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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s to recent advances in multi-omics technologies, we are moving closer to the precision medicine era. Precision medicine is an approach that takes into account individual differences in genes,
environments, and lifestyles. Precision medicine is also called “P4 medicine,” wherein the 4 P’s refer
to preventive, predictive, personalized, and participatory medicine. Epilepsy is a heterogeneous clinical condition characterized by recurrent unprovoked seizures and their complications. Many patients continue to suffer from drug-resistant epilepsy and are worried about encountering unpredictable seizures during their daily lives. In this review, the ongoing revolution of precision medicine in
epilