇌라는 물질에서 기원한

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과 마음은 분리될 수 없

는 것이라는 데 있다. 가장 적절한 생존을 위해서 오랜 진화과정

을 거쳐오면서, 몸은 뇌에 신호를 보내고 뇌는 이에 맞는 지시를 

몸에 내리며, 다시 몸이 이에 반응하여 교정된 신호를 뇌에 보내

는 식으로, 뇌(마음)의 형성에 있어서 몸은 필수 불가결한 역할

을 해왔다. 인간의 사고와 마음은 몸이 이렇게 주위 환경과 소통

하면서 진화한 결과물이고, 만일 몸과 마음의 이러한 상호 교류

가 없었다면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정신은 결코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6 따라서 데카르트의 ‘나는 사고한다. 고로 나

는 존재한다’는 선언은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사고한다’라

고 바뀌어야 마땅하다. 

데카르트는 1649년에 스웨덴의 여왕 크리스티나의 개인 교사 

자격으로 초청을 받아 스톡홀름에 머물게 된다. 불행히도 스웨

덴의 혹독한 날씨와 아침 5시부터 시작되는 개인 교습으로 인해 

1650년에 폐렴에 걸려 이른 죽음을 맞게 되었다(수면은 면역 기

능에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데카르트의 위대성은 마음과 

몸을 분리한 이원론에 있는 것이 아니고(물론 이것도 뛰어난 성

찰의 결과물이기는 하지만), 세상의 모든 물질은 입자로 구성되

어 있으며 물질적인 세계는 수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점과 단지 특수화된 화학적 입자가 자동화된 반응과 행동을 만

Fig. 2. Descartes’ scheme of mind sho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animal spirit and the role of pineal gland. 

Human spirit

Pineal gland

Animal spirit

Body

Autom
aton

Fig. 3. Location of pineal gland. 

Cerebral cortex

Corpus callosum
Pineal 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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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는 ‘동물 영혼(animal spirit)’의 작동 기전을 생각해 냈다

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토마스 윌리스(Thomas Willis, 1621~1675)

인간의 지능과 영혼은 대뇌에 

데카르트가 몸과 마음의 이원론을 주장하며 형이상학적 영혼의 

존재를 주장한 데 반하여 토마스 윌리스(Fig. 4)는 인간의 기억

과 의지가 대뇌의 이랑(cerebal gyri)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였다.7 

1664년에 발간된 그의 유명한 저서 ‘뇌 해부(Cerebri Anatome)’
는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는 달리 뇌의 단순한 해부학 책이 아니

라 대부분 뇌의 기능적인 측면을 논하고 있다. 이 저서의 서문에

서 윌리스는 ‘나는 다른 사람이 걸어온 길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

을 것이며, 이전에 언급되었던 것을 반복할 생각도 없다’고 천명

하며 새로운 시각과 이론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여

러 다른 학자와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그림은 

Christopher Wren이 그렸고, Robert Boyle이 알코올로 뇌를 보

존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였으며 Richard Lower가 뇌 해부

의 상당 부분을 진행하였다.8 

그는 인간의 기억, 의지, 상상력 등 인간의 영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대뇌 반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뇌량(corpus callo-

sum)은 감각과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뇌량이 양쪽 대뇌의 중앙 아랫부분에 위치할 뿐 아니라 뇌의 기

능이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길로 생각되는 연수(medulla, 윌리스

는 연수의 이러한 기능을 왕의 고속도로, 즉 king’s highway라고 

불렀다) 위쪽에 자리 잡은 점에 주목한 결과였다. 그리고 대뇌 

반구는 중요한 고위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보다 기본적인 생체 

기능은 소뇌(cerebellum)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였다. 윌리스의 소

뇌는 단순히 현재의 소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보다 광범

위하게 교뇌와 중뇌를 포함하는 것으로 상당히 올바른 관찰이었

음을 알 수 있다. 비록 그의 생각이 널리 퍼지거나 오랫동안 지

속되지는 못하였으나 해부학과 임상에 기초한 이론, 즉 뇌가 부

분적으로 기능을 달리할 것이며 인간의 생각이 대뇌에 위치한다

는 주장은 매우 통찰력이 있는 동시에 역사적으로 뇌과학을 한 

단계 더 전진시킨 생각임은 분명하다. 

뇌 기능 부분을 제외하고 ‘Cerebri Anatome’의 다른 하이라이

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대뇌 하부의 혈관구조를 밝혔다는 점이

다. 대뇌의 하부에는 동물에서 관찰되는 rete mirable 대신에 현

재는 ‘윌리스 환(circle or Willis)’으로 알려진 혈관의 연결 고리

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 나아가서 윌리스는 이 고리의 기

능적 중요성도 지적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부검에서 한쪽 혈관

이 막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생전에 기능 이상이 없었

음을 지적하면서 이 환이 혈관 공급을 위한 문합(anastomosis)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Fig. 5).

니콜라스 스테노(Nicolaus Steno, Niels 
Stensen, 1638~1686)

뇌의 유기적 구조화와 연구 방법론 

덴마크에서 태어난 스테노(Fig. 6)는 암스테르담의 Gerhard 

Blaes (1625~1692) 밑에서 해부학을 배우게 되었다. 이때 양을 

단독 해부하는 기회를 갖고 최초로 귀밑샘(parotid gland)의 배출

구를 찾아내는 실력을 보여주었다. 이후 눈물샘의 배출구도 찾

게 되는데 이로써 그때까지의 믿음이었던 눈물이 뇌에서 기원한

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밝혔다.9 이후 파리로 건너가 26세의 

젊은 나이에 뇌 해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면서 많은 의사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 강의에서 스테노는 자연에서 가장 아름

다운 작품으로 생각되는 뇌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가에 

대한 강조로 첫 부분을 시작했다고 한다. 

스테노는 뇌실에 뇌의 기능이 있다는 오래된 믿음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을 가하였다. 그는 신경계의 성장에 대한 연구의 필

요성을 주장하며 뇌가 혼란 없이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려면 

뇌 부분들이 유기적인 구조로 조직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Fig. 7). 뇌 해부 방법에 대해서도 뇌 절편을 만드는 한 가지 방

법만으로는 부족하여 뇌를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벗겨 나가는 

Fig. 4. Portrait of Thomas Wills by David Loggan. Line engraving, 
published 1674 (National Portrait Gallery, London, Unite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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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뇌 회백질을 분리하는 방법 등을 모두 적용해야 한다고 생

각하였다. 특히 신경 다발을 세심하게 추적하여 신경 다발이 지

나가는 장소와 도착하는 장소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뇌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바쁜 의사보다는 연구에만 전

념하는 전문적인 연구자가 필요하다는 현대적인 생각도 제시하

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인간 뇌 해부 이외에도 병리, 발생

학, 다른 동물과의 비교 해부학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심

지어 살아있는 동물을 이용해서 각종 약물이나 독의 작용을 확

인하는 실험도 고안한 바 있다.10 

고명한 임상의사였던 윌리스에 비하여 스테노는 오로지 연구

와 연구방법론에 매진한 인물이다. 윌리스가 주장했던 뇌량 중

심설을 스테노는 미심쩍게 보았으며 선천성 뇌수두증 환자에서 

뇌량이 없음에도 중요한 뇌 기능에 거의 문제가 없는 점을 들어 

이를 반박하였다. 또 당시 학계의 풍조였던(정확한 확인 없이) 

다른 책의 틀린 해부 그림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에도 일침을 가

하였고, 윌리스의 책에 있는 이러한 오류를 지적하였다. 그래도 

윌리스는 이러한 스테노의 지적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스테노

의 우수성을 칭찬하기까지 하였다. 스테노는 데카르트의 사상 

중에 관찰 없이 사유에 의해서만 내린 결론들에 대해서는 더 혹

독한 비판을 가하였다. 예를 들어 송과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송과체는 움직임이 없으며 신경 말단이 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

지 않고, 동맥이 아닌 정맥이 주로 위치함을 들어 송과체의 역할

을 부정하였다. 반면에 데카르트의 자동적, 기계적 뇌 작용 이론

은 향후 뇌 기능을 설명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내다보

았다.

현미경의 발명 

이 시기에 비단 뇌과학 뿐 아니라 모든 의학 발전의 중요한 계기

가 되는 기계가 발명되었는데 이 것이 바로 현미경이다.11 당시

에는 확대경으로 알려진 현미경은 1590년에 최초로 개발된 것

으로 보이며, 1665년에는 현미경으로 사람 털에 붙어 있는 이나 

벼룩을 확대한 사진을 포함하여 그 당시의 모든 현미경 사진을 

모은 책(Micrographia by Robert Hook)이 발간되기도 하였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로버트 훅이 윌리스와 가까운 사이였음에도 

Fig. 6. This bronze monument of Niels Stensen (Steno in Latin) 
can be found in front of the Faculty Library of Natural and Health 
Sciences in Copenhagen. The sculpture by Gottfred Eickhoff (1902–
1982) and it was unveiled on October 25, 1963.

Fig. 7. Display of the brain in Discours sur l’anatomie du cerveau 
(1669) on sagittal and coronal sections. 

Fig. 5. (A) Circle of Willis. (B) The blood flow from the bilateral 
internal carotid artery to the circle of Willis. (C) The role of the circle 
of Wills when one internal carotid artery is bloc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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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뇌에 대한 확대 사진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다. 대신

에 같은 해에 Marcelo Malphigi가 최초로 뇌 구조물을 확대한 사

진을 출판하였다. 이 후 1668년에 네덜란드 사람인 Anton van 

Leeuwenhoek에 의해서 200배까지 확대가 가능한 현미경이 개

발되어 이 후 과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된다.

엠마뉴엘 스베덴보리(Emanuel Swedenborg, 
1688~1772)

종교와 과학 사이

놀랍게도 뇌의 기능과 관련되어 누구보다도 선견지명을 보여준 

학자가 따로 있었다. 스베덴보리는 윌리스와 마찬가지로 대뇌의 

중요성을 예측하여 대뇌가 인간의 이해, 생각, 판단, 의지의 기

원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이 결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뇌의 여러 기능들은 서로 다른 뇌 영역에 분포할 것이며 이렇게 

해야만 혼돈 없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

측하여 미래의 뇌기능 국소화의 발전을 내다보았다.12,13 심지어 

뇌의 앞쪽에 운동신경이 위치하고 이 기능은 신체 영역별(so-
matotopi) 배열을 하고 있다고까지 설명하였다. 그러나 스베덴

보리는 일련의 환시와 꿈(신을 만나거나, 천국과 지옥을 보는 

등)을 경험한 후에, 과학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신학자로 인생

경로를 바꾸게 된다. 이러한 환시의 의미는(의학적으로는 일시

적인 뇌전증 또는 뇌염의 가능성도 있다) 잘 알 수 없으나 신학

자로도 크게 존경을 받아 그의 이름을 딴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

다. 어찌 되었든 이러한 경로 변경으로 그의 뇌 관련 저술은 오

랫동안 출판되지 않고 스웨덴 왕립 문서 보관소에 묻혀 있게 되

었다. 만일 그의 업적이 일찍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뒤를 이

어 연구를 진행했다면 뇌과학의 발전은 다른 경로를 취했을 수

도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종교와 과학을 아우르는 문제는 어려

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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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2019년에 약 261만 8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에 해당한다.1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에서

는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하여 전 세계적인 관심을 

이끌었으며,2 우리나라 정부는 1980년대부터 장애인의 복지에 

대한 정책을 시행해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을 제정

하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 등의 책임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

인의 의료, 교육, 직업 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정하여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호 및 수당 지급 등

에 관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복지와 사회활동 참

여 증진을 꾀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3 대한민국에서는 자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재외 동포도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고 있

으며, 여기에는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F-4), 

In 2019,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South Korea was amended. 
However, there are several problems related to the confirmation of disability in patients with medi-
cally intractable epilepsy, and only a few patients have been registered. The revised regulations on 
the disability aim for customized welfare; however, patients with medically intractable epilepsy have 
disadvantages in confirmation of epilepsy as a disability and estimation of the degree of disability. 
Epilepsy disorders should be judged based on medical records in which the type and frequency of 
the seizures, as well as the treatment, are presented in detail. For patients with medically intractable 
epilepsy who should qualify for disability status, a solid medical record maintained by the doctor in 
charge is of paramount impor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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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가 포함된다. 또한 국가유

공자 및 보훈 보상, 지원 대상자의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부위

와 동일 부위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

지난 2019년에 우리나라의 장애등록심사 규정이 개정되어, 

이전에 시행하던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

다. 이에 저자들은 우리나라의 뇌전증 장애에 대하여 간단히 소

개하고, 우리나라의 법령, 관련한 관공서의 행정 절차, 그리고 

저자들의 경험 등을 토대로 뇌전증을 진료하는 의료인의 입장과 

시각에서 뇌전증 환자의 장애 진단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장애인의 정의와 종류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4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를 말하며, 여기서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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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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는 것이다. 1987년에 장애인 등록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시작되었다.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장애에 국한되어 있던 장애의 범주가 2000년에 뇌병

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 등의 5종이 추가되었으며, 2003년에 

안면변형, 장루, 간, 호흡기, 그리고 뇌전증 장애 등이 추가되어 

현재는 15개 유형으로 운영하고 있다(Supplementary Table 1).

장애인 등록 신청과 절차

장애인 등록의 주체는 환자 또는 보호자이며, 본인이 장애인 등

록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

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보호자가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보호자의 범위는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로서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속과 그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와 그 배우자, 자

매와 그 배우자를 포함하며,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

지시설의 장이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인은 의사로부터 장애 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 진단서

를 발급받아서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

에 제출하는데, 일반적으로 6개월 내외의 의무 기록을 포함한

다. 이렇게 장애 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장애인 등록을 신

청하면 장애 진단 의뢰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후에는 국

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가 의뢰되며, 국민연금공단

에서는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

하여 장애 정도 심사 후에 그 결과를 해당 읍, 면, 동에 통보하는 

절차를 갖는다. 이 과정에서 검사 결과나 진료 내역에 대해서 자

료 보완이나 소명 또는 의학적 견해에 대해서 의학 자문회의가 

담당 의사에게 추가로 질의 또는 요구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에서 장애에 대한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등

록 또는 결과를 통지하는 것은 시, 군, 구(또는 읍, 면, 동)의 담

당자가 하는 일이다.

뇌전증 장애의 세부 사항

뇌전증 장애는 장애를 진단하기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

관의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소아신

경과 전문의가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3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약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

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 장

애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뇌전증 장애의 판정은 적극적인 

치료 중인 상태에서 진단해야 하며, 모든 판단은 객관적인 의무

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 의무기록에는, 확고한 발작의 종류

별 분류 근거와 발생 빈도, 적극적인 치료의 증거가 기술되어 있

어야 한다. 즉, 자세한 발작의 임상양상, 뇌파검사의 소견, 뇌영

상 촬영 소견,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뿐만 아니라 환자의 

약물 순응도, 약물 처방에 대한 임상 의사의 판단 근거나 계획, 

약물의 혈중 농도, 그리고 스스로 관리하는 성실한 생활에 대해

서도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환자 본인이 뇌전증

을 꾸준히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

하며,5 뇌전증을 진단하고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성실한 진

료 기록이 필수적이다. 발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평가하

는데, 중증발작과 경증발작이 그것이다. 조짐과 소발작, 그리고 

단발적 근간대성발작은 장애 정도의 판정에서 제외한다. 중증발

작이란 전신강직간대경련, 전신강직경련 혹은 전신간대경련을 

동반하는 발작,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의식장애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 또는 사고나 외상을 동반하

는 발작을 말하고, 경증발작은 중증발작이 아니면서 장애 정도 

판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발작도 아닌 발작이다. 수면 중 발생하

는 뇌전증 발작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

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증발작으로 본다.

뇌전증 장애 진단의 쟁점

뇌전증 장애에 대한 장애 진단과 장애인 서비스 제공 방안에서

는 필연적으로 장애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점수화 과정이 필요

하다. 여기서는 뇌전증 장애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뇌전증 장애 

진단 및 장애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안에 대

해서 짚어보겠다.

먼저 뇌전증 장애는 다른 장애 진단과 비교했을 때 세 가지의 

특성이 있다. 첫째, 뇌전증 장애인의 미등록 가능성이다. 우리나

라의 뇌전증 유병률은 1,000명당 3.84명으로,6 이 중에 난치성 

뇌전증 환자가 20%라고 가정한다면 적어도 3만 명 이상이 약물 

불응성 뇌전증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뇌전증 장애는 2019년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7천여 명이 등록되어 있는데,1 약 2만 명 

남짓의 간극은 뇌전증 환자들이 장애 진단에 소극적인 것이 원

인일 수 있겠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는, 직업 등의 사회생활을 위

하여 장애 진단을 미루거나 사회적 편견 때문에 장애 진단을 일

부러 회피하는 환자들을 자주 만날 수 있다. 둘째, 뇌전증 발작

의 저평가와 그로 인한 장애인의 미등록 가능성이다. 이것은 약

물 불응성 뇌전증 환자가 장애 진단에 소극적인 것과는 결이 다

르다. 보호자가 발견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병식 결여로 인하여 

뇌전증 발작 자체가 저평가된 상태를 뜻한다. 뇌전증 진료에 참

여하는 많은 의사들이 고민하는 영역이기도 하고, 환자 본인이

나 보호자가 뇌전증 발작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질병 자체의 특

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셋째, 뇌전증 장애는 사실상 영구 장애

가 어려운 점이다. 최근 30년 동안에 항경련제의 비약적인 발전

이 있었으며, 이제는 어느 항경련제를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만

이 아니라 어떤 조합으로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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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시대가 되었고, 다양한 항경련제를 이용한 치료 성적의 

향상이 있었다.7 한편, 약물 불응성 뇌전증에 고통받던 뇌전증 

장애인이었더라도 수술 후에 완전히 조절되는 뇌전증 환자는 더 

이상 뇌전증 장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양한 장

애 진단들 중에서 특히 뇌전증 환자의 영구 장애에서는 신중히 

판단해야 하겠다.

한편, 뇌전증 장애는 질병의 특성으로 인하여 장애 진단 및 평

가 과정에서 다른 여러 장애에 비하여 불리한 점이 두 가지가 있

다. 첫째, 뇌전증 장애의 판단 기준이 되는 “횟수” 산정의 어려

움이다. 뇌전증은 비유발성 발작이 간헐적으로 반복되는 임상 

증후군이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증상이나 징후가 아니라 간헐

적으로 불규칙한 주기로 발생하기 때문에 딱 잘라서 “어떤 발작

이 한 달에 몇 번”의 방식으로 계산하기 힘들다. 또한, 발작 일기

(seizure diary)를 착실하게 작성하는 환자가 매우 드물어서 횟수

의 산정에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거의 유일

한 객관적 증거로서 담당 의사의 성실한 의무 기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뇌전증 환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장애인 서

비스 지원 종합 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이다(Supplemen-
tary Table 2).8 지난 2019년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

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

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지만(Supplementary Table 2), 장애

인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에서는 지원 규모와 형태를 일상생활 

동작과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을 기반으로 산정하며(Supplemen-
tary Table 3),8 이것을 또다시 복잡한 수식으로 점수화하여 결국

은 장애인의 등급을 나누어 지원하는 체계로 귀결된다.9 난치성 

뇌전증이라도 신경학적 이상을 동반하는 뇌병변이나 선천성 질

환이 없다면 뇌전증 발작이 없을 때는 온전히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운동능력은 정상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 서

비스 지원 제도에서, 뇌전증 장애는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의 평가

지침 하에서 “반드시 그 정도가 저평가되는 장애”가 될 것이다.

결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뇌전증의 진단과 진료에서 뇌파나 뇌

영상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하지만 뇌전증의 진단에서 

진료에 이르기까지 발작이 발생한 때의 자세한 정황, 환자 및 목

격자의 진술, 진찰 소견, 외상 유무, 생활습관, 직업 등에 대하여 

포괄적인 평가를 해야 하며,10 뇌전증 장애 심사 과정에서는 이

러한 항목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뇌전증 장애는 뇌전증 장애인의 의지에 의한 미등록뿐만 아니

라 뇌전증의 질병의 특성으로 저평가되는 문제가 있으며, 영구 

장애 판정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 또한 뇌전증 발작의 횟수 산정

의 어려움과 뇌전증 환자에게 불리한 평가 방법으로 인한 추가

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해, 뇌전증을 진료하는 의사는 현대 

의학의 전달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 관찰자가 되어

야 한다. 행정적인 면에서 환자와 정부의 사이의 중간자로서, 심

판자인 동시에 증인이 되는 것이 뇌전증을 진료하는 의사의 소

임이라 하겠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의사는 환자의 장애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사가 뇌전증 환

자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뇌

전증을 진료하는 의사는 어디까지나 뇌전증 환자의 동료이자 동

반자임을 명심하고, 성실하게 사실을 기록하며 가능한 많은 정

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고 객관적인 진료 기록을 쌓아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Supplementary materials

Supplementary Tables 1–3 can be found via https://doi.
org/10.35615/epilia.2021.0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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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성(Genetic)인가 유전(Hereditary)되
는가?

우리 아이, 혹은 제가 앓고 있는 뇌전증이 유전인가요? 진료실

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표현이지만 의사와 환자에게 각각 다른 

의미로 해석되고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의사는 어떠한 질병이 

유전이라고 할 때 특정 유전자의 결함에 의해 그 질환이 발생한

다는 의미로 설명을 하게 된다. 이에 반해 환자 혹은 보호자는 

Heredity was long considered as a principal cause of epilepsy, even before the advent of the molecu-
lar era with Watson and Crick’s discovery of the structure of DNA. However, recent progress in se-
quencing technology has resulted in the identification of numerous de novo mutations in epilepsy 
patients, which indicate that epilepsy was not inherited from their parents but newly occurred in the 
offspring. Thus, the term “genetic” should not be regarded as equivalent to “hereditary,” especially in 
clinical settings. Meanwhile, epileptologists before the molecular era observed an increased inci-
dence of epilepsy among close relatives of an epilepsy patient. They also found that an organic cause 
in the brain was usually absent in such cases. The term “idiopathic,” which refers to an internal cause 
or morbus per se, was used to describe this hereditary predisposition. The term “idiopathic” was ad-
opted in the modern etiologic classification of epilepsy, wherein idiopathic cases are regarded as 
having a purely genetic etiology, in contrast with cryptogenic or symptomatic cases. Although the 
International League Against Epilepsy recently proposed changing “idiopathic” to “genetic” in the 
etiologic classification, the precise genetic mechanism of idiopathic epilepsy has not yet been eluci-
dated. Instead, de novo mutations in new epilepsy-related genes have come from the cryptogenic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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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의 유전 원인: 역사적 고찰과 뇌전증 분류체계의 변화 
임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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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tics as a Cause of Epilepsy: From a Historical Concept to a Modern 
Etiologic Classification of Epilepsy 
Byung Chan Lim, MD,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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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이라는 의미를 부모 중 한쪽이 특정 질환을 물려주는 경우

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양측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완전하

게 상충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제법 많

은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혼란은 “genetic”과 “heredi-
tary”가 우리말로 모두 유전으로 번역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다.

다음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6개월 전후에 시작하여 열과 함

께 장시간의 발작이 반복되는 드라베 증후군(Dravet syndrome)

Review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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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신경계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듐 채널 유전자

(SCN1A)의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1 드라

베 증후군 환자에서 발견되는 소듐 채널 유전자의 이상은 증상

이 있는 한쪽 부모에서 같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10%-

15%), 부모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증상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2 그렇다면 부모에서 발견되지 않는 환자의 유전자 이상은 어

디에서 왔을까? 부모의 유전정보는 난자와 정자라는 생식세포

에 저장되어 있고, 수정과정을 거쳐서 태아에게 전달되게 된다. 

뇌, 심장, 간, 신장 세포 등 부모의 모든 세포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정보는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상태로 평생을 지속하는 것

이 아니라, 세포분열을 할 때마다 크고 작은 유전자 이상(돌연변

이)이 발생하게 된다. 난자와 정자와 같은 생식세포도 많은 세포

분열 과정을 거치면서 돌연변이가 발생하는데, 생식세포 수준에

서만 발생한 돌연변이는 부모에서는 증상을 일으키지 않지만, 

태아에게 전달되었을 경우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

다. 그 이유는 태아에게 전달된, 돌연변이가 발생한 생식세포로

부터 태아의 모든 조직과 장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태를 de novo 돌연변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형태의 돌연변이에 의한 질환은 증상의 중증도가 심해

서 후손에 전달이 어렵고 따라서 가족적(familial) 형태가 아닌 

산발적(sporadic)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유전자 검

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적 장애, 뇌전증, 자폐증, 조현병 등의 

신경계 질환의 일정 부분이 de novo 돌연변이에 의해서 발생하

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3-5 De novo 돌연변이의 개념은 유전성 신

경질환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최근 유전학 연구 분야에 

중심이 되고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유전이라 하면 “genetic”보
다는 “hereditary”의 개념으로 받아들여 왔다.

뇌전증의 유전원인: 역사적 고찰

고대로부터 뇌전증은 악령이나 마귀에 씌워 증상이 나타나는 정

신질환으로 생각했지만 의사, 학자들은 뇌전증은 초자연적인 증

상이 아닌 기질적 원인이 존재하는 신경질환일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다. 고대의 히포크라테스로부터 Sieveking 

(1816-1904), Reynolds (1828-1896), Gowers (1845-1915), 그

리고 현대의 Lennox (1884-1960)에 이르기까지, 유전(heredi-
tary)을 뇌전증의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하였다.6-8 물론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유전학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고, 뇌 영상이

나 혈액 검사 등의 다른 원인을 규명할 만한 수단이 없었던 시기

였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유전자 검사나 다른 원인

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

전 원인을 생각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근거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많은 수의 뇌전

증 환자들이 뇌전증 그 자체 이외에는 다른 원인과 연결할 만한 

증상과 소견이 없음을 발견하였고, 이를 Sieveking은 ‘소인(pre-
disposition)’, Reynolds는 ‘특발성(idiopathic)’이라고 표현하였

다.9 특발성을 ‘환자가 가지고 태어나는 내부적 요인 혹은 질환 

그 자체(internal cause or morbus per se)’라고 해석하면서 유전 

요인과 연결을 하였는데, 특발성이란 용어는 최근까지 뇌전증의 

분류체계에 채택되어 사용되었다. 둘째로, 뇌전증은 종종 다른 

신경·정신질환과 함께 발생하거나 함께 대물림되는 것을 발견하

였는데, 이를 neurological taint, neuropathic trait, neuropathic 
tendency로 표현하였다. 이는 현재의 지적 장애, 자폐, 정신질환 

등 뇌전증과 동반되는 질환(comorbidity)의 개념과 거의 유사하

며, 실제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도 동반질환과 뇌전증의 유전 원

인 스펙트럼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10 셋

째로, 기질적인 원인이 없어 특발성으로 분류되는 뇌전증 환자

에서 가족력이 더 흔하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는 Len-
nox11가 진료하던 환자를 대상으로 발표한 연구결과에 잘 나타

나 있다(Fig. 1). Lennox는 유전 원인이 근원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 유발 요인이 추가되면 일정 수위를 넘어서 증상이 나타나

는 저수지(reservoir) 모형을 고안하였고, 유전 원인과 환경 요인

과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강의 지류를 이용해서 설명하기도 하

였다(Fig. 2). 위와 같이 임상적인 관찰을 통해 유전 원인에 대한 

개념이 근대 학자들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현재의 개념과 대부

분 일치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12-14

유전 원인의 빈도 및 뇌전증 분류체계

1975년 Epilepsia에 발표되었던 Minnesota주 Rochester 지방의 

역학연구 결과를 보면 약 75%의 뇌전증 환자의 원인을 특발성

으로 분류하였다.12 최근까지 뇌영상 기술이 발전하면서 구조 이

상을 발견하는 빈도가 늘어났고, 자가면역 기전에 의한 원인이 

새로 추가되었으나 상대 비율은 아직까지 큰 차이가 없는 것으

로 파악하고 있다(Fig. 3).13 

여기에서 국제항뇌전증연맹에서 뇌전증의 원인에 대한 분류

를 위해 사용하였던 용어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1989년 이

후 뇌전증의 원인 분류에 사용하였던 용어는 특발성, 증상성

(symptomatic), 잠재성(cryptogenic)이었다.15 이미 잘 알려진 중

추신경계의 질환이 원인이 되는 증상성과 달리 특발성과 잠재성

의 구분은 혼선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다. 1989년 분류에서는 

과거부터 타고난 유전적 소인(hereditary predisposition)이 원인

일 것으로 생각했던 특발성이라는 용어를, 증상성일 가능성이 

높지만 원인을 모르는 잠재성과 구분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청

소년 근간대뇌전증(juvenile myoclonic epilepsy)과 같은 특발성 

전신뇌전증(idiopathic generalized epilepsy)과 중심측두극파를 

동반한 양성 소아뇌전증(benign childhood epilepsy with centro-
temporal spikes)과 같은 특발성 부분뇌전증(idiopathic focal e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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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psy)에서는 최근 발전된 유전학 검사기법에도 불구하고 정확

한 유전 원인과 기전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반면, 발달지연과 

지적 장애 등이 동반되어 잠재성으로 구분하였던 그룹에서는 다

양한 원인 유전자가 발견되고 있다.16

또한, 선천성 피질기형의 일부에서도 유전 원인이 발견되고, 

진행성 근간대뇌전증(progressive myoclonic epilepsy) 같은 대사

Fig. 1. Family studies supporting heredity of epilepsy by Lennox.11) The frequency of epilepsy among near relatives was higher in patients 
without antecedent brain damage (solid column) than those with brain damage (hatched column).

Fig. 2. Lennox’s pictorial concept that emphasizes the effect of heredity in the cause of epilepsy. The cause of epilepsy was represented as the 
amount of water in a reservoir. The predisposition, also described as hereditary dysrhythmia, fills the basin of the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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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원인으로 분류되는 뇌전증에서도 유전 원인이 발견되는 빈도

가 증가하고 있다.17-19 2011년에 발표된 국제항뇌전증연맹 보고

서에 의하면 특발성을 유전성(genetic)으로 잠재성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인 미상(unknown)으로 새롭게 분류하였다.20 2017년

에는 기존의 구조적(structural) 및 대사성(metabolic) 원인에 감

염성(infectious) 및 면역(immune) 원인을 추가하였다(Fig. 4).21 

과거로부터 유전 원인으로 생각하였던 특발성 뇌전증은 유전성

(genetic)으로 분류를 하고 있음에도 현대의 발전된 유전검사 기

법으로 유전 양식이나 기전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이전에 증상성, 잠재성이라 생각했던 그룹에

서는 단일 원인 유전자가 새롭게 규명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

다. 따라서, 향후 유전 원인이 얼마나 될 것인가라는 질문보다는 

규명할 수 있는 유전 원인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더 필

요하고, 유전 원인에 대한 용어와 분류체계의 변화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론

뇌전증의 원인이 다양한 반면 상당수의 환자에서 뇌의 이상을 

밝힐 수 없다는 사실은 본격적인 유전학이 발전하기 이전부터도 

잘 인지되었던 사실이다. 가족 안에서 비슷한 환자가 발견되고, 

다른 신경학적 동반질환이 같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유전 

원인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순수한 유전 원인

을 가질 것으로 생각하는 환자군을 특발성이라 부르고 현대의 

뇌전증 분류체계에 사용하였지만, 특발성 뇌전증은 현대 유전학

으로도 아직 명확한 유전 원인과 기전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발전된 유전 검사기법을 이용하여 de novo 돌연변이가 

유전성 뇌전증의 중요한 기전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전체 뇌전

증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아직 크지 않다. 과거의 분류체계였던 

특발성, 증상성, 잠재성 모두에서 유전 원인이 확인될 수 있어, 

유전 원인을 효과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

Others

Fig. 3. The cause of epilepsy. The left pie graph was made based on the data from Hauser and Kurland12) in 1975. The right pie graph was 
adopted from the study by Thomas and Berkovic13) in 2014. The proportion of presumed genetic causes has not changed substantially.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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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 impairment is prevalent in epilepsy. Studies have revealed that up to 70%–80% of epilepsy 
patients have various degrees of cognitive impairment in attention, executive function, language 
function, and memory. Factors associated with cognitive impairment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genetic predisposition; medications (including antiepileptic drugs); structural lesions; degenerative 
processes; mood disorders; type, frequency and severity of seizures; age of onset; and duration of 
epilepsy. Antiepileptic drugs, including barbiturates and topiramate, are known to affect cognitive 
function. However, cognitive impairment is frequently noticed at the onset of epilepsy and antiepi-
leptic drugs usually are not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cognitive dysfunction. In addition, cau-
tion is needed that other factors associated with cognitive impairment does not necessarily entail a 
causal association. The existence of a common pathomechanism underlying both cognitive impair-
ment and epilepsy should be considered. Vascular insult and tau pathology may underlie both cog-
nitive impairment and epilepsy. Surgery could be a good treatment option for refractory epilepsy. 
Potential cognitive adverse events following the surgical removal of brain tissue are limited and 
could be outweighed by succesful seizure control and improved quality of life.

Key words: Epilepsy; Cognitive impairment; Elderly; Antiepileptic drug; Epilepsy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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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뇌전증은 전 세계 약 5천만 명의 인구가 앓고 있는 질환으로, 최

근 시행된 메타연구에 따르면 뇌전증의 평생 유병률은 인구 천 

명당 7.60명(95% 신뢰구간, 6.17-9.38), 발생률은 10만 인년당 

61.44명(95% 신뢰구간, 50.75-74.38)으로 확인되었다.1 또한, 

활동성 뇌전증 환자의 대략 50%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동반 질

환을 가지고 있으며,2,3 이는 일반 인구와 비교하여 약 8배 더 높

은 수준이다.4,5 특히, 인지장애는 기분 및 행동장애와 함께 뇌전

증의 흔한 동반 질환으로 만성 뇌전증 환자의 70%-80%에서 다

양한 수준의 인지장애를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뇌전증

에 있어 인지장애와 연관된 요인으로는 뇌전증의 유형, 뇌전증 

발생의 기저 원인, 발병 연령, 발작 빈도, 뇌전증의 유병기간 및 

치료의 영향 등이 있으며, 개개인의 인지적 예비능(cognitive re-
serve capacity)에 의해서도 인지장애의 정도가 좌우될 수 있다. 

본 종설에서는 뇌전증 환자에서 초기 인지기능 장애 및 나이에 

따른 경과, 고령에서의 뇌전증과 인지장애, 인지장애에 있어 약

물 및 수술의 영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Review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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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1. 뇌전증 초기 인지기능 및 나이에 따른 경과

연구에 따르면 인지기능의 저하는 뇌전증 발작 당시에 이미 동

반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7,8 주의력 및 집행기능(executive 

function)의 장애 및 기억력 장애가 최대 70%에서 보고되고 있

으며, 저학력, 기질적 뇌 병변 및 전신성 강직-간대성 발작이 동

반된 경우 더 낮은 인지기능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9 뇌전증 환자에서 인지기능의 저하가 동반된 경우 뇌전증 

발작에 따른 인지기능 저하나 약물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치

부하는 경우가 있으나, 뇌전증 초기부터 인지기능의 장애가 동

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이러한 판단에 주의가 필요함을 시

사한다.6 뇌전증 환자에서 인지기능 저하 동반 시 뇌 구조적 병

변, 뇌염증, 유전적 소인 및 뇌 퇴행성 변화 등 뇌전증 및 인지장

애와 모두 연관된 기저 병리기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새롭게 뇌전증으로 진단된 환자의 경우 인지기능 장애에 대한 

고려 및 관련 평가가 필요하다.

어린 연령에서 뇌전증이 발생할수록 인지기능의 장애가 동반

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항뇌전증약에 반응하지 않는 뇌전증

을 가진 경우 발병 연령과 인지기능 간에 유의한 연관성을 가지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0,11 나이에 따른 경과에 대해서는 6세에

서 68세 사이의 연령별로 만성 측두엽뇌전증 환자와 정상인의 

레이 언어학습 검사(Rey Auditory Verbal Learning Test) 시행 결

과를 비교한 연구가 있으며, 뇌전증 환자군에서 정상인에 비해 

유의하게 점수가 낮았으나 연령별 감소 정도는 두 군에서 비슷

하여 감소 추세가 비교적 평행하게 나타났다.12 14세에서 60세 

사이의 만성 측두엽뇌전증 환자 및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자기

공명영상을 통한 구조적 연구에서도, 초기 뇌 부피, 두께 및 표

면적의 차이가 전 영역에서 고루 나타났으나 나이에 따른 감소

율은 크게 차이가 없어 정상군과 만성 측두엽뇌전증 환자군에서

의 감소가 비교적 평행하게 진행하는 것이 확인되었다.13 다만, 

가쪽 뇌실(lateral ventricle) 및 제3뇌실(third ventricle)의 부피 증

가 속도는 만성 측두엽뇌전증 환자에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소아청소년기 뇌전증의 발생이 인지기능의 

장애에 영향을 미치거나 인지기능의 장애와 함께 동반될 수 있

으나 일반적으로 뇌전증의 유병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정상인에 

비해 인지기능이 점점 더 나빠진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

으며, 인지 기능 악화시 인지기능을 초래하는 다른 원인에 대한 

고려가 함께 필요하다.

2. 고령에서의 뇌전증과 인지장애

뇌전증은 아동 및 청소년기 발병과 함께 50대 이후 연령층에서 

발병 및 유병률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14 고령에서 발

생하는 뇌전증의 경우 약 2/3에서는 뇌졸중이나 종양 등 뚜렷한 

구조적 병변과 연관되어 발생하나, 1/4 이상에서는 치매를 포함

한 인지기능의 장애나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특히, 치매는 뇌졸중과 더불어 뇌전증의 가장 흔

한 동반질환으로, 치매가 있는 경우 뇌전증 발생 위험도가 약 

2.5배 증가하며 반대로 고령에서 발생한 뇌전증 환자에서 알츠

하이머 치매의 발생 위험도가 약 3배 증가한다는 보고들이 있

다.16-18 또한,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는 환자의 약 40%에서 뇌전

증양 발작파(epileptiform discharge)가 측두엽 또는 전측두엽에

서 관찰되며, 뇌전증을 동반한 경우 인지기능의 장애가 더 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9-21 따라서, 고령에서 뇌전증과 치매와 

연관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으며, 둘 간의 공통된 발병기전으

로는 혈관성 병리와 함께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잘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amyloid β) 침착 및 타우 병리(tau pathology)가 제시

되고 있다.22 노인에서 뇌전증이 비교적 흔함에도 불구하고 상대

적으로 덜 인식되어 있는데, 이는 측두엽뇌전증 비중이 높은데

다 비운동성 국소발작(focal onset non-motor seizure)으로 나타

나 인지를 잘 못하거나 뇌전증 발작으로 인한 인지장애가 경도 

인지장애나 치매 또는 섬망으로 오인되고 또한 노인 뇌전증에서 

치매 역시 병발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뇌전증지속상태(sta-
tus epilepticus)가 노인에서 더욱 빈번하며, 뇌전증을 새로 진단

받은 노인 환자의 상당수가 처음부터 뇌전증지속상태로 내원하

는데 이는 기존의 뇌전증 발작이 노인에서 잘 인식되지 못하다

가 뇌전증지속상태가 나타나고서야 인식되는 것이 원인일 가능

성이 있다.23,24 따라서, 노인에서 인지장애를 보인 경우 뇌전증을 

같이 의심할 필요가 있다.

3. 약물 치료와 인지장애

항뇌전증약 역시 부분적으로 인지기능 장애에 영향을 줄 수 있

다. 이는 phenobarbital 및 benzodiazepine 계열 약물들을 비롯 

기존의 뇌전증 약에서 더 두드러지며 새로 개발된 항뇌전증 약

들에서는 비교적 인지기능의 장애가 적은 경향이 있으나, topi-
ramate의 경우 일부 환자에서 부작용으로 단어 찾기 어려움

(word finding difficulty) 및 언어유창성(fluency) 등의 표현성 언

어장애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25-27 또한, 항뇌전증

약의 빠른 증량 및 고용량의 뇌전증 약물 사용, 높은 혈중 약물

농도와 함께 동시에 사용하는 항뇌전증약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인지기능 관련 부작용의 위험도가 증가한다.25 특히, 어린이나 

고령층의 경우 약동학적 또는 약력학적 요인에 의한 약물 부작

용에 더욱 취약하다.28 또한, 어린 연령에서 동반하는 인지기능

의 장애는 뇌 발달 및 학습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29 고령에서 발생하는 뇌전증의 경우 상기 기술한 대로 

인지장애를 같이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항뇌전

증 약물 치료에 따른 추가적인 인지 저하의 우려가 낮은 것으로 

알려진 lamotrigine, levetiracetam 등의 약물 사용을 고려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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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좋다.25,26

그러나, 뇌전증 환자의 인지장애의 요인은 다양하며 환자의 

전반적인 신체 및 정신상태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많은 경우 

항뇌전증약의 영향만을 따로 분리하기 어려우며, 항뇌전증약 사

용으로 인한 발작 조절의 대가로 인지기능 저하를 감수한다는 

인식 역시 항뇌전증 약물의 치료를 통한 발작 조절이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을 같이 고려할 때 바

람직하지 않다.30,31 따라서 뇌전증 환자에서 인지장애가 동반된 

경우 환자별 임상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4. 뇌전증 수술 후 인지기능

뇌전증의 치료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항뇌전증약을 사용하나 2
제 이상의 항뇌전증약에도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약

물 치료를 통해 조절될 가능성이 5% 미만이다.32 난치성 뇌전증

에서 수술적 제거의 경우 보고에 따라 다양하나 대략적으로 2/3 

정도의 환자에서 발작 감소의 효과가 있으며, 약 40% 정도에서

는 발작 관해(seizure-free)에 성공하고 소아의 경우 더욱 성공률

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33,34 뇌전증 수술은 기본적으로 뇌 

조직을 절제하거나 뇌 조직에 손상을 가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인기기능 저하의 위험이 있다. 대략적으로 1/3에서 1/4의 환자

들에게 일정 정도의 기억력 장애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35,36 측두엽뇌전증에서 좌측 측두엽 절제의 경우 언어기억

(verbal memory)의 장애, 우측 측두엽 절제의 경우 공간기억

(spatial memory)의 장애가 생길 수 있다.35,37 또한, 수술 후 기억

력의 장애는 수술 전 평가에서 높은 수준을 보일수록 더 감소하

는 경향이 있으며, 소아의 경우 수술 후 인지기능 회복에 더욱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8-40 장기간의 추적 연구에서 인지기

능은 좌측 측두엽 수술 후 최대 2년간 감소를 보일 수 있으나 이

후로는 유지되는 양상이었으며, 우측 측두엽의 경우 초기 인지

기능의 호전을 보이기도 하나 2년 후부터는 수술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39,41 수술 후 2년에서 10년 사이의 장기적 

예후를 본 연구에서도 역시 측두엽 절제 후 2년 이후에는 비교

적 안정적인 인지기능을 유지하였다.42 또한, 10년 뒤 직업과 관

련한 예후를 본 평가에서 뇌전증 수술 시 절제 위치(좌우측) 및 

수술 후 발생한 언어기억의 장애는 직업 유지와 유의한 관련성

이 없었으며, 수술 후 발작 소실(seizure freedom)의 성공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43 뇌전증 후 삶의 질을 

연구한 다른 연구에서는 발작 소실에 이른 경우 인지장애 후유

증에 관계없이 삶의 질이 개선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기억력 장

애 저하가 같이 동반된 경우엔 삶의 질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결과

를 보여주었다.44 소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측두엽뇌전증 수

술 후 남아있는 해마의 용적이 수술 후 언어기억 기능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좌측을 수술한 경우 더 두드러졌고, 절제한 용적 

및 측두극(temporal pole)의 보전 정도가 수술 후 의미기억(se-
mantic memory) 기능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내측두엽 뇌전증에서 전측두엽 절제술(anterior temporal lobec-
tomy)이 표준 치료로 되어 있으나, 실제 절제 범위를 축소할 경

우 인지장애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고주파열

응고술(radiofrequency thermocoagulation)을 통한 정위절제수술

(stereotactic ablative surgery), 또는 감마나이프 수술(gamma 
knife surgery)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발작 병소를 충분히 제거하지 못할 경우 

발작 조절 실패 및 재수술 등의 위험이 있으며, 감마나이프의 수

술의 경우 방사선 괴사(radiation necrosis) 등의 장기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45 

결론

뇌전증에서 인지기능의 장애가 흔히 동반되나 종종 이러한 부분

이 과소 평가되거나 약물이나 만성적 뇌전증에 따른 것으로 치

부되는 경우가 있다. 조절되지 않는 발작이나 뇌전증 치료를 위

해 사용하는 약물이 인지기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으나, 많

은 수에서 뇌전증 초기부터 인지기능의 저하가 함께 동반되기 

때문에 이들이 단독으로 인지기능 저하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

운 경우가 많으며 기분장애 및 인지기능을 동반할 수 있는 기질

적 병인 등에 대한 폭넓은 고려가 필요하다. 뇌전증 약물 및 뇌

전증 수술 모두 인지기능을 일부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한다. 그러나, 효과적인 치료를 통해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인지적 및 비인지적 이득이 훨씬 크므로 이들 부작용을 우려하

여 치료를 회피할 필요가 없으며 환자의 개별적 상황에 맞는 적

절하고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의 경우 뇌전증

이 비교적 흔하므로 인지장애가 동반된 노인에서 뇌전증에 대한 

의심 및 감별이 필요하며, 적절한 평가와 함께 뇌전증 진단 시 

적절한 치료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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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19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로 인하여 말 그대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다행

히도 뇌전증 환자가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는 증거는 없고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 취약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코

로나 판데믹은 전 세계인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꾸준한 약물 치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항경련제를 복용해야 하

는 뇌전증 환자는 병원 방문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

The so-called “Spanish” influenza virus seems to have to originate from Haskell County, Kansas. 
World War I gave rise to ideal conditions for a viral pandemic through overcrowded military camps 
around the world and the massive transfer of military personnel. Unlike other viral pandemics, the 
Spanish influenza selectively killed young people at an astonishing speed. The Spanish influenza had 
three waves, of which the second wave was most severe, causing several million deaths. It swamped 
many large cities around the world, as well as military camps. The influenza virus uses two pro-
teins—hemagglutinin and neuraminidase—to invade cells and replicates through insertion of the 
viral genome into the invaded cell nuclei. An influenza pandemic generally develops when a radical 
change in these two proteins occurs through antigen drift. There were no effective treatments or 
preventive methods during the Spanish influenza pandemic. No authorities, including governments 
or cities, presented effective guidelines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virus, and they sometimes even 
misled the populace through absolute media control during World War I. The virulence of the virus 
finally abated by way of “returning to the mean.” 

Keywords: Spanish influenza; Pandemics; World War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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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독감 이야기
이상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The Story of the Spanish Influenza
Sang Kun Lee, MD, PhD
Department of Neur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한 새로운 인플루엔자 독감이 전 세계에 영향을 준 사례는 반복

적으로 있어 왔다. 그중 가장 유명하고 공포스러우면서 많은 사

람의 생명을 앗아간 경우가 1918년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이

라고 불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이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스페인 독감이 발생하고 만연하게 되었으며 판데믹으로 악화하

게 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COVID-19 사태가 우리에

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Review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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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1. 악몽의 시작

스페인 독감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사실 이 인플루엔자 독감은 

역학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캔자스의 하스켈 카운티(Haskell 
County, Kansas)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1 이 지역은 매우 황

량한 시골로, 얼마 되지 않는 수의 주민들이 돼지 등의 가금류 

등과 밀접하게 접촉하며 사는 지역이다. 이 독감이 발생한 1918
년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으로 전 세계가 대혼란을 겪

고 있는 상황이었다. 만일 세계대전이 없었다면 이 독감은 한 지

역에서 발생했다가 바로 사라져 버렸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전

쟁으로 인한 대량의 군인 징발과 이동이 이 독감을 판데믹으로 

만들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5천만에서 1억 명이 사망하는 사태를 

만들었다. 전쟁 중에 중립을 선언한 스페인만이 보도 금지 없이 

이러한 내용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억울하게도 

스페인 독감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

헤스켈 지역의 최초 환자는 심한 두통과 몸살, 고열과 기침 등 

전형적인 독감 증상을 보였으며 다른 독감과의 유일한 차이점은 

그 증상의 정도가 더 심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같

은 지역에서 수십 명이 같은 증상을 보여 이 지역의 의사가 독감 

증상을 학술지에 보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지역

에서 모든 증상이 사라지고 환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젊은이 몇 명이 이미 바이러스를 가진 채로 군 집합소에 

입대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폭발적인 확장세를 보이게 된다. 나

중에 다루겠으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주기를 갖고 여러 차례

의 파도와 같이 확산이 되며 초기 공격 과정에서 인간의 몸에서 

폭발적으로 증식하기 위한 적응을 거치는 것이 보통이다. 

2.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다.2 이는 RNA를 염색체

로 갖는다는 뜻으로, DNA 바이러스와 달리 유전자로 단일 가닥

을 갖기 때문에 단순하지만, 복제가 더 간단하고 또 불안정해서 

많은 변이가 생기는 점이 특징이다.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침투

하면 침투한 세포의 유전자에 자신의 유전자를 삽입해서 같은 

바이러스를 수십만 개 복제하도록 지시한다. 이 과정에서 침투

당한 세포는 파괴되고, 밖으로 나온 바이러스는 다시 다른 세포

를 공격하게 된다. RNA 바이러스는 매우 변이가 심해서 한 개

의 바이러스가 하나의 세포 안에서 100,000 내지 1,000,000개

의 바이러스로 증식하지만, 이 중 단지 1,000개에서 10,000개만

이 다른 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대부분의 복

제된 바이러스는 변이로 인해 세포 공격 능력을 잃어버린다). 인

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 B형, C형이 있는데 B형도 질병을 일

으킬 수는 있지만 오로지 A형만이 유행병이 될 수 있다. 자연에

서는 새들이 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 바이러스는 조류에서는 

소화기 감염을 일으키는데, 따라서 새들의 배설물에는 다량의 

바이러스가 존재한다. 사람이 여기에 심하게 노출될 경우 감염

을 일으킬 수 있으나 이 경우 감염된 사람은 죽게 된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사람에게 적응하게 되면 사람을 죽이

지 않고 사람 간의 감염이 가능해지며 유행병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사람에서는 호흡기계를 가장 강하게 침범하지만, 근육, 관

절통, 두통과 고열을 흔히 동반하게 된다. 거대한 유행이 없는 

상태에서도 미국에서만 매년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사망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한 세기에 최

소 수 차례의 인플루엔자 판데믹이 발생한 바 있다.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을 포함한 공 모양을 하고 있다. 표면에

는 두 개의 다른 모양을 갖는 돌출물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침

(spike) 모양이고 하나는 나무(tree) 모양이다(Fig. 1). 침 같이 생

긴 돌출물은 헤마글루티닌(hemagglutinin)인데 이것이 침투할 

세포 표면에 있는 시알산(sialic acid)과 결합하는 과정이 최초의 

침투 과정이다. 더 많은 헤마글루티닌이 시알산과 결합하게 되

면 세포막에 구멍이 생기고, 이 구멍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서 세포 내에 소포(vesicle)를 형성하게 된다. 다

시 헤마글루티닌이 세포 소포와 결합하면서 바이러스는 껍질을 

벗고 이후에 바이러스 유전자가 세포핵으로 침투해서 새로운 바

이러스를 만들라는 신호를 보내면 바이러스의 복제가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의 다른 돌출물인 뉴라미니다제(neur-
aminidase)는 남아 있는 세포막의 시알산을 분해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있어야만 새로 만들어진 바이러스가 죽어가는 세포 내에 

잡히지 않고 자유롭게 세포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이 과정으로 

보면 바이러스는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엄청나게 효

Fig. 1. Structure of the influenza virus. Hemagglutinin binds to sialic 
acid in the membrane of cells in the respiratory system. As more 
hemagglutinin molecules bind to the cell membrane, the virus itself 
adheres to the cell. The virus slips into the cell, forming vesicles, 
and finally extrudes from the vesicle. Neuraminidase breaks down 
the sialic acid of the remaining cell membrane of the invaded cell to 
prevent the virus from being caught in the destroyed cell.

Spike: Hemagglutinin

Viral genome

Tree: Neuraminid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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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좋은 기계임을 알 수 있다.

바이러스를 직접 죽일 수 있는 치료제가 없다면 이 바이러스

로부터 인체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다.3 한 번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회복이 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이 

바이러스의 항원에 대항하는 방법이 고도화되면서 다시 감염이 

되어도 쉽게 물리칠 수 있다. 백신도 이 바이러스의 항원을 사람

들에게 주입하여 미리 면역 체계를 고도화시키는 방법이다. 그

러나 바이러스도 인체 내의 이러한 면역 체계를 피해 가는 방법

을 갖고 있다. 바로 바이러스의 항원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백

신을 만들기 쉽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도 이러한 유전자 변이 때

문이다. 이중 바이러스의 세포 내 침투에 관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헤마글루티닌과 뉴라미니다제가 가장 변화가 빨리 일어

나는 부분들이다. 이 두 부분의 현저한 차이에 따라 인플루엔자 

유전자가 H1N1, H3N2, H5N1, H7N9 (스페인 독감은 H1N1) 

등으로 불리게 된다. 이 두 부분의 변화가 인체 내 기존의 면역 

체계의 공격을 피할 정도에 이르는 것을 항원 소변이(antigen 

drift)라고 하고, 이 부분의 변이가 아주 크게 나타나는 경우를 

항원 대변이(antigen shift)라고 하며 바로 이런 정도의 변이가 일

어나는 경우 판데믹을 일으킬 수 있다. 조류독감이 발생하는 경

우 많은 조류들을 살처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도 이러

한 대변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항원 대변이는 여러 변이

를 갖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세포 내에서 재조합되

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특징을 갖는 인플루

엔자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기존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숫자

에서 밀려나면서 사라지게 되고 오직 한 가지의 우세한 바이러

스가 판데믹을 만든다. 이 경우에도 항원 소변이는 계속해서 일

어난다.

3. 비극을 위한 완벽한 무대

1918년의 제1차 세계대전은 바이러스 판데믹이 창궐하기 가장 

좋은 조건이었다. 1914년에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의 끔찍한 참

호전은 극심한 소모전으로 이미 수백만 명의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갔다.4 하지만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이 전쟁에 참여하기를 

꺼렸고 재선을 위한 1916년의 슬로건도 ‘우리에게 전쟁은 없다’

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1917년 1월에 독일은 통보 후 단 24시간

의 여유를 두고 미국의 상선과 비 전투함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공격을 시작하였다. 독일은 이를 통하여 미국이 아예 전쟁에 나

설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였고 영국과 프랑스에 대

한 공급을 끊어 전쟁을 끝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멕시코에 미국 공격에 대한 동맹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전쟁에 회의적이던 윌슨 대통령은 여론에 의해 궁지

에 몰리게 되고 결국 전쟁을 선언하게 된다. 막상 전쟁을 선언하

고 나서는 정반대의 태도로 전쟁을 향한 굳은 결의를 보여주게 

된다. 이를 통해서 초기에는 21세에서 30세까지, 곧이어 18세부

터 45세의 남자들에게 징집 참여가 강제되고, 전국적으로 전쟁

에 대한 반대나 회의론은 철저히 차단하는 강력한 언론 통제 정

책을 시행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바이러스의 창궐에 가장 적절한 상황이 만들어지

게 되는데, 하나는 군대에 입영하기 위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 

공간에 모였다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

는 강력한 언론 통제로 국민들은 방역은 고사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조차 전혀 알 길이 없었다는 점이다. 설상가상

으로 수많은 민간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군대로 징집되면서 민간

의 의료진 공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전의 전쟁 경험에서 항상 전염병이 문제가 된 것은 잘 알려

져 있기 때문에 당시에도 이런 위험성을 알고 지속적으로 경고

를 한 전문가들은 있었다. 예를 들어 고가스(William C. Gorgas, 
제22 대 미군 의무총감)도 인플루엔자 판데믹 이전에 이미 홍역

이 군대에 유행하는 것을 보고 당시의 밀집 환경을 유지하는 경

우 더 큰 재앙을 만들 수 있음을 공개 증언하였으나 오히려 이후

에 군대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처지가 된다.5

4. 폐렴에 대한 당시의 의학적 이해

폐렴은 당시에 제1의 사망원인이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폐

를 침범하면 신체 내의 면역 반응이 작동하고 이에 따라 염증 세

포, 손상된 세포 조각들, 체액, 효소, 상흔 등이 보이면서 폐가 

굳어지는 과정을 야기한다. 바이러스의 경우는 폐 세포들을 직

접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더 흔

하게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약해진 방어막을 뚫고 2차적으로 세

균이 침범하여 심한 폐렴을 일으키게 된다. 당시에 항생제는 없

었고 감염에서 회복된 환자의 혈청을 이용하여 세균에 대항할 

수 있는 치료 혈청을 만드는 것이 유일하게 기대해 볼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이 혈청에 존재하는 항체가 세균의 세포막과 결합

하면 신체의 면역세포들이 이 세균을 죽이게 된다. 

폐렴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세균은 폐렴구균(pneumococcus)
으로,6 초기에 폐렴구군에 다양한 형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어려

움을 겪기는 했으나 결국 가장 흔하게 사람에게서 폐렴을 일으

키는 것은 폐렴구균 1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에 학자

들은 이 폐렴구균에 대하여 효과적인 혈청과 백신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5. 제1차 및 2차 유행과 계대(passage)

헤스켈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1918년 2월 말에서 3월 초에 펀

스톤 군 캠프(Funston camp, Kansas)에 도착하고 이곳에 집결한 

군인들이 전국 여러 곳의 캠프와 프랑스 등의 유럽으로 이동하

면서 제1차 유행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이 해 봄에 36개의 군 

캠프 중 24곳에서 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하며 곳에 따라 10%

의 군인이 환자가 되기도 하였다(Fig. 2). 또한 미국 내 50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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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중 30곳에서, 캠프 근처의 민간인들에게서도 인플루엔

자 환자가 나타났다.7 4월에는 최초로 프랑스군 캠프에서, 5월에

는 영국 군대 내에서 환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때 영국에

서는 30,0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 1차 유행

의 특징은 병의 경과가 심하지 않았다는 점인데 대부분 합병증 

없이 회복되었다. 그러나 모두 다 양호한 경과를 보이는 것은 아

니고 급속히 진행하는 출혈성 폐렴이 예외적으로 보고되기는 했

다. 그리고 켄터키에서는 사망 사례가 적지 않게 나왔는데, 특히 

놀라운 점은 40%의 사망사례가 20세에서 25세 사이의 젊은이들

이었다는 것이다. 5월 후반에는 프랑스의 작은 캠프에서 1,018
명의 군인 중 688명이 인플루엔자를 앓고 이 중 5%가 사망하는 

충격적인(이들의 젊은 나이를 감안하면) 일도 벌어졌다. 7월에

는 프랑스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 200만에서 12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여 전쟁 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기도 하였

다. 그러다 이 유행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사라지고 8월 10일

에 영국군은 인플루엔자의 종식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이 동안 

미국은 대유행은 오지 않았고 또 인플루엔자가 완전히 사라지지

도 않았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는 약해진 것도 아니고 사라진 것

도 아니었으며 더 끔찍한 형태로 나오기 위한 잠복기에 들어간 

것이었다. 이것이 치명적인 제2차 대유행이다(Fig. 3). 

바이러스가 몇 차례의 유행을 겪으면서 더 심한 증상을 만들

어 내는 것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의 가설이 있다.7 그 하나는 

경미한 유행과 심한 유행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완전히 다른 

종류일 경우인데 이 가능성은 확률상 매우 희박하다. 특히 첫 유

행에 감염되었던 사람이 2차 유행에 어느 정도의 면역을 갖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가설은 설득력이 없다. 두 번째 가설은 

변이를 일으킨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 내에서 재조합을 거쳐서 

새로이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생긴다는 것이다(이 이론은 새로운 

판데믹을 일으키는 항원이 크게 다른 바이러스의 출현에 적합한 

설명이다). 세 번째의 가장 유력한 가설은 계대(passage)에 의한 

설명이다.8 계대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숙주를 

거치면서 점차 독성이 강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1827년에 

프랑스 과학자인 다바인(Casimir-Joseph Davaine)의 실험을 통

해서 입증되었는데, 박테리아에 감염된 혈액을 토끼에 주입하여 

감염 후 폐사시키는 과정에서 감염된 토끼를 거치는 횟수가 늘

어나면 점차 적은 양의 혈액으로도 토끼가 죽는 것이 관찰되었

다(25마리의 계대를 거치면 백만 분의 한 방울로도 토끼를 죽일 

수 있다). 이것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숙주의 환경에 점차 적

응하면서 더 효과적인 살인 기계로 바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계대 과정이 끝도 없이 진행되지는 않는데, 너무 효과적으로 숙

주를 빨리 죽이면 전파는 점차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에볼라 바

이러스의 경우도 한 때 인간에게 매우 치명적이었지만 점차 그 

치명도가 약해지는 과정을 보인 바 있다. 

제2차 대유행은 1918년 가을에 있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사실 

조짐은 7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영국에서는 7월 초 단 7
일 동안에만 287명의 사망자가 나왔으며 이 중 128명은 버밍햄

(Brimingham) 지역의 거주자였다. 이는 비단 영국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전 세계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

기 시작하였다. 이미 물 밑에서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확산된 

상태에서 계대를 통한 인체 적응을 마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바이러스들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통하여 전 세계에 계속 

퍼져나갔으며 이를 민간에게 전파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6. 군 캠프와 필라델피아 이야기

당시 보스턴(Boston) 북쪽에 위치한 데븐(Deven) 캠프는 1917년

에 개설되었고 초기에는 15,000명의 군인이 거주하였다. 전쟁의 

영향으로 계속 밀려드는 인원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숙

영지가 건설되고 있었다. 다른 많은 캠프와 마찬가지로 전쟁 중 

이곳의 의료진은 최고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8년 9월 초에는 

이미 45,000명 이상의 군인이 집결하였고, 이러한 환경은 바이

러스 전파의 이상적인 환경으로 작용하게 된다. 2018년 8월 셋

Fig. 2. Soldiers from Fort Riley, Kansas, ill with the Spanish influenza 
at a hospital ward at Camp Funston (Otis Historical Archives, National 
Museum of Health and Medicine).

Fig. 3. Death rates of the three waves of Spanish influen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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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주에 이르러서 급격하게 폐렴 환자들이 증가하게 되는데, 단 

하루 동안에 1,500명이 넘는 군인들이 환자로 바뀌기도 하면서 

9월 후반부에는 전 병영의 20%가 폐렴에 걸리게 되었다. 250명

이 넘는 군의관들이 환자들을 치료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 이 

폐렴은 기존의 어떤 폐렴과도 다른 임상양상을 보였는데 그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증상의 심각도와 병의 진행 속도였다. 증상

을 느끼고 불과 반나절 만에 청색증이 나타나면서 코와 입에서

는 출혈이 섞인 액체가 흘러나오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과정은 

공포 그 자체였다. 바로 하루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으며 

이 중에는 의사와 간호사도 상당수 포함되었다. 당시 부검을 실 

시한 의사는 이전에 어디에서도 관찰하지 못하던 특수한 소견을 

관찰하였는데, 폐 전체가 출혈성 액체로 꽉 차 있었던 것이다.

일리노이(Illinois) 주의 록포드(Rockford)에 위치한 다른 군 캠

프인 그랜트 캠프(Grant camp)는 열정적인 군인인 찰스 하가돈

(Charles Hagadorn) 대령의 지휘하에 있었다.7,9 하지만 그는 폭

발하는 수용인원의 증가로 인해, 캠프 내 과밀화를 막기 위하여 

군인들 간 일정 간격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수용할 수 없었다. 그

는 나름대로 길과 숙소를 청결하게 하고 가급적 여럿이 모이는 

것을 자제하게 하였으며, 부대를 외부와 격리하려는 노력도 하

였다. 하지만 이 부대는 40,000명 이상의 군인이 있었고 이러한 

과밀화는 곧 예견된 재앙을 불러오게 된다. 1918년 9월 21일 하

룻밤 사이에 108명의 군인이 인플루엔자 증상으로 입원하게 되

었다. 물론 군 병원은 이들을 부분적으로 격리하는 등 노력을 하

였으나 문제는 무증상 전염으로, 아무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인

플루엔자의 전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하가돈 대령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하여 군 의무

관들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였으나 감염자와 사망자는 계속 늘

어났고, 10월 초에는 하루에만 1,000명이 넘는 군인이 새로이 

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되고 100명이 넘는 군인이 사망하는 지경

에 이르렀다. 결국 전체 사망자가 500명을 넘어서자 자신의 책

상에 사망자 확인 서명을 위한 서류를 수북하게 쌓아둔 채로 하

가돈 대령은 권총 자살을 선택하고 만다. 최종적으로 캠프 그랜

트에서는 4,000명이 넘는 감염자와 1,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

생하였다.  

한편 당시 필라델피아(Philadelpjia)에서는 전쟁 특수로 인해서 

수십만의 새로운 일군들이 선박 건조를 위해서 모여 있었다. 전

체 인구는 175만 명이 넘었다.10 갑작스럽게 많은 인구가 몰려들

었으나 주택 사정은 매우 열악해서 한 집에 수십 명이 거주하는 

경우도 흔했다. 그리고 사회 복지 제도는 매우 낙후된 수준에 머

물러 있었다. 비단 필라델피아만의 문제는 아니겠으나 한 마디

로 인플루엔자 창궐에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다. 더군다나 

당시 필라델피아는 부패한 공화당 상원의원이었던 에드윈 바레

(Edwin Vare)의 지배 하에 있어서 정상적인 시정기능은 잘 작동

하기 않고 온갖 탈 불법이 횡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필라델

피아의 공중 보건 책임자는 정치적인 이유로 임명된 윌머 크루

센(Wilmer Krusen) 박사로, 부패하지는 않았으나 공중 보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나서는 사람이 아니었

다.7,10

이런 상황에서 9월 7일 마침내 보스턴으로부터 300명의 선원

을 실은 배가 필라델피아에 도착하게 된다. 그리고 4일 후 몇 명

의 선원이 인플루엔자를 앓기 시작하였다. 이 배에 대해서는 격

리가 선언되었으나 이때는 이미 인플루엔자가 배를 빠져나가(무

증상 감염 경로 등을 통해) 항만 주위로 퍼지기 시작한 시점이었

다. 곧바로 9월 중순부터는 수백 명의 항만 노동자가 인플루엔

자를 앓기 시작했고 이를 치료하던 의사, 간호사들도 쓰러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보건 책임자인 크루센은 인플루엔자의 위험

을 애써 무시하였을 뿐 아니라 비상 계획도 전혀 세우지 않았다. 

오히려 신문 매체를 이용해서 인플루엔자는 전혀 위험하지 않다

고 보도하게 하였다. 선원들이 인플루엔자로 죽기 시작하면서 

일부의 공중 보건 전문가들이 검역과 격리를 주장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이를 무시하면서 보건 당국은 오히려 인플루엔자가 정점

에 도달해서 앞으로 줄어들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녔다. 설상가

상으로 제1차 세계대전을 위한 기금 마련 행진이 9월 28일로 예

정되어 있었다. 당시에 미국의 여러 도시들이 이러한 모임을 계

획하였다가 일부는 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취소하고 있는 상황이

었다. 그러나 크루센은 보건 전문가들의 취소 촉구에도 결국 행

사 진행을 허가하였고 이로 인해 2마일에 달하는 거대한 행렬이 

필라델피아 시가지를 행진하기에 이르렀다(Fig. 4). 당시 인플루

엔자의 잠복기인 24시간에서 36시간이 경과하자 항만에서 관찰

되던 인플루엔자 증상이 바로 민간인들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하

였다. 이런 상황에서 각 주나 시에 지침을 내려줄 연방정부의 노

력은 전혀 없었다. 오로지 전쟁 수행에 방해가 되는 정보는 모두 

차단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곧 필라델피아의 시내의 환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Fig. 4. Philadelphia Liberty Loan Parade, 1918 (the Mutter Museum, 
College of Physicians of Philadelph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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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퍼레이드가 지난 지 3일 만에 단 하루 동안 117명의 환자가 

인플루엔자로 사망하였다. 환자들을 위한 임시 거처가 500병상

으로 만들어졌으나 하루 만에 다 찼다. 그리고 비슷한 규모의 시

설 12개가 만들어졌으나 환자의 규모에는 턱없이 모자라서 곧 

수십만 명의 시민이 환자로 변하고 하루 단위로 수백 명이 죽어 

나가게 된다. 어제까지도 멀쩡한 이웃과 친구, 가족이 다음 날 

보면 죽어있는 일은 너무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도 크루센은 이러한 내용은 과장된 것이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

고 계속 주장하였다. 마치 2020년의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보는 

듯하다. 시내에 관이 모두 동이 나고 더 이상 무덤을 팔 사람도 

없어서 시체를 대충 천에 말아서 쌓아두거나 집에 방치하는 일

도 빈번하였다.11 당시 환자가 발생하면 집 문에 천을 거는 것이 

권장되었는데, 마치 한 집 건너 한 집마다 이러한 천이 보이는 

것 같았다고 한다. 더군다나 점막의 출혈과 폐의 출혈성 염증으

로 환자의 신체 구멍으로부터 피가 뿜어져 나오면서 죽어가는 

상황은 모든 사람을 공포의 끝으로 몰고 갔다. 병원과 수용 시설

에는 환자들이 바닥에 드러누운 채 침대를 차지하고 있는 환자

들이 죽어 나가기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7. 스페인 독감의 증상과 병리소견

스페인 독감의 증상은 매우 다양해서 이전에 인플루엔자 감염의 

증상으로 알려진 적이 없는 많은 증상들이 나타났다. 고열, 오한

은 기본이고 두통, 극심한 귀통증도 흔히 나타났으며, COVID-19
와 마찬가지로 몇 주간 냄새를 잘 맡지 못하는 현상도 있었다. 신

경계 증상으로 두통 이외에도 의식 혼란, 인지 장애 등이 급성증

상과 후유증으로 나타났고, 이외에도 바이러스는 거의 모든 전신 

기관을 침범하는 것처럼 보였다. 산소 포화도의 감소로 전신에 

극심한 청색증이 나타나 마치 움직이는 시체처럼 보이기도 했

다. 폐에 극심한 염증으로 폐 일부분이 터져서 가슴 피부 밑에 

공기주머니가 생기는 일도 다반사였는데 가장 공포스러운 현상

은 역시 출혈이었다. 폐의 출혈성 부종과 점막의 광범위한 출혈

성 병변으로 인해 코, 입, 귀, 심지어는 눈을 통해서도 피가 나왔

다.7,12 

이전과 그 이후로 유행한 대부분의 인플루엔자와 다른 또 하나

의 특징은 보통의 인플루엔자가 영·유아나 고령, 또는 기저질환

이 있는 사람에게 감염이 되고 이때 사망 확률도 가장 높은데, 

스페인 인플루엔자의 경우는 건강한 청.장년을 공격하여 빠르게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점이다. 20대에서 40세 사이의 사망자는 

경우에 따라 노인 사망자의 4배를 넘기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군대 내에서 사망한 환자의 숫자가 베트남 전쟁에서 사망한 사

람의 수를 넘어선다. 사망에 이르는 속도도 매우 빠른데 아주 건

강한 사람이 증상이 나오고 24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사망하는 

사례도 흔했다. 보통 인플루엔자로 사망하는 경우는 바이러스 

자체의 극심한 침습으로 인해 폐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

우 또는 바이러스의 침입 후 면역 방어 체계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차적으로 세균이 침범하여 세균성 폐렴으로 진행하는 경우다. 

그러나 면역 기능도 아주 건강한 젊은 사람이 인플루엔자에 감

염되어 빠른 시간 내에 사망하는 경우는 이것으로 설명이 잘 되

지 않는데, 실질적인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지나치게 강력한 

면역반응 때문이었다. 즉 바이러스가 폐를 침범하면 이를 막기 

위하여 면역 체계가 작동하는데, 지나치게 강력한 방어로 인해 

바이러스뿐 아니라 주변 조직이 모두 파괴되었던 것이다. 스페

인 독감으로 사망한 환자의 폐에서는 바로 이러한 소견이 관찰

되는데, 폐는 액체로 가득 차게 되고 이 액체에는 망가진 세포

들, 면역 세포들, 면역 체계에 작동하는 효소들이 혈액과 더불어 

마구 뒤섞여 있게 된다.13 폐 자체가 염증성 핏물이 꽉 찬 가방처

럼 되는 것이다. 이 현상은 세월이 흐른 후에 규명이 되었고 최

근에는 COVID-19 감염에서도 일부 관찰되었는데, 이를 ‘사이

토카인 폭풍’이라고 부른다.14

8. 감염 예방과 치료를 위한 노력

비록 1세기 전부터 젠너(Edward Zenner, 1749-1823)나 파스퇴

르(Louis Pasteur, 1822-1895)가 백신을 개발하여 사용하였고15 

1892년도에 이바노프스키(Demitiri Ivanovsky)가 박테리아가 통

과하지 못하는 필터를 통과하면서 감염을 일으키는 존재를 확인

하였으나, 스페인 독감 유행 당시 원인이 바이러스라고 생각하

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16 당시에도 여러 과학자들이 스페인 인

플루엔자의 원인을 밝히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

고 환자와 사망자의 검체에서 대부분 발견된 그램 음성 혐기성 

세균(Pfeiffer’s bacillus; Haemophius influenzae: 그래서 이 간균은 

나중에 이런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이 원인이라고 생각하

였다. 이에 따라 이 세균과 주요 2차 감염원인 폐렴구군에 대항

할 수 있는 혈청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고 

일부에서 실험적으로 사망률을 줄이는 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

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스페인 독감의 근본적인 치료법이 

아니었으므로 이 판데믹을 막는 것과는 관련이 없었다. 결국 백

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으며 심지어 2차 세균성 감염을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도 없었으므로 사실상 치료 방법은 아무것도 없

었다고 볼 수 있다.

유일한 방법은 감염의 예방이지만 이미 말한 대로 이에 대한 

국가적인 노력이나 지침은 전혀 없었고 각 도시별로 궁여지책으

로 모임을 막고 개인 위생을 강조하며 침을 뱉는 행위를 금지하

는 등의 노력이 산발적으로 있었다. 당시에는 효과적인 마스크

는 없었고 거즈를 4장 겹쳐서 마스크를 만드는 법이 알려졌으나

(거즈는 구멍이 많아 효과적으로 비말을 차단하기는 힘들었다) 

(Fig. 5), 그나마도 코는 제외하라는 등의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

기도 하였다. 또 숨쉬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착용을 거부하거나 

구멍을 내서 사용한 사람들도 많았다.17 오로지 질병의 참혹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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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들이 알아서 격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9. 3차 유행과 스페인 독감의 퇴조

1919년 1월에 제3차 유행이 시작된다. 이때는 그동안 스페인 독

감에 대하여 안전한 곳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호주가 검역을 완

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감염자를 낳았고(12,000명이 사망), 곧이

어 유럽과 미국으로 빠르게 전파되었다. 3차 유행은 1919년 7월

까지 지속되는데 스페인, 세르비아, 멕시코, 그리고 영국이 주로 

영향을 받아 새로이 수십만 명이 사망하게 된다. 이때 미국은 상

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아 도시별로 산발적인 유행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도 1919년 첫 6개월간 수십만 명이 추가로 사망하

였다. 

특징적인 것은 이 3차 유행에서 바이러스의 치명도가 크게 약

화하였다는 것인데, 이 형상은 ‘평균으로의 회귀’로 설명이 된

다.18 원래 확률적으로 극히 드문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면 뒤따

르는 현상들은 자연적으로 덜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며 

1918년의 강력한 바이러스는 확률적으로 매우 드문 극심한 질

환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뒤의 바이러스는 그보다는 덜 치명적

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현상을 끊임없이 유전자 변이를 일으

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과 관련지어서 생각하면, 빠르고 

지속적인 변이를 통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결국 평상시 정

도의 치명률을 보이는 쪽으로 점차 회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스페인 독감의 퇴조는 결국 바이러스의 특징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사실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전염력은 강하면서 치사

율은 낮은 것이 유전자를 가장 널리 퍼트릴 수 있는 최적의 조건

이다(이것이 현재의 코로나 유행에 합당한 상황이다. 미국 등지

에서 유달리 사망이 많은 것은 결국 대통령을 포함한 지도자들

의 잘못된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10. 종국

최종적으로 스페인 독감은 전 세계적으로 5억 명 이상을 감염시

켰고, 5천만 명 이상(보고마다 2천만에서 1억으로 추정치가 다

르다)의 생명을 앗아갔다. 바이러스 판데믹으로는 역사상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가장 광범위하고 치명적이었다. 바이러스 

자체의 강한 전염력 및 치사율과 당시의 1차 세계대전, 질병에 

대한 무지, 그리고 이를 막을 수 있는 행정력의 부재 등이 모두 

결합된 결과물이다. 특히 필라델피아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거듭

된 방역 전문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퍼레이드

를 허가하고 바이러스의 위험을 축소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을 

판데믹의 지옥으로 빠뜨린 경우들은 지탄을 피할 수 없겠다. 그

리고 무려 100년이 지나서 엄청난 과학적, 의학적인 발전을 이

룬 상황에서 맞이한 COVID-19 판데믹에 대한 각국의 대처를 

보면(특히 미국의 트럼프의 태도를 보면) 도대체 과거에서 배운 

것이 무엇인지 의심이 든다. 그리고 COVID-19의 경우 전통적

인 인플루엔자와 같이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므로 상대적으로 활동성이 높은 젊은 층은 격리지침을 잘 

따르지 않아 더 큰 확산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독감은 이외에도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

쳤는데, 우선 독일군이 최후의 반격 작전으로 상당한 성공을 보

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공격이 중단되고(기록은 확실치 않으

나 스페인 독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휴전 협

정 조인에 몰리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4 다른 한 가지 재미있는 

가설은 윌슨 대통령도 스페인 독감에 걸렸었다는 것이다. 스페

인 독감이든 아니든 윌슨 대통령이 유사한 질환을 앓았던 것은 

확실하고, 그 이후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증언이 많다. 이

후 쉽게 피로해지고 정확한 판단력을 상실했다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가 독일에 대해서 

가혹한 징벌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윌슨이 처음에는 반대했으

나 결국 판단력 부재와 건강 문제로 이를 받아들였고 이것이 전

후 독일의 극심한 경제난과 나치즘의 발로로 이어졌다는 이론이

다. 그렇다면 그 뒤로 이어지는 제2차 세계 대전의 발발에 스페

인 독감도 상당 부분 기여를 한 셈이다.

11. 한반도에서의 스페인 독감

마지막으로 당시 한반도의 상황을 살펴보면, 1918년 당시에 일

본의 식민지로 있던 한국에서는 이를 무오년 독감(戊午年 毒感) 

또는 서반아 감기(西班牙 感氣)라고 불렀다. 1918년 조선총독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 인구 1,759만 명 가운데 약 16.3%인 288만 

4천 명이 스페인 독감 환자가 되었고, 이 중 14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19 인구의 약 1.8%가 사망한 셈으로 한반도의 

상황도 엄중했음이 틀림없다.

Fig. 5. Women working for the Red Cross making gauze masks during 
the influenza pandemic in 1918 (Bettmann Archive/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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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뇌전증의 국내 유병률은 인구 1,000명당 3.84명으로, 약 30만 

명(25만에서 36만 명) 정도의 뇌전증 환자가 국내에 있을 것으

로 추정된다.1 수술 치료를 포함한 뇌전증 치료의 놀라운 발전에

도 불구하고, 뇌전증에 대한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은 국내

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여전히 만연해 있는 상태이다.2-4 

사회적 낙인이 여전한 자신의 질병과 함께 삶을 영위해 가야 하

는 뇌전증 환자에게는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다. 미국

에 거주하는 환자는 뇌전증 발작 자체보다는 운전, 취업, 독립성 

등과 같이 실제 살아가는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데 비해,5 우

리나라 환자는 발작이 일어나는 것, 특히 예측할 수 없는 발작, 

그리고 이로 인한 당혹감이 살아가는 데 가장 걱정이 된다고 한

다(Fig. 1).6 이러한 차이는 뇌전증 환자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사회의 인식과 편견 때문일 것이다. 즉, 미국보다 국내에서는 뇌

Korean literature related to public knowledge about and attitudes toward epilepsy was reviewed. 
The literature indicates significant limitations in knowledge about and negative attitudes toward epi-
lepsy in Korean society. There still remains misconceptions about the cause and treatability of epi-
lepsy and negative attitudes and discriminations with regard to the employment, driving, marriage, 
childbearing,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persons with epilepsy. Nationwide educational pro-
grams either through media or school education are urgently needed to improve knowledge about 
and attitudes toward epile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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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증에 대한 인식이 더 나쁘고 편견이 더 심하기 때문에, 발작으

로 인해 생활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경련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더 걱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7

뇌전증에 대한 무지는 뇌전증 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이

어진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일반 대중이 뇌전증이란 

질환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또한 우리나라에서 뇌전

증 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뇌전증 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줄

여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론

1. 뇌전증에 관한 지식과 뇌전증 환자에 대한 태도

우리나라에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뇌전증에 관한 지식과 뇌전

증 환자에 대한 태도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1990

Review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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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reas of concern cited by more than 10% of Korean people living with epilepsy. Adapted from Choi et al.6

Table 1. Public knowledge about and attitudes toward epilepsy in Korea
Variable Kim and Coe8 Kim et al.9 Lee et al.10 Kim et al.11 Kim et al.11 Choi-Kwon et al.12 Yoo et al.13

Survey
 Year 1991 1992 1994 1995 1999 2002 2007
 Region NA Gwangju Daegu-Gyoengbook Jeonnam Jeonnam Seoul Multiregional
 Method Questionnaire Questionnaire & phone Questionnaire Door-to-door Door-to-door Phone Questionnaire
 No. of subjects 744 587 1722 820 715 918 1540
Familiar with epilepsy NA 0.9 0.66 0.93 0.98 0.92 0.95
Knowledge of epilepsy
 Cause of epilepsy
  Brain disease 0.31 0.21 0.48 0.34 0.3 0.3 0.6
  Hereditary disease 0.53 0.42 0.24 0.29 0.24 0.47 0.27
  Mental illness NA 0.13 0.22 0.34 0.22 0.05 0.24
 Can be contagious 0.04 0.06 0.05 0.13 0.12 0.02 NA
 Can be treated 0.31 0.48 0.32 0.47 0.48 0.75 0.4
Attitudes toward epilepsy
 Object to associationa NA NA 0.54 0.5 0.4 0.18 0.31
 Object to marriagea 0.53 NA NA 0.94 0.89 0.62 0.64
 Should not have  

children
0.27 0.4 0.23 0.46 0.33 0.57 NA

 Should not be  
employed

0.36 NA 26%b 0.52 0.51 0.63 0.36

 Should not drive a car NA NA 0.66 0.95 0.79 NA NA

NA, not available.
aObject to association or marriage of own children with a child with epilepsy. bEven though persons with epilepsy are in long-term seizure 
remission.

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인 것 같다. 그 이전에 이미 이 같은 조사

가 있었을 수 있으나, 문헌 정보를 찾기 어려워 여기에서는 

1990년대부터의 연구조사를 기반으로 서술한다(Table 1).

1991년 Kim과 Coe8는 성인 남녀 744명을 대상으로 뇌전증에 

대한 지식 정도 및 사회적 인식 상태 등을 조사하고, 전반적으로 

참여자의 뇌전증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다고 기술하였다. 즉,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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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절반 정도가 뇌전증을 유전성 질환으로 잘못 알고 있었

고, 뇌전증이 있는 학생은 학습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다. 직

장 채용, 결혼 및 배우자 선택에 대해서도 참여자 반수 이상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1992년 Kim 등9은 전라도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전화 및 우편을 통해 뇌전증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조

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뇌전증에 관한 잘

못된 오해나 편견이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심했고, 이는 한국의 

특수한 문화적 배경에 바탕을 둔 주술적 사고에서 기인한 것 같

다. 둘째, 뇌전증 환자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은 잘못된 편견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이었다. 뇌전증 발작이 잘 

조절되고 있다 하더라도 응답자들은 뇌전증 환자의 사회활동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셋째, 뇌전증에 대한 편견은 응답자의 

학력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더 심했다. 1994년 Lee 등10

은 대구 경북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뇌전증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한 후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첫째, 뇌전증의 원인, 증상 및 치료에 대해 전반적으로 낮은 지

식수준을 보였고, 특히 뇌전증 치료에 관한 무지가 가장 심했다. 

둘째, 뇌전증 환자에 대한 태도에서는 자동차 운전, 결혼 및 교

제에 대해 가장 부정적이었다. 셋째, 응답자의 연령 및 교육 정

도에 따라 뇌전증에 대한 지식수준과 태도에 차이가 있었다. 

Kim 등11은 전라남도 도민을 대상으로 연구원이 가가호호 방문

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1995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

쳐 조사하여 5년간의 뇌전증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뇌전증에 대해 부정적이었

고,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는 5년간에 걸쳐 좋아지지 않았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2002년 Choi-Kwon 등12이 전화 상담

을 통해 서울 시민의 뇌전증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하였는

데, 많은 응답자가 뇌전증이 유전성 질환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

고, 뇌전증 환자의 결혼, 출산, 취업 등에도 부정적인 태도를 갖

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광주-전남 및 대구-경북 지방에

서 조사한 결과와 비교하면, 뇌전증이 전염성 질환이란 오해가 

많이 줄고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인식이 많이 높아졌다. 

2007년 Yoo 등13은 서울, 대구, 광주에 위치한 5개 병원의 건강증

진센터에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뇌전증에 대한 지식과 태도

를 조사하였는데, 많은 응답자가 뇌전증 환자와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여전히 꺼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전의 조사들과 비교했을 

때, 뇌전증이 뇌의 질환이라는 인식이 많이 높아졌고, 뇌전증 환

자는 취업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정적인 태도가 줄어들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1990년대 및 2000년대의 연구 결과를 요약

하면, 일반인은 뇌전증에 관한 지식수준이 낮고, 뇌전증 환자에 

대한 편견이 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뇌전

증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상에

서 2010년대에는 교육 현장에서 뇌전증의 인식과 편견이 어떤

지 조사되었다. Rho 등14은 2010년 전국의 22개 중·고등학교에

서 1,377명의 학생을, 그리고 Lee 등15은 초·중·고등학교에서 

604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뇌전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청소년과 

교사는 뇌전증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수준이 낮았다. 예를 들면, 

청소년의 2.3%만이 뇌전증의 원인을 안다고 했고, 50% 정도가 

뇌전증이 전염성 질환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지 

못했다.14 또한 뇌전증이 있는 동료 학생이나 제자에 대한 잘못

된 편견이 심했는데, 예를 들면, 청소년의 32%가 뇌전증이 있는 

학생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51%가 뇌전증이 있는 학생과는 

데이트를 하지 않겠다고 보고했다.14 이와 같은 나쁜 편견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인자는 청소년이나 교사 자신의 뇌전증에 대

한 무지였다.14 즉,내용은 뇌전증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

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뇌전증이 있는 학생과 함께 학교생

활을 하는 동료와 교사들이 뇌전증 학생을 대하는 태도는 뇌전증 

학생의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청소

년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도, 청소년 때 습득한 지식은 뇌전증 

환자를 대할 때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기독교의 경전인 신약성경에는 경련하는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마가 9:17-29, 마태 17:14-21, 누

가 9:37-43). 이 구절로 인해 중세에는 뇌전증이 귀신에 사로잡

힌 병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은 과학이 발전한 현대

사회에서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세계 곳곳에 적지 않게 

남아있다. 우리나라는 개화기 이후 기독교가 급속히 세력을 확

장하면서, 최근에는 인구의 대략 30%가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

고 있다. Lee 등16은 신약성경에 기술된 귀신들린 아이 이야기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에게 뇌전증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성경을 많이 읽는 목사, 장로, 그리고 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예상과는 달리 종교

가 없는 사람과 비교해서 목사나 장로, 권사는 뇌전증에 대한 태

도나 낙인에서 차이가 없었다. 즉, 우리나라에서 신약성경의 이

야기가 뇌전증 환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초래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2. 뇌전증 환자에 대한 차별

일반 대중의 뇌전증에 대한 무지와 잘못된 편견 때문에 뇌전증 

환자는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종류의 차별을 당하며 뇌전증과 

함께 삶을 영위하고 있다. Lee 등2은 전국에 분포하는 10개의 대

학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뇌전증 환자 400명을 대상으로, 그들

이 실제 사회에서 어떠한 차별을 경험하였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44%가 직업, 이성 교제, 결혼, 친구나 가까

운 친척 등과의 관계 등에서 다양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했다. 차별의 각 항목별 비율은 Fig. 2와 같다. 개인적인 대인관

계에서보다는 주로 취업 때나 직장에서 차별을 당하는 일이 많

았는데, 환자가 자신이 뇌전증 환자임을 스스로 밝히거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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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pisodes of discrimination against Korean people living with epilepsy (n = 361). About 44% of respondents suffered at least one category 
of discrimination due to their epilepsy. Unpublished data from the database of Lee et al.2

Fig. 3. Employment-related discrimination against Korean people 
living with epilepsy. Patients who disclosed their epilepsy suffered 
from more discrimination due to their epilepsy. Unpublished data 
from the database of Lee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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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경련 발작으로 인해 뇌전증 환자임이 주위에 알려지면 특히 

차별이 심했다(Fig. 3). 예를 들면, 전체 뇌전증 환자가 취업을 

거부당하는 비율이 14.5%인데 반해, 자신이 뇌전증 환자임을 밝

히면 그 비율이 55%로 많이 증가하였다.17

뇌전증 환자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데 취업만큼 중요한 것이 

자동차 운전이다.5,18 그러나 뇌전증 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에 대한 일반 대중의 태도는 매우 부정적이다.7,9 우리나라에서

는 도로교통법(92.12.8 제정)으로 모든 뇌전증 환자의 운전을 원

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시행령(1999. 4. 30 제정)

을 마련하여 운전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뇌

전증 환자의 운전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으로 인해 우

리나라에서는 의사가 뇌전증 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에 결

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통일된 규정이 없어서 의사의 성향에 따

라 운전 적합성 판정에 큰 차이를 보이고, 일관성 없이 처리되고 

있다. 대한뇌전증학회는 2011년 뇌전증 환자의 운전 적합성 평

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그 핵심은 만성 뇌전증 환자가 

자동차 운전을 하려면 최근 2년간 발작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이

다.19 대한뇌전증학회는 뇌전증 운전자로 인해 해운대 교통 참사

가 일어난 다음 해인 2017년 뇌전증 환자의 운전에 대해 2009년 

조사 때와 같은 방식으로 학회 회원인 전문의의 태도에 변화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만성 뇌전증 환자가 자동차 운전을 

하려면 최근 2년간 발작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변화는 없었다.20 그러나 이전의 조사와 비교해 볼 때, 뇌

전증 환자의 운전 적합성을 위한 최소 무발작 기간이 2년보다 

길어야 한다는 뇌전증 환자의 운전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줄

었고, 동시에 1년보다 짧아야 한다는 긍정적인 응답 또한 줄었

다.20 이는 뇌전증 운전의 안전성에 관한 최근 연구 결과에 근거

하여 점차 운전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조금이

나마 반영하고, 동시에 뇌전증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도 고려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뇌전증이 잘 조절되지 않아서 운전할 수 

없는 사람이 구태여 위험을 무릅쓰고 운전하는 이유도, 운전하

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18 따라서 

국내에서도 뇌전증 환자 운전의 위험성만 크게 부각해서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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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을 가지거나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은 피해야 하고, 의사는 

뇌전증 환자의 운전 적합성을 평가할 때 적정한 평가를 할 수 있

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뇌전증 환자가 실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겪게 되는 사회로부터

의 편견과 차별은 스스로 사회적 낙인감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

한 인자이다.2,21 즉, 사회적 차별을 당한 적이 없는 뇌전증 환자

에서는 20%가 사회적 낙인감을 느끼지만, 사회적 차별을 당한 

적이 있으면 그 두 배가 넘는 47%의 뇌전증 환자가 사회적 낙인

감을 느낀다.2 사회적 보호막이 미흡한 우리나라에서 자신을 사

회적 낙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뇌전증 환자 자신이 찾은 가

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신에게 뇌전증이 있다는 사실을 사회로부

터 철저히 숨기는 것이다.22,23

결론

우리나라에서 일반 대중은 뇌전증에 대한 잘못된 오해나 편견이 

비교적 심한 편이며, 교육 현장의 교사와 청소년도 일반 대중과 

마찬가지로 뇌전증에 관한 지식수준이 낮고 뇌전증 환자에 대한 

편견이 심하다. 이러한 뇌전증에 대한 무지와 편견은 뇌전증 환

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표출되어, 뇌전증 환자가 삶의 현장, 

즉 직업, 이성 교제, 결혼, 친구나 가까운 친척 등과의 관계 등에

서 다양한 종류의 차별을 당하게 된다. 뇌전증 환자가 겪게 되는 

사회로부터의 차별은 스스로에게 사회적 낙인감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 사회적 보호막이 미흡한 우리나라에서 

뇌전증 환자는 자신을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신

에게 뇌전증이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면서 힘들게 살아간

다. 따라서, 일반 대중, 교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뇌전증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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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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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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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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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Perampanel is an antiepileptic drug (AED) usually used as pri-
mary and adjunctive treatment for partial onset seizures with or 
without secondary generalized tonic-clonic seizures and as ad-
junctive treatment in generalized tonic-clonic seizures. Peram-
panel acts selectively on the α-amino-3-hydroxy-5-methyl-4-isox-
azolepropionic acid receptor (AMPAR) as a noncompetitive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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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electroencephalography 
(EEG) functional connectivity (FC) induced by perampanel treatment and to explore the relation-
ship between changes in FC and serum perampanel levels. 

Methods: The EEG recordings of 16 patients with epilepsy were used in this study. EEG recordings 
and neuropsychological tests were performed before and after 25 weeks of perampanel treatment. 
Serum perampanel levels were also obtained after treatment. FC was measured using the weighted 
phase lag index (wPLI) and was compared before and after treatment. The correlation between sig-
nificant changes FC and serum perampanel levels was evaluated. 

Results: Eight patients showed a more than 50% reduction in seizure frequency. However, neuro-
psychological tests showed little change, with only the delayed recall of the Rey Complex Figure 
showing a significant increase after perampanel treatment. In FC analysis, the wPLI of three elec-
trode pairs (FP1-P3, F8-P3, and P4-Pz) in the alpha band significantly decreased. The changes in 
the connectivity of the electrode pairs were not correlated with serum perampanel levels. 

Conclusions: Although decreases in cognitive function were not observed due to perampanel treat-
ment, significant reductions were observed in alpha band FC, suggesting a potential negative effect 
on 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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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onist.1,2 Because AMPAR is an ionotropic transmembrane re-
ceptor for glutamate-mediated excitatory neurotransmission in 
the central nervous system, AMPAR inhibition caused by peram-
panel may negatively affect cognitive functions.

A study comprising subjects aged 12 to 18 years reported that 
the continuity of attention and speed of memory decreased and 
the quality of episodic memory increased after 19 weeks of ad-
junctive perampanel treatment, although the effect size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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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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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3 After 52 weeks using the same subjects, no change in the 
speed of memory was observed, while a small but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 in the power of attention was found, suggest-
ing that perampanel may have negatively affect attention.4 An-
other study reported small increases in the power of attention 
and quality of episodic secondary memory, together with de-
creases in the continuity of attention related to increased peram-
panel serum levels in adolescents aged 12 to 18 years.5 Two stud-
ies reported no cognitive deficits due to perampanel treatment.6,7 
In our previous study comprising adult patients, although neuro-
psychological (NP) tests showed no decline in cognition, elec-
troencephalography (EEG) spectral analysis showed an increase 
in the power of the theta band and a decrease in the alpha band, 
accompanied by a decrease in the peak alpha frequency after 6 
months of perampanel treatment, indicating potential negative 
effects on cognitive function.7 However, another study using 
EEG spectral analysis reported an increase in cortical EEG fast 
activity, with an increase in the beta band and a decrease in the 
delta band in adults and children after three months of follow-up, 
indicating potential enhancement of attention and cognition.8 
Although previous studies using comprehensive NP tests, a gold 
standard for examining cognitive function, have reported little or 
no change in cognition after perampanel treatment, significant 
changes in the power of brain oscillations were observed. Con-
sidering that brain oscillations are more sensitive than clinical 
measures, further investigation is needed to evaluate the effect of 
perampanel on brain activity. 

Neuronal coherence is recognized as a sign of interaction or 
communication between active neuronal groups; thus, it is close-
ly related to cognition.9 Functional connectivity (FC) is the tem-
poral correlation of activity between different brain regions, 
quantitatively representing neuronal coherence. Naturally, FC 
measures can be used to investigate alterations in cognitive func-
tion.10 Little is known thus far about the effect of perampanel on 
FC, and knowledge concerning the FC change induced by per-
ampanel may lead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effect of per-
ampanel on brain activity and cognition. 

In the present study, we analyzed phase-based FC in EEG 
caused by perampanel signals. We sought to scrutinize the chang-
es in EEG FC and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
es in FC and perampanel serum levels. The weighted phase lag 
index (wPLI) was used as a measure of FC to minimize the effect 
of volume conduction and reduce spurious connections.

Methods

1. Patients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No. C-1602-107-742), and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all the participants. 

The patient characteristics and study design were described in 
our previous study.7 The patients were aged between 19 and 65 
years and had partial seizures with or without secondary general-
ized seizures. The EEGs were recorded, and NP tests were con-
ducted for all the participants before they started taking peram-
panel (baseline) and after 25 weeks (follow-up). Perampanel was 
taken orally once a day, and the dose was increased by at least 2 
mg every 2 weeks, starting at 2 mg/day. The doses were in-
creased by 2 mg every week for patients taking enzyme-inducing 
antiepileptic drugs concurrently. The maintenance dose of per-
ampanel ranged from 4 to 12 mg/day, which was not changed for 
a month before the final EEG recording. Concomitant AEDs 
were not changed during study period.

2. Electroencephalography recording and processing
The EEGs were recorded using the International 10–20 system 
with cap electrodes (Natus Neurology Inc., Middleton, WI, USA). 
The impedance of all the electrodes was kept below 10 kΩ. Rest-
ing-state EEGs were recorded for 10 minutes at a sampling rate of 
400 Hz while patients were seated comfortably. Patients were 
asked to close their eyes and open them every 10 seconds. For 
each EEG recording with the eyes closed, 3-second-long epochs 
were selected when the posterior dominant rhythm was present in 
the occipital regions. An average of 33.1 epochs was selected from 
each EEG recording.  

EEG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MATLAB 2019b (Math-
Works Inc., Natick, MA, USA). The EEG data were re-refer-
enced to the common average reference and bandpass filtered 
(0.5–50 Hz) for analysis. Direct current (DC) offset removal 
and detrending were applied to eliminate DC fluctuations and 
deterministic trends.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was ap-
plied to correct stereotyped ocular and muscular artifacts. The 
preprocessed EEG data from a previous study were used in this 
study.7 

3. Functional connectivity analysis
The wPLI was used as a measure of FC. The wPLI is a phase-
based measure of FC similar to the phase lag index (PLI). The 
PLI measures the asymmetry of the distribution of phase differ-
ences between two electrodes.11 Based on spurious connectivity 
due to volume conduction likely having a phase angle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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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 or π, PLI is defined as the extent to which the distribution of 
phase angle differences is asymmetric. It is calculated by taking 
the average of the sign of the imaginary part of the cross-spec-
trum. Although true connections with a phase angle difference 
close to 0 or π may not be found when the PLI is used, it effec-
tively minimizes the effect of volume conduction; thus, it is an 
effective means for assessing FC in exploratory research. The 
wPLI gives weights to phase angle differences that are farther 
away from 0 or π by weighting the sign of the phase angle differ-
ences by the magnitude of the imaginary component, further re-
ducing spurious connections. 

In this study, the EEG recordings were first bandpass filtered 
to obtain four frequency bands; delta (0.5–4.0 Hz), theta (4–8 
Hz), alpha (8–12 Hz), and beta (12–30 Hz). A Hilbert trans-
form was applied to each epoch in each of the four frequency 
bands in every EEG recording to obtain the instantaneous phase 
for each time point. Next, the wPLI was calculated for each elec-
trode pair. The wPLI matrices for each patient at baseline and 
follow-up were obtained by averaging the wPLI over all epochs.

4. Neuropsychological examinations
The NP test scores from a previous study were used in the present 
study.7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II was used to assess the 
degree of depression.12 The Epworth Sleepiness Scale was used to 
measure daytime sleepiness,13 and the Buss-Durkee Hostility In-
ventory was used to measure aggression.14 To evaluate general cog-
nitive function, the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was used.15 
For language function measurement, the Korean Boston Naming 
Test was used.16 The Rey Complex Figure Test (RCFT) was ad-
ministered to evaluate visuospatial and memory function, using 
the copy score and copy time for visuospatial measurement and 
immediate recall, delayed recall, and recognition for memory func-
tion evaluation.17 The Korean California Verbal Learning Test was 
used to assess verbal and working memory functions.18 To measure 
attention and executive functions, the digit span forward and back-
ward tests, Controlled Oral Word Association Test,19 and Trail 
Making Test were used.20

5. Perampanel serum level analysis
The perampanel serum level data were obtained from a previous 
study.7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1200 
series, Agilent Technologies, Santa Clara, CA, USA) coupled 
with tandem mass spectrometry (MS/MS; API3200, Applied 
Biosystems, Waltham, MA, USA) was used to measure the per-
ampanel serum levels. Fifty microliters of plasma was mixed with 
50 μL of an internal standard and 100 ng/mL of trazodone in 
50% methanol. Next, 300 μL of acetonitrile was added, and the 

mixture was centrifuged at 12,298 × g for 5 minutes at 4°C. Two 
microliters of the supernatant was injected into the HPLC-MS/
MS system.

6. Statistical analyses
The EEG FC and NP test scores were compared between base-
line (before perampanel treatment) and follow-up (after 25 
weeks of perampanel treatment). To determine the normality of 
the data, the Kruskal-Wallis test was used. Differences in the 
overall connectivity strength between baseline and follow-up 
were evaluated using the Wilcoxon signed-rank test because the 
data did not follow a normal distribution. Statistical analysis of 
electrode pairwise connectivity strength differences was per-
formed using the nonparametric permutation test with pix-
el-based multiple testing correction.21

The changes in connectivity that were revealed to be signifi-
cant after pixel-based correction were analyzed to determine 
whether they were correlated with the perampanel serum levels. 
Spearman’s rank correlation coefficient was used because the 
data were not normally distributed.

A two-tailed significance level of P <  0.05 was used for all sta-
tistical analyses.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MAT-
LAB 2019b.

Results

1. Clinical information and cognitive functions
Seventeen patients completed the present study. An error oc-
curred in the EEG recording of an electrode (P8) in one patient, 
so the EEG analysis was performed in 16 patients. 

The mean age of the 16 patients was 33.3 years (range, 21–65 
years), and eight were female (50.0%). The mean length of edu-
cation was 14.8 years, with most (75.0%) reporting having re-
ceived college education. The average maintenance dose of per-
ampanel was 5.75 mg/day (range, 4–8 mg/day). Fourteen pa-
tients were prescribed perampanel as adjunctive treatment 
(87.5%), and 14 had partial epilepsy (87.5%). Eight patients 
(50.0%) showed a more than 50% reduction in seizure frequen-
cy after taking perampanel. 

The RCFT delayed recall test score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t follow-up compared with that at baseline (follow-up, 22.94; 
baseline, 20.03; P =  0.004). NP tests other than the RCFT de-
layed recall test showed no significant change following peram-
panel treatment. Detailed statistical information regarding the 
NP test scores is presented in our previous study.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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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unctional connectivity analysis
FC differences between baseline and follow-up are summarized 
in Fig. 1 and Table 1.

1) Global connectivity strength
The overall connectivity strength of each frequency band was 
calculated by averaging the wPLI over all electrode pairs for each 
frequency band (Table 1). The Wilcoxon signed-rank test re-
vealed no significant difference for all frequency bands. Although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 small decrease was found in the 
overall connectivity strength of the alpha band in the follow-up 
compared with that at baseline (follow-up, 0.5131; baseline, 
0.5476; P =  0.0980).

2) Overall spatial pattern of functional connectivity
The largest 10% of the wPLI values for each frequency band 
were selected to observe the change in the overall spatial pattern 
of FC at baseline and follow-up. The overall patterns were gener-
ally similar in the delta, theta, and beta frequency bands, with an 

increase in the temporal and parietal regions at follow-up in the 
delta and theta bands and a decrease in the beta band. The alpha 
band FC was noticeably decreased at follow-up (Fig. 1A).

3) Electrode pairwise functional connectivity comparison
Electrode pairwise FC comparison before correction showed in-
creases in FC in the delta band and decreases in the alpha band 
after perampanel treatment. After pixel-based multiple testing 
corrections (family-wise error rate <  0.05), three electrode pairs 
of connections in the alpha band were significantly reduced at 
follow-up compared with that at baseline (Fig. 1B). The three 
connections were FP1-P3 (P =  0.0008), F8-P3 (P =  0.0110), 
and P4-Pz (P =  0.0208).

3. Correlation of functional connectivity with perampanel 
serum levels
The perampanel serum levels of 15 subjects were used for analy-
sis because the serum level of one patient was not obtainable. 
The mean serum perampanel level was 238.5 ±  150.6 ng/mL 

Fig. 1. (A) Overall spatial pattern of functional connectivity (FC) at baseline and follow-up. The lines indicate connections representing the 
highest 10% of all weighted phase lag index values at each frequency. (B) Differences in FC between baseline and follow-up. The red and blue 
lines indicate connections with significantly increased and decreased FC at follow-up, respectively, compared with those at baseline. The upper 
panel shows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nnectivity before multiple testing corrections (uncorrected, P < 0.05). The lower panel shows the 
differences in FC between baseline and follow-up after pixel-based multiple testing corrections (family-wise error rate < 0.05).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FC in the delta, theta, and beta bands after correction.

Delta

Baseline

Follow-up

Theta Alpha BetaA

Delta

Follow-up > baseline

Baseline > follow-up

Theta Alpha Be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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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e, 47.9–504 ng/mL). No electrode pair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perampanel serum levels. The Spearman cor-
relation coefficients of the FP1-P3, F8-P3, P4-Pz electrode pairs 
were r =  0.3036 (P =  0.2708), r =  –0.2821 (P =  0.3072), and r 
=  0.1893 (P =  0.4984), respectively.

Discussion

The present study was the first to investigate the long-term effect 
of perampanel on EEG FC. Previous studies have reported that 
the adverse effects of perampanel on cognition are minor.6-9 De-
spite small or no clinical changes, other studies, including ours, 
showed significant changes in EEG spectral power after peram-
panel treatment.9,10 Only one study has investigated the effect of 
perampanel on FC.22 Magnetoencephalography recorded before 
and 2 hours after perampanel intake in 20 healthy volunteers re-
ported selective increases in amplitude-based FC in the alpha 
(8–13 Hz) and beta (13–30 Hz) bands. Our study results seem 
to indicate changes in the opposite direction from ours, where 
we observed a decrease in alpha band connectivity. However, in 
addition to using a different measure of FC from ours, this study 
only demonstrated acute effects in healthy young male subjects 
where subjects had significant somnolence and dizziness after 
taking a single dose of a 6-mg perampanel tablet. Nevertheless, 
the acute effects of perampanel on FC should also be explored in 
patients with epilepsy in the future. 

The overall connectivity strength showed a tendency to de-
crease in the alpha band after perampanel treatment, although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0980). Decreases in the 
alpha band FC were also apparent in the overall spatial pattern. 
When the FC was compared electrode pairwise, the connectivity 
strength of three pairs (FP1-P3, F8-P3, P4-Pz) was significantly 
reduced after treatment in the alpha band after pixel-based multi-
ple testing corrections (family-wise error rate <  0.05). Overall, 
the present study showed a decrease in alpha band FC after per-
ampanel treatment. A previous study conducted using rest-
ing-state EEG recordings of amnestic mild cognitive impairment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revealed significant decreases in the 
global mean PLI in the lower alpha (8–10 Hz), upper alpha (10–

13 Hz), and beta (13–30 Hz) bands.13 Another study reported 
decreased connections in the upper alpha (10–13 Hz) band mea-
sured by lagged phase synchronization in resting-state EEGs in pa-
tients with Alzheimer disease.14 A study using synchronization 
likelihood (SL) showed that patients with vascular dementia or 
mild Alzheimer disease had reduced frontoparietal SL.23 Consider-
ing that several studies have shown associations between cognitive 
deficits and decreases in alpha band FC, our study results may sug-
gest the potential adverse effects of perampanel on cognitive func-
tion. 

The differences between baseline and follow-up of the three 
electrode pairs exhibiting significant decreases were not correlat-
ed with the perampanel serum levels. Although the underlying 
reason for this deviation cannot be fully explained, several as-
pects should be considered. First, the total serum concentration, 
not the free concentration, was used in the present study. The to-
tal serum concentration is widely used and has been shown to 
generate acceptable outcomes in practice. However, because only 
the free form of the drug can pass the blood-brain barrier to exert 
an effect, the total serum levels can sometimes be misleading.24,25 
Perampanel is highly bound to serum proteins (95%), making 
the free fraction important in the drug effect.26,27 Factors not con-
sidered in the present study may have induced variations in the 
free fraction of perampanel between patients, resulting in dis-
crepancies between the total and free serum levels. Additionally, 
the number of subjects was small, reducing the statistical power. 
Considering the substantial difference between individuals, a 
larger sample size may be required to detect the true differences 
in FC.

In this study, we reanalyzed the EEG recordings of a previous 
study to measure changes in phase-based FC induced by peram-
panel treatment. We observed significantly reduced FC in the al-
pha band at follow-up, particularly in frontoparietal connections, 
signifying the effect of perampanel on EEG FC and implying a 
potential adverse cognitive effect. However, the electrode pairs 
showing significant changes were not correlated with the peram-
panel serum levels, indicating the need for further studies to veri-
fy the effect of perampanel on alpha band FC. Further studies to 
locate the particular sites at which connections are reduced could 

Table 1. Overall strength of functional connectivity at baseline and follow-up
Functional connectivity (Hz) Baseline Follow-up P-value
Delta (2–4) 0.5877 ±  0.0108 0.5937 ±  0.0194 0.4691
Theta (4–8) 0.4394 ±  0.0219 0.4401 ±  0.0245 0.9588
Alpha (8–12) 0.5476 ±  0.0606 0.5131 ±  0.0468 0.0980
Beta (12–30) 0.2786 ±  0.0223 0.2749 ±  0.0229 0.534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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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of the changes in 
FC found in the present study.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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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뇌전증 치료의 시작이자 핵심은 항경련제(antiepileptic drug, 

AED)이다. 여기에서는 뇌전증 진단 이후 AED의 선택, 변경, 추

가에 대한 원칙을 다루고자 한다. 또한 여성과 그 밖의 특별한 

내과적 상황에 있는 환자의 뇌전증을 치료할 때 고려해야 할 점 

및 약물 불응성 뇌전증 환자의 수술적 치료와 관련된 원칙 또한 

소개하고자 한다. 다양한 증례를 통하여 임상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과 원칙에 대해 정리하였다.

증례 

1. 증례 1 

27세의 남자가 전신강직간대발작(generalized tonic-clonic sei-
zure) 이후에 응급실에 실려왔다. 보호자에 의하면 우측 다리를 

Medications are mainstays of epilepsy treatment, but surgical procedures provide another d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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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al antiepileptic drug monotherapy, rational polytherapy for patients with refractory epileps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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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non-pharmacologic treatments of epile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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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Based Insights into Epilepsy Management
Hye-Jin Moon, MD
Department of Neurology, Soonchunhyang University Bucheon Hospital, Bucheon, Korea

움찔움찔하고 좌측으로 고개가 돌아간 이후 혀를 깨물고 전신이 

강직되며 움찔거렸다고 한다. 2년 전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두부

외상을 입었고 당시 좌측 두개골이 함몰되었으나 발작 등 신경

학적 이상은 없었다고 한다. 신경학적 검진은 정상이었으며, 뇌

파에서도 좌측 전두엽 부위의 서파 이외의 이상은 없었다. 뇌 자

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에서는 좌측 전

두엽의 피질 및 피질하 T2 고신호강도의 병변이 관찰되었다. 그

는 최근 과로를 하였으며, 발작이 있기 약 36시간 전에 친구와 

함께 맥주 4잔 정도를 마셨다고 한다.

증례 1의 환자에게 AED를 시작할 것인가? 시작한다면 어떤 

약제를 선택할 것인가? 약제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적정할(titra-
tion) 것인가?

첫 번째 비유발발작(unprovoked seizure)만으로는 뇌전증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첫 번째 비유발먼증상발

작(unprovoked remote symptomatic seizure)의 경우라면 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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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 2021 Korean Clinical Epilepsy Research Society

47



재발 위험도가 높아 국제항뇌전증연맹(International League 

Against Epilepsy)의 뇌전증 진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1 

특히, 환자가 이미 뇌병변을 갖고 있는 경우, 뇌파에서 뇌전증 

양파(epileptiform epileptiform discharge)가 확인되는 경우, 뇌영

상검사에서 유의한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그리고 야간 발작일 

경우는 첫 발작이라도 AED 치료가 강력하게 권유된다.2 AED의 

선택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각 AED의 효과 범

위(spectrum of efficacy)이다. 약동학적 특성, 안정성, 내약성

(tolerability), 그리고 환자의 동반질환(comorbidity)에 대한 영향

을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가장 적합한 AED를 선택하여 첫 번째 

단일요법(monotherapy)을 시작한다(Supplementary Table 1).3 

서서히 약물의 용량을 증량하여 적정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어 보다 추천되나, 위험한 발작이 자주 있는 경우나 첫 

발작이 뇌전증지속증(status epilepticus)인 경우에는 AED 부하

(loading)가 가능한 약제로 선택한다.

2. 증례 2

66세 여성 환자가 3년간 1일 2회의 carbamazepine 600 mg으로 

치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월 2회 멍해지는 부분발작이 있고, 적

어도 6개월에 한 번 쓰러지는 전신강직간대발작이 있다고 하였

다. 6개월 전부터는 사소한 일을 깜박하는 정도의 기억력 저하도 

호소하였다. Carbamazepine의 혈중농도(serum level)는 14.9 mg/

L였고, 혈액검사에서 경도의 저나트륨혈증(serum Na, 133 mEq/

L) 이외의 이상은 없었다. 주치의는 carbamazepine을 충분히 사

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작이 지속되고 인지기능의 저하도 호

소하므로 oxcarbazepine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하였다. Oxcarbaze-
pine 600 mg 1일 2회 사용 이틀 후 환자는 전신강직간대발작을 

하며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serum Na가 119 mEq/L였다.

AED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인가? 만일 

첫 번째 약제로 발작 조절에 실패했다면 다른 AED로 대체할 것

인가, 아니면 다른 AED를 추가할 것인가?

한번 AED를 시작하면, 뇌전증의 예후에 따라 적어도 2-3년 

이상, 일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복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각 AED
의 유해효과(adverse effect)를 잘 알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려진 약물 작용기전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특이약물반응

(idiosyncratic drug reaction)이 유해효과 전체의 약 10%를 차지

하며, 특히 phenytoin, phenobarbital, primidone, carbamaze-
pine, oxcarbazepine, lamotrigine 투여 시 자주 발생하게 된다. 

특이약물반응의 대표적인 양상은 피부 발진(rash)이며, 심한 경

우 박탈성 피부염이나 Stevens-Johnson 증후군, 독성표피괴사용

해(toxic epidermal necrolysis), 항경련제 과민증후군(anticonvul-
sant hypersensitivity syndrome)까지 진행할 수 있어 조기에 발

견하고 빨리 원인이 되는 AED를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AED는 신경계 유해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대개 약 용량

(dose)과 관련된 유해효과이며, 어지럼, 졸음, 피곤, 두통, 실조

증, 불면, 복시 등이다. 이는 AED의 혈중 농도가 과도하게 증가

한 경우나, 초기에 빠르게 약 용량을 증량한 경우에 발생한다. 

이외에 각 AED를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유해효과

에 대해서는 Supplementary Table 2에 정리하였다. 인지기능의 

저하, 심리적인 유해효과는 적절한 모니터링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진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유해효과는 약물 

순응도(compliance) 및 환자의 삶의 질과 직결될 수 있어 더욱 

주의를 요한다.

첫 번째 AED가 실패했을 때, 두 번째 AED의 단일요법으로 

교체할 것이냐, 다른 AED를 추가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대개 첫 번째 AED가 효과가 거의 없어 

실패한 경우나 심각한 특이약물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교체하

고, 효과는 부분적으로 있었으나 충분치 않고, 용량 의존 부작용

을 경험한 경우에는 병용요법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병

용요법은 발작을 빨리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약물 상

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의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 다른 약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약을 추가하여 유지 용량까지 증량

한 후 첫 번째 약을 점진적으로 줄여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증례 3

Lamotrigine 200 mg 1일 2회로 조절을 받던 78세 여자 환자가 

최근 발작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응급실 방문 후 sodium valproate
를 정맥주사하고 이후 divalproex sodium 250 mg 1일 2회를 추

가로 처방 받아 귀가하였다. 이후 환자는 복시, 구역, 진전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예정된 신경과 진료를 앞당겨 내원하였다. 

일부 AED는 타 약물과의 약물 상호작용(interaction)이 있어 

병합요법 시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특히, valproate는 간 효소

(hepatic enzyme)의 강력한 억제제(inhibitor)로 작용하므로 phe-
nobarbital, lamotrigine, rufinamide, carbamazepine epoxide의 

청소율(clearance)을 감소시켜 해당 약제의 용량 의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다른 약제와의 상호작용도 주의해야 하는데, 피

임약은 lamotrigine의 청소율을 증가시켜 복용 기간 중 lamotrig-
ine의 혈중 농도를 낮추었다가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는 시기

(drug-free period)에는 lamotrigine의 혈중 농도를 갑자기 높여 

용량 의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효소 유도 AED (enzyme 
inducing AED, EIAED)는 항암제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어 

암 환자에게는 첫 번째 AED로 추천되지 않는다.

4. 증례 4 

18세 여자 환자가 시험공부를 하느라 밤에 잠을 거의 자지 못하

고 다음날 아침 샤워를 하던 중 발생한 전신강직간대 발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문진 상 중학생 때부터 아침에 팔을 움찔

하면서 숟가락이나 칫솔을 떨어뜨린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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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응급실에서 시행한 뇌파 검사 결과 3-4 Hz의 양측 대칭성의 

다발극파복합체(bilateral symmetric polyspike-wave complexes)
가 관찰되었다. 

가임기 여성, 혹은 향후 임신을 계획하게 될 여성에서 AED의 

선택은? 이 환자에게 valproate를 시작해도 될까? 이 여성에게서 

임신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상담(counseling)은 언제, 어떻게 이

루어져야 할까?

1/3 이상의 여성 뇌전증 환자가 담당의에게 임신이나 피임과 

관련한 내용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보고한다.4 뇌전증이 진단되

는 첫 순간부터 임신 관련 문제를 고려하고 치료에 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설명과 상담(preconceptual counseling)이 이루어져야 

한다.

1) 기형발생(teratogenesis) 

임신 첫 삼분기 동안의 AED 노출은 태아의 주기형(major con-
genital malformation) 발생 위험도를 증가시키고, 주기형의 대부

분은 임신 8-10주 이전에 형성되므로, 임신 전 상담 및 준비가 

중요하겠다. 거의 모든 뇌전증 환자의 임신 레지스트리 연구에

서 valproate는 일관되게 높은 주기형 발생과 관련되어 있는 것

으로 보고되었는데, 그 빈도는 4.7%에서 13.8%로 알려져 있으

며,5 용량 의존적으로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6 과거

에는 AED 병합요법이 단일요법보다 주기형 발생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였으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valproate가 포함되지 않은 

병합요법의 경우에는 주기형 발생률의 증가가 크지 않아,7 val-
proate 대신 levetiracetam이나 lamotrigine과 같은 비교적 안전한 

AED의 병합요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최근 태중에서 valproate에 

노출된 아동의 지능이 타 AED에 노출된 경우에 비해 낮고8 자

폐증(autism)이나 자폐스펙트럼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의 발생이 높다9는 것이 알려져, 인지적 측면에서도 valproate는 

가임기 여성이 반드시 피해야 할 약제이다.

2) 엽산 

모든 가임기 환자에게 0.4-4 mg/day의 엽산이 추천된다. 이는 

일반 여성에게 신경관 결손(neural tube defect)을 감소시키는 효

과가 확인되었다는 점 및, 몇몇 AED는 혈중 엽산 농도를 낮출 

수 있고, 임신 첫 삼분기의 낮은 혈중 엽산 농도가 태아의 주기

형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로부터 도출된 권고사항이다. 

3) 피임

뇌전증 여성을 치료하는 의사는 반드시 피임과 관련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며,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

다. 가장 효과가 좋고 가역적인 방법은 자궁내장치(intrauterine 

device)이며,10 경구 피임제는 EIAED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추천되지 않는다.11 

5. 증례 5

임신 34주 임산부가 복합부분발작으로 내원하였다. 임신 중 발

작은 이번이 처음으로, lamotrigine 100 mg 1일 2회로 잘 조절이 

되고 있던 차였다. 환자는 최근 발작을 유발할 만한 요인은 없었

으며, 약도 시간에 맞춰 잘 복용하였다고 하였다. 

임신 중 AED의 조절이 필요한가? 

Lamotrigine과 oxcarbazepine, levetiracetam은 임신 중 약물대

사(metabolism)의 변화가 현격하여, 임신 후반기에 혈중 농도가 

떨어진다고 보고된다. 임신 3분기에 증량하는 것이 권고되며, 

출산 후 3주 이내에 감량을 시작하여야 한다.12

6. 증례 6 

89세의 남자 환자가 첫 번째 2차성 전신강직간대발작으로 내원

하였다. 환자는 3년 전 우측 중대뇌동맥 뇌경색(middle cerebral 
artery territorial infarction)으로 진단받았으며, 당시부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진단받아 약을 복용 중이다. 최근 만성신부

전(chronic renal failure)으로 진단받았다. 환자에게 phenytoin 

300 mg 1일 4회를 처방하고 일주일 후 복시, 실조, 진전, 구역, 

구토 증세를 보이며 응급실로 실려왔다.

노인 환자에게 효과적이고 내약성이 좋은 AED는? 노인 환자

에서 약물의 용량을 결정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노인은 신 청소율(renal clearance)의 저하, 간 혈류량(hepatic 
blood flow)과 간 크기(liver size)의 감소, 위장관 내 흡수기능의 

저하, 혈중 알부민의 감소로 인한 단백 결합의 감소 등의 변화로 

동일한 용량에서 AED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다. Felbamate, gabapentin, lacosamide, lamotrigine, levetirace-
tam, oxcarbazepine, pregabalin, topiramate, vigabatrin은 노인에

서 20% 이상 청소율이 감소되는 AED이다.13 가급적 적은 용량

으로 시작하여 천천히 적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동반질환을 가지는 경우가 흔하며, 이로 인해 복용 중인 

약물이 많아 약물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더 높다. 간으로 대사되

는 AED (phenobarbital, phenytoin, primidone, valproic acid, 

carbamazepine, oxcarbazepine, eslicarbazepine, zonisamide, la-
motrigine, perampanel, felbamate, rufinamide, clobazam)은 간

으로 대사되는 다른 약제와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cytochrome P450의 유도제(inducer)나 억제제(inhibitor)로 작용

하는 AED는 다른 약제의 농도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노인에서 AED의 효과에 대한 무작위 대조(randomized head 

to head) 연구는 드물다. Lamotrigine, gabapentin, carbamaze-
pine의 비교연구에서 항뇌전증 효과는 큰 차이가 없으며, 내약

성이 lamotrigine, gabapentin에서 좋았다.14,15 Oxcarbazepine,16 

levetiracetam,17 zonisamide18도 노인층에서 비교적 안정성과 내

약성이 좋은 것으로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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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증례 7 

45세 남자 환자가 첫 번째 발작으로 신경과에 자문 요청되었다. 

소세포 폐암으로 내과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최근 항암치료

(etoposide + cisplatin) 및 방사선 치료 병합요법 중이었다.

확인해야 할 검사는? AED의 선택은? 

L-asparaginase, busulfan, carmustine, cisplatin, cyclosporine, 
etoposide, methotrexate는 경련을 유발할 수 있는 약제로 보고

된다.19 Busulfan 사용 시에는 단기간의 AED 예방요법(prophy-
laxis)이 필요하다.20 단클론항체(monoclonal antibody)의 경우 

뇌전증 발작(epileptic seizure) 발생에 대한 보고는 많지 않으나, 

blinatumomab은 약 20%에서 다양한 중추신경계 부작용을 보인

다고 알려져 있다.21 

암 환자에게서 발작이 발생할 경우,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감별(중추신경계 전이, 대사성 원인, 항암제, 감염, 뇌졸중, 가역

적 후뇌병증후군 등)이 우선 중요하며, AED의 선택 시에는 항

암제와의 약물 상호작용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8. 증례 8 

35세 여자 환자가 잦은 발작으로 내원하였다. 이미 8년 전 진단

을 받고 현재까지 lamotrigine, oxcarbazepine, levetiracetam, 

clobazam, valproic acid, topiramate의 병합요법을 시도해보았으

나 모두 일시적인 효과가 있거나 아예 효과가 없었다. 환자의 뇌 

MRI에서는 우측 해마 경화가 관찰되었다. 

환자에게 적용할 다음 치료는? 수술적 치료를 위해 진행되어

야 하는 검사는? 

두 가지의 적절한 AED가 충분한 용량으로 투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작이 지속되면 약물 불응성 뇌전증(drug refractory 

epilepsy)이라고 진단한다. 대략 30%의 환자가 여기에 속하며, 

이 경우 우선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일단 약물 불응성 

뇌전증으로 진단되면, 수술 가능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비디오

뇌파검사(video-electroencephalogram monitoring)를 시행하여 

환자의 발작 양상 및 발작뇌파 양상을 파악한다. 발작뇌파 분석 

결과, 발작의 초점이 여러 군데이거나, 지나치게 넓은 영역에 분

포하거나, 주요 기능영역(eloquent area)과 겹치는 경우에는 수

술을 통한 치료가 불가능하다. 뇌 MRI를 통해 해부학적으로 병

터의 확인이 가능한지를 평가하고, F-18-불화디옥시포도당 양

전자단층촬영(fluorodeoxyglucose-positron emission tomogra-
phy), 발작기/발작간기(ictal/interictal)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

층촬영(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자기뇌

파검사(magnetoencephalography) 등의 검사로 병소의 국소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뇌 MRI에서 병터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

도 나머지 검사에서 병소의 국소화가 가능하다면 수술은 가능하

며, 좀더 정밀한 수술 범위 결정을 위해 침습감시기법(invasive 
EEG monitoring), 수술 중 피질뇌파검사(electrocorticography), 

기능뇌 지도화(functional brain mapping) 등의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 병소 절제술(resective surgery)의 적응증이 되지 않거나 실

패한 경우에는 미주신경 자극술(vagus nerve stimulation), 뇌량 

절제술(corpus callosotomy), 뇌심부 자극술(deep brain stimula-
tion)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결론 

뇌전증 치료의 시작은 정확한 진단에서부터이다. 환자의 발작 

양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AED를 선택해야 할 것

이며, 환자의 개별 특성, 동반질환을 고려한 선택이 필요하다. 

기존에 소개된 AED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야말로 

환자 맞춤형 치료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여

성의 뇌전증은 최초 진단 시부터 향후 임신 및 출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ED의 선택 및 임신 전 상담을 시작해야 한다. 

Valproate는 가임기 여성 및 향후 가임기에 접어들 소아 환자에

게서 일차로 선택되어서는 안 된다. 노인 뇌전증은 약동학적 변

화 및 타 약제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야 하며 적은 용량으로 

천천히 증량하여야 부작용을 피하고 효과적인 치료에 도달할 수 

있다. 뇌전증 수술은 약물 불응성 뇌전증 환자의 희망이 될 수 

있으나 반드시 정확한 수술 전 평가가 필요하다.

Supplementary materials

Supplementary Tables 1 and 2 can be found via https://doi.
org/10.35615/epilia.2021.0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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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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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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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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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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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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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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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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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7년 타임지 선정 ‘10대 의약 혁신’ 2

200
5년 리리카 국내 허가

12011
년 AAN 가이드라인에서 PDN 완화에 대해 Level A로 권고된  

유일한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
3

2016
년 DPNP와 PHN에서 TA/Lidocaine patch와 병용 시에도 보험 급여 확대

4 

2015
년 PSSS 보험 급여확대

5
2018

년 저용량 25, 50mg 출시
1

2019
년 서방정 82.5, 165, 330mg 출시+국내 프레가발린 중 유일한 저용량 서방정

1

* 2020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기준

L Y R
 I C A변함없는 발전과 성장

리리카는 앞으로도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에 함께 하겠습니다.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를 위해 달려온 15년
.
1

[주요 안전성 정보] LYRICA® CR 서방정의 가장 흔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은 말초부종, 체중증가, 구역 및 어지러움이었고, 이 약 투여군과 위약 투여군의 이상반응 발생빈도는 유사했습니다.
[리리카® CR 서방정 제품설명서 요약정보] [성분 함량] LYRICA® Tab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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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여한다. 이 약은 통째로 삼켜야 하며, 쪼개거나 으깨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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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작용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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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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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여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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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애환자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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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
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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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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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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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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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판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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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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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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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대한 대조 임상시험 1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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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안전성 정보] 리리카Ⓡ 캡슐의 가장 흔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은 어지러움 및 졸음이었고, 이상반응은 대체로 경증에서 중등도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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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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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에
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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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근육통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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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
하여야 한다. 5. 신기능 장애환자: 이 약은 전신순환을 거친 후 미변화체의 형태로 주로 신장으로 배설된다. 이 약의 클리어런스는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의 용량감소는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에 근거하여 개별화되어야 한다. 이 약은 혈액투석에 의해 혈장에서 효과적으로 제거된다. (4시간 이내에 50%정도). 혈액투석을 하는 환자에서 프레가발린의 1일 투여용량은 신기능에 근거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신기능에 따른 1일 투여용량 외
에 매 4시간 마다 혈액투석을 실시한 후에는 추가로 보충 용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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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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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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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
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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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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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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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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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판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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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추신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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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반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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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s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등제품정보목록_리리카(2020년9월3일 기준) 2. Top 10 Medical Breakthroughs. #7. Relief from Fibromyalgia: Lyrica. Available at http://content.time.com/time/specials/2007/article/0,28804,1686204_1686252_1690389,00.html Accessed sep,2020. 3. Bril V, et al. Evidence-based guideline: 
Treatment of painful diabetic neuropathy. Neurology 2011;76(20):1758-1765. 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1호 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4호.

PSSS: Post spinal surgery syndrome / DPNP: Diabetic peripheral neuropathic pain / PHN: Postherpetic neuralgia / TA: Thioctic acid / PDN: painful diabetic neuropathy.
※리리카ⓇCR서방정은 성인에서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에만 적응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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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 [04631]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10 화이자 타워 /Tel : 02-317-2114, 수신자 부담: 080-222-1400/ Website: www.Pfiz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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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06543]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343 (반포동, 제일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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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리카는 앞으로도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에 함께 하겠습니다.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를 위해 달려온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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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안전성 정보] LYRICA® CR 서방정의 가장 흔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은 말초부종, 체중증가, 구역 및 어지러움이었고, 이 약 투여군과 위약 투여군의 이상반응 발생빈도는 유사했습니다.
[리리카® CR 서방정 제품설명서 요약정보] [성분 함량] LYRICA® Tab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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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여한다. 이 약은 통째로 삼켜야 하며, 쪼개거나 으깨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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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작용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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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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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여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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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애환자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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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
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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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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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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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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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판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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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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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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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대한 대조 임상시험 1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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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안전성 정보] 리리카Ⓡ 캡슐의 가장 흔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은 어지러움 및 졸음이었고, 이상반응은 대체로 경증에서 중등도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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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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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에
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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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근육통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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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
하여야 한다. 5. 신기능 장애환자: 이 약은 전신순환을 거친 후 미변화체의 형태로 주로 신장으로 배설된다. 이 약의 클리어런스는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의 용량감소는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에 근거하여 개별화되어야 한다. 이 약은 혈액투석에 의해 혈장에서 효과적으로 제거된다. (4시간 이내에 50%정도). 혈액투석을 하는 환자에서 프레가발린의 1일 투여용량은 신기능에 근거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신기능에 따른 1일 투여용량 외
에 매 4시간 마다 혈액투석을 실시한 후에는 추가로 보충 용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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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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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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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
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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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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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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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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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판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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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추신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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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반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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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s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등제품정보목록_리리카(2020년9월3일 기준) 2. Top 10 Medical Breakthroughs. #7. Relief from Fibromyalgia: Lyrica. Available at http://content.time.com/time/specials/2007/article/0,28804,1686204_1686252_1690389,00.html Accessed sep,2020. 3. Bril V, et al. Evidence-based guideline: 
Treatment of painful diabetic neuropathy. Neurology 2011;76(20):1758-1765. 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1호 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4호.

PSSS: Post spinal surgery syndrome / DPNP: Diabetic peripheral neuropathic pain / PHN: Postherpetic neuralgia / TA: Thioctic acid / PDN: painful diabetic neuropathy.
※리리카ⓇCR서방정은 성인에서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에만 적응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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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시간* 든든한
파킨슨병 치료의 파트너,
미라펙스®1

※ HCP 대상으로 제작된 홍보물이며 가공 또는 복사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서울 중구 통일로 10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 16층(04527)  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  www.bikr.co.kr 

4¶

1,2

3,4**†

5††

1,6 ‡§   

4§§

1

CYP, cytochrome P450; ER, extended release; IR, immediate release; IRLS, International restless legs syndrome; RLS, restless legs syndrome; UPDRS, Unified Parkinson’s Disease Rating Scale; SD, standard deviation 

References 1. Product information.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https://nedrug.mfds.go.kr/ (accessed on 2020-07-01). 2.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4-60호. 3. Wong KS, et al. J Neurol Sci. 2003;216(1):81-87. 4. Möller JC, et al. Mov Disord. 2005;20(5):602-610. 5. Kvernmo T, et al. Clin Ther. 2006;28(8):1065-1078. 6. Ferini-Strambi L, et al. 
Sleep Med. 2008;9(8):874-881.

* 미라펙스®정 허가일자: 2004년 07월 12일. / 미라펙스®서방정 허가일자: 2010년 02월 11일. ** 15주 동안 미라펙스®는 레보도파 병용과 관계없이 위약 대비 개선된 평균 UPDRS (part 3) 총점 변화를 보였습니다(레보도파 병용 시 위약군 대비 미라펙스®군의 평균 UPDRS (part 3) 총점 변화: -7.20 ± 1.26 vs. -0.55 ± 1.08; p=0.0001, 레보도파 병용하지 않은 환자에서 위약군 대비 미
라펙스®군의 평균 UPDRS (part 3) 총점 변화: -11.52 ± 1.58 vs. -1.27 ± 1.61; p=0.0110). † 위약군 대비 미라펙스®군의 평균 UPDRS (part 2-4) 총점 변화 (SD) -16.4 (16.5)% vs -7.0 (15.3)% (p=0.0001) †† Cytochrome P450 (CYP) system인 CYP1A2, CYP2D6, CYP3A4와의 상호작용이 적어 병용요법 용이합니다. ‡ IRLS 점수는 12주 동안 위약군 대비 미라펙스® 투여군에서 
더 큰 감소를 보였습니다 (-13.4 ± 0.7 vs. -9.6 ± 0.7). § 미라펙스®정에만 해당됩니다. §§ 최대 57 개월 동안 진행된 연구로, 레보도파와 병용 시 위약 대비 파킨슨병 환자의 운동 증상을 30% 개선하였으며(UPDRS 2&3 총점 기준), 약 2.5 h/day 감소된 Off time이 관찰되었습니다. ¶ 최대 57 개월 동안 진행된 연구에서 부작용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치명적인 부작용은 약물과 
관련된 것으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졸음(somnolence)은 위약 대비 낮았습니다(1.7% vs 2.2%).

미라펙스®서방정 0.375 mg, 0.75 mg, 1.5 mg (프라미펙솔염산염일수화물) [효능 효과] 특발성 파킨슨증: 초기 파킨슨병 환자의 치료에 단독요법, 레보도파와 병용한 진행된 파킨슨병 환자의 병용요법 [용법 용량] 특발성 파킨슨증: 이 약은 1일 1회 같은 시간에 물과 함께 복용하되, 씹거나 분할 또는 분쇄하지 않고 전체를 복용한다. 음식과 함께 또는 음식 없이 복용할 수 있다. 복용을 잊었을 경우, 
이 약은 예정된 복용 시간 후 12시간안에 복용해야 한다. 12시간이 지나면, 잊은 복용은 빼고 다음 예정된 복용계획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 1) 신기능 정상 환자: ①개시요법: 개시용량은 1일 총 0.375 mg/day부터 점차 증량하되, 증량의 빈도는 5-7일 마다 1회 정도로 하며 이보다 더욱 빈번히 증량하지 않는다. 참을 수 없는 이상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최고 치료용량까지 증량할 수 있다. 이 이상
의 증량이 필요할 경우 1주 간격으로 0.75 mg씩 증량하여 1일 최대 4.5 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이미 프라미펙솔 일반정을 복용 중인 환자의 경우 하룻밤 간격으로 동일 1일 용량의 이 약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유지요법: 1회 투여용량은 1일 0.375 mg부터 최대 4.5 mg까지로 한다. 주요 임상시험에서 초기 및 진행된 파킨슨병 모두에서 용량 증량 시 1일용량 1.5 mg에서부터 유효성이 관찰되었으
며, 환자에 따라서는 1.5 mg보다 고용량에서 추가적인 치료효과를 보일 수 있다. 이 요법은 특히 레보도파 용량을 감량할 계획이 있는 진행된 파킨슨병 환자에 적용된다. 이 약을 레보도파와 병용하는 환자에서는 프라미펙솔의 용량 증가 및 유지요법 중에 레보도파의 감량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과도한 도파민성 자극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 2) 신기능 장애 환자: 프라미펙솔의 소실은 신기능에 따
라 달라지며 개시요법일 경우 Creatinine CL>50 mL/min: 1일 투여용량 및 투여빈도 조절 필요 없음, Creatinine CL=30~50 mL/min: 개시용량 2일 1회 0.375 mg, 최대용량 1일 1회 2.25 mg, Creatinine CL<30 mL/ min: 이러한 환자에 대한 이 약의 사용은 적절하게 연구된 바 없으므로, 프라미펙솔 일반정의 복용을 고려해야 한다. 유지요법 중 신기능이 저하될 경우 상기 권장사항을 따라 투약해
야 한다. 3) 투여 중단: 이 약은 1일 용량이 0.75 mg으로 감소될 때까지 0.75 mg/day씩 감량하고, 이후에는 매일 0.375 mg/day씩 감량해야 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돌발성 수면 및 졸림 2) 환각 3) 기립성 저혈압 2. 투여 금기: 이 약 또는 이 약의 함유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는 것은 사
고원인이 되거나 품질 유지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주의할 것 3) 이 약은 빛과 습기를 피하여 보관할 것 [저장방법] 차광기밀용기, 실온(1-30℃) 및 건소보관 [제조의뢰자] Boehringer Ingelheim International GmbH, Binger Strasse 173, 55216 Ingelheim am Rhein, Germany [제조자] Boehringer Ingelheim Pharma GmbH & Co. KG, Binger Strasse 173, 55216 Ingelheim am 
Rhein, Germany [수입자] 서울 중구 통일로 10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 16층(04527) 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 www.bikr.co.kr T 080-222-0110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품설명서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라펙스®정 0.125 mg, 0.25 mg, 0.5 mg, 1.0 mg (프라미펙솔염산염일수화물) [효능 효과] 1. 특발성 파킨슨증: 초기 파킨슨병 환자의 치료에 단독요법, 레보도파와 병용한 진행된 파킨슨병 환자의 병용요법 2. 특발성 하지 불안 증후군: 중등증 및 중증의 특발성 하지 불안 증후군 환자의 증상 치료 [용법 용량] 1. 특발성파킨슨증: 용량은 과도의 부작용 및 기립성 저혈압을 피하기 위해 모든 임상시험
에서 치료용량보다 저용량(subtherapeutic level)에서 시작하였다. 모든 환자에서 이 약은 점진적으로 증량되어야 한다. 최대의 치료 효과를 나타내면서 주된 부작용인 운동이상증, 환각, 졸음, 구갈에 대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용량으로 증량하여야 한다. 1) 신기능 정상 환자: ①개시용법: 개시용량은 1일 총 0.375 mg/day의 용량을 1일 3회 분복하며 점차 증량한다. 증량의 빈도는 5-7일 마다 1회 정
도로 하며 이 보다 더욱 빈번히 증량하지 않는다. ②유지용법: 이 약 1일 총 1.5~4.5 mg/day 용량을 1일 3회 분복으로 단독투여하거나 레보도파(약 800 mg/day)와 병용투여할 때 유효하며 내성이 우수하였다. 초기 파킨슨병 환자에 실시한 임상시험에 의하면, 이 약을 1일 총 3 mg, 4.5 mg, 6 mg의 용량으로 투여시의 효과는 1.5 mg/day 투여시와 비교하여 유의한 이점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임상시험에서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이 용량과 관련되어 나타났다: 체위성 저혈압, 구역, 변비, 졸음, 건망증. 이 약 3 mg/day 이상의 용량에서 이러한 이상반응의 발생빈도는 일반적으로 위약보다 2배정도 더 높았다. 이 약 1.5 mg/day 용량으로 보고된 졸음의 발생빈도는 위약과 유사하였다. 이 약을 레보도파와 병용할 경우 레보도파의 감량을 고려해야한다. 진행된 파킨슨병 환자에 실시한 임
상시험에서는 이 약 투여 개시직전 (baseline)보다 레보도파의 투여 용량을 평균 27% 감소시켰다. 2) 신기능 장애 환자: Creatinine CL>50 mL/min: 1일 투여용량 및 투여빈도 조절 필요 없음, Creatinine CL=20~50 mL/min: 개시용량 0.125 mg정 1일 2회, 최대용량 1일 2.25 mg, Creatinine CL<20 mL/min: 개시용량 0.125 mg정 1일 1회, 최대용량 1일 1.5 mg 3)투여중단 : 이 약은 1일 용량이 
0.75 mg으로 감소될 때까지 0.75 mg/day씩 감량하고, 이후에는 0.375 mg/day씩 감량해야 한다. 2. 특발성 하지불안증후군: 1) 권장되는 개시용량으로 0.125 mg을 1일 1회 취침 2~3시간 전에 복용한다. 추가적인 증상완화가 필요할 경우 4~7일마다 다음 계획에 따라 증량할 수 있다. 이 약에 대한 장기간의 공개 임상시험에서 몇 명의 환자에게 0.75 mg까지 증량 투여되기는 했지만, 0.75 mg을 투
여했을 경우 0.5 mg을 투여한 경우에 비해 추가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없다. 2) 신기능 장애 환자: 중증 및 중등증의 신기능 장애(크레아티닌청소율 20~60 mL/min)를 가진 하지불안증후군 환자의 경우에는 14일마다 증량하여야 한다. 3) 치료의 중단: 하지불안증후군 환자에게 1일 1회 0.75 mg까지 투여한 임상시험에서 이 약은 감량없이 중단되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돌발성 수면 및 졸림 2) 환각 3) 기립성 저혈압 2. 투여 금기: 이 약 또는 이 약의 함유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는 것은 사고원인이 되거나 품질 유지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주의할 것 [저장방법] 기밀용기, 1-30℃에서 차광보관 [제조의뢰자] Boehringer Ingelheim International GmbH, 
Binger Strasse 173, 55216 Ingelheim am Rhein, Germany [제조자] Boehringer Ingelheim Pharma GmbH & Co. KG, Binger Strasse 173, 55216 Ingelheim am Rhein, Germany [수입자] 서울 중구 통일로 10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 16층 (04527) 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 www.bikr.co.kr T 080-222-0110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품설명서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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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시간* 든든한
파킨슨병 치료의 파트너,
미라펙스®1

※ HCP 대상으로 제작된 홍보물이며 가공 또는 복사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서울 중구 통일로 10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 16층(04527)  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  www.bik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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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P, cytochrome P450; ER, extended release; IR, immediate release; IRLS, International restless legs syndrome; RLS, restless legs syndrome; UPDRS, Unified Parkinson’s Disease Rating Scale;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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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펙스®정 허가일자: 2004년 07월 12일. / 미라펙스®서방정 허가일자: 2010년 02월 11일. ** 15주 동안 미라펙스®는 레보도파 병용과 관계없이 위약 대비 개선된 평균 UPDRS (part 3) 총점 변화를 보였습니다(레보도파 병용 시 위약군 대비 미라펙스®군의 평균 UPDRS (part 3) 총점 변화: -7.20 ± 1.26 vs. -0.55 ± 1.08; p=0.0001, 레보도파 병용하지 않은 환자에서 위약군 대비 미
라펙스®군의 평균 UPDRS (part 3) 총점 변화: -11.52 ± 1.58 vs. -1.27 ± 1.61; p=0.0110). † 위약군 대비 미라펙스®군의 평균 UPDRS (part 2-4) 총점 변화 (SD) -16.4 (16.5)% vs -7.0 (15.3)% (p=0.0001) †† Cytochrome P450 (CYP) system인 CYP1A2, CYP2D6, CYP3A4와의 상호작용이 적어 병용요법 용이합니다. ‡ IRLS 점수는 12주 동안 위약군 대비 미라펙스® 투여군에서 
더 큰 감소를 보였습니다 (-13.4 ± 0.7 vs. -9.6 ± 0.7). § 미라펙스®정에만 해당됩니다. §§ 최대 57 개월 동안 진행된 연구로, 레보도파와 병용 시 위약 대비 파킨슨병 환자의 운동 증상을 30% 개선하였으며(UPDRS 2&3 총점 기준), 약 2.5 h/day 감소된 Off time이 관찰되었습니다. ¶ 최대 57 개월 동안 진행된 연구에서 부작용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치명적인 부작용은 약물과 
관련된 것으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졸음(somnolence)은 위약 대비 낮았습니다(1.7% vs 2.2%).

미라펙스®서방정 0.375 mg, 0.75 mg, 1.5 mg (프라미펙솔염산염일수화물) [효능 효과] 특발성 파킨슨증: 초기 파킨슨병 환자의 치료에 단독요법, 레보도파와 병용한 진행된 파킨슨병 환자의 병용요법 [용법 용량] 특발성 파킨슨증: 이 약은 1일 1회 같은 시간에 물과 함께 복용하되, 씹거나 분할 또는 분쇄하지 않고 전체를 복용한다. 음식과 함께 또는 음식 없이 복용할 수 있다. 복용을 잊었을 경우, 
이 약은 예정된 복용 시간 후 12시간안에 복용해야 한다. 12시간이 지나면, 잊은 복용은 빼고 다음 예정된 복용계획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 1) 신기능 정상 환자: ①개시요법: 개시용량은 1일 총 0.375 mg/day부터 점차 증량하되, 증량의 빈도는 5-7일 마다 1회 정도로 하며 이보다 더욱 빈번히 증량하지 않는다. 참을 수 없는 이상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최고 치료용량까지 증량할 수 있다. 이 이상
의 증량이 필요할 경우 1주 간격으로 0.75 mg씩 증량하여 1일 최대 4.5 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이미 프라미펙솔 일반정을 복용 중인 환자의 경우 하룻밤 간격으로 동일 1일 용량의 이 약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유지요법: 1회 투여용량은 1일 0.375 mg부터 최대 4.5 mg까지로 한다. 주요 임상시험에서 초기 및 진행된 파킨슨병 모두에서 용량 증량 시 1일용량 1.5 mg에서부터 유효성이 관찰되었으
며, 환자에 따라서는 1.5 mg보다 고용량에서 추가적인 치료효과를 보일 수 있다. 이 요법은 특히 레보도파 용량을 감량할 계획이 있는 진행된 파킨슨병 환자에 적용된다. 이 약을 레보도파와 병용하는 환자에서는 프라미펙솔의 용량 증가 및 유지요법 중에 레보도파의 감량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과도한 도파민성 자극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 2) 신기능 장애 환자: 프라미펙솔의 소실은 신기능에 따
라 달라지며 개시요법일 경우 Creatinine CL>50 mL/min: 1일 투여용량 및 투여빈도 조절 필요 없음, Creatinine CL=30~50 mL/min: 개시용량 2일 1회 0.375 mg, 최대용량 1일 1회 2.25 mg, Creatinine CL<30 mL/ min: 이러한 환자에 대한 이 약의 사용은 적절하게 연구된 바 없으므로, 프라미펙솔 일반정의 복용을 고려해야 한다. 유지요법 중 신기능이 저하될 경우 상기 권장사항을 따라 투약해
야 한다. 3) 투여 중단: 이 약은 1일 용량이 0.75 mg으로 감소될 때까지 0.75 mg/day씩 감량하고, 이후에는 매일 0.375 mg/day씩 감량해야 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돌발성 수면 및 졸림 2) 환각 3) 기립성 저혈압 2. 투여 금기: 이 약 또는 이 약의 함유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는 것은 사
고원인이 되거나 품질 유지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주의할 것 3) 이 약은 빛과 습기를 피하여 보관할 것 [저장방법] 차광기밀용기, 실온(1-30℃) 및 건소보관 [제조의뢰자] Boehringer Ingelheim International GmbH, Binger Strasse 173, 55216 Ingelheim am Rhein, Germany [제조자] Boehringer Ingelheim Pharma GmbH & Co. KG, Binger Strasse 173, 55216 Ingelheim am 
Rhein, Germany [수입자] 서울 중구 통일로 10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 16층(04527) 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 www.bikr.co.kr T 080-222-0110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품설명서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라펙스®정 0.125 mg, 0.25 mg, 0.5 mg, 1.0 mg (프라미펙솔염산염일수화물) [효능 효과] 1. 특발성 파킨슨증: 초기 파킨슨병 환자의 치료에 단독요법, 레보도파와 병용한 진행된 파킨슨병 환자의 병용요법 2. 특발성 하지 불안 증후군: 중등증 및 중증의 특발성 하지 불안 증후군 환자의 증상 치료 [용법 용량] 1. 특발성파킨슨증: 용량은 과도의 부작용 및 기립성 저혈압을 피하기 위해 모든 임상시험
에서 치료용량보다 저용량(subtherapeutic level)에서 시작하였다. 모든 환자에서 이 약은 점진적으로 증량되어야 한다. 최대의 치료 효과를 나타내면서 주된 부작용인 운동이상증, 환각, 졸음, 구갈에 대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용량으로 증량하여야 한다. 1) 신기능 정상 환자: ①개시용법: 개시용량은 1일 총 0.375 mg/day의 용량을 1일 3회 분복하며 점차 증량한다. 증량의 빈도는 5-7일 마다 1회 정
도로 하며 이 보다 더욱 빈번히 증량하지 않는다. ②유지용법: 이 약 1일 총 1.5~4.5 mg/day 용량을 1일 3회 분복으로 단독투여하거나 레보도파(약 800 mg/day)와 병용투여할 때 유효하며 내성이 우수하였다. 초기 파킨슨병 환자에 실시한 임상시험에 의하면, 이 약을 1일 총 3 mg, 4.5 mg, 6 mg의 용량으로 투여시의 효과는 1.5 mg/day 투여시와 비교하여 유의한 이점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임상시험에서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이 용량과 관련되어 나타났다: 체위성 저혈압, 구역, 변비, 졸음, 건망증. 이 약 3 mg/day 이상의 용량에서 이러한 이상반응의 발생빈도는 일반적으로 위약보다 2배정도 더 높았다. 이 약 1.5 mg/day 용량으로 보고된 졸음의 발생빈도는 위약과 유사하였다. 이 약을 레보도파와 병용할 경우 레보도파의 감량을 고려해야한다. 진행된 파킨슨병 환자에 실시한 임
상시험에서는 이 약 투여 개시직전 (baseline)보다 레보도파의 투여 용량을 평균 27% 감소시켰다. 2) 신기능 장애 환자: Creatinine CL>50 mL/min: 1일 투여용량 및 투여빈도 조절 필요 없음, Creatinine CL=20~50 mL/min: 개시용량 0.125 mg정 1일 2회, 최대용량 1일 2.25 mg, Creatinine CL<20 mL/min: 개시용량 0.125 mg정 1일 1회, 최대용량 1일 1.5 mg 3)투여중단 : 이 약은 1일 용량이 
0.75 mg으로 감소될 때까지 0.75 mg/day씩 감량하고, 이후에는 0.375 mg/day씩 감량해야 한다. 2. 특발성 하지불안증후군: 1) 권장되는 개시용량으로 0.125 mg을 1일 1회 취침 2~3시간 전에 복용한다. 추가적인 증상완화가 필요할 경우 4~7일마다 다음 계획에 따라 증량할 수 있다. 이 약에 대한 장기간의 공개 임상시험에서 몇 명의 환자에게 0.75 mg까지 증량 투여되기는 했지만, 0.75 mg을 투
여했을 경우 0.5 mg을 투여한 경우에 비해 추가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없다. 2) 신기능 장애 환자: 중증 및 중등증의 신기능 장애(크레아티닌청소율 20~60 mL/min)를 가진 하지불안증후군 환자의 경우에는 14일마다 증량하여야 한다. 3) 치료의 중단: 하지불안증후군 환자에게 1일 1회 0.75 mg까지 투여한 임상시험에서 이 약은 감량없이 중단되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돌발성 수면 및 졸림 2) 환각 3) 기립성 저혈압 2. 투여 금기: 이 약 또는 이 약의 함유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는 것은 사고원인이 되거나 품질 유지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주의할 것 [저장방법] 기밀용기, 1-30℃에서 차광보관 [제조의뢰자] Boehringer Ingelheim International GmbH, 
Binger Strasse 173, 55216 Ingelheim am Rhein, Germany [제조자] Boehringer Ingelheim Pharma GmbH & Co. KG, Binger Strasse 173, 55216 Ingelheim am Rhein, Germany [수입자] 서울 중구 통일로 10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 16층 (04527) 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 www.bikr.co.kr T 080-222-0110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품설명서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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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s-Pregabalin은 

□  Class A 인증 받은 캐나다 완제 수입의약품입니다.

□  캐나다와 한국에서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하였습니다.

□  75mg, 150mg, 300mg 전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요약정보> 피엠에스 프레가발린캡슐 75, 150, 300 mg [주성분] 프레가발린 [효능효과] 1. 성인에서 말초와 중추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 2. 간질 : 성인에서 
이차적 전신증상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의 보조제. 3. 섬유근육통의 치료. [용법용량] 1일 총 투여용량을 1일 2회로 나누어 음식물과 상관없이 경구 
투여한다. 1. 신경병증성 통증 : 1)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성인: 시작용량으로 1일 150 mg 투여. 개개 환자에서의 반응과 내약성에 근거하여 3일 내지 7일 후에 1
일 300 mg까지 증량. 필요하다면, 이후 7일 간격으로 1일 최대 600 mg까지 증량.  2) 중추 신경병증성 통증. 성인: 시작용량으로 1일 150 mg투여. 개개 환자에서
의 반응과 내약성에 근거하여 1주일 후에 1일 300 mg까지 증량. 추가로 1주일 후에 목표 1일 용량인 600 mg까지 증량. 2. 간질 : 성인: 시작용량으로 1일 150 
mg 투여. 개개 환자에서의 반응과 내약성에 근거하여 일주일 후에 1일 300 mg까지 증량. 필요하다면, 이 후 7일 간격으로 1일 최대 600 mg까지 증량. 3. 섬유근
육통 : 권장 용량은 1일 300 mg-450 mg. 시작 용량으로 75 mg씩 1일 2회 (1일 150 mg) 투여, 유효성과 내약성에 근거하여 1주일 이내에 150 mg씩 1일 2회 
(1일 300 mg) 까지 증량. 1일 300 mg의 용량에서 충분한 유익성을 경험하지 못한 환자의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225 mg씩 1일 2회 (1일 450 mg)까지 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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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utine EEG 
• Portable EEG 
• ICU Continuous EEG 
• Ambulatory EEG 

• Wireless EEG  
• Sleep 
• 64ch – 512ch HD EEG 
• Research 

BESA Research 
- Source analysis & imaging, Coherence, Time-Frequency analysis 
 MRI, Statistics, Epilepsy, Simulator, Averaging, ERP, QEEG  

Tel: 02) 557-6578   
Email : info@youngwoomeditech.com 

Feature :  

• Small and Light, Compact Design 

• 128/256 referential & 16 differential channels 

• MAX. 16,000Hz Sampling Rate for Research 

• Sleep Study (PSG, 16ch DC & Pulse Oximeter) 

• Digital Switch Matrix for Functional Brain Mapping  

with Cortical Stimulator interface 

• 8ch. Digital Trigger input available for ERP research 

• Base unit Compatible with wireless/ambulatory (Max. 30m) 

• USB and Ethernet connection 

• Dual Stream recording for fast clinical review 

• Ambulatory HD Video Reco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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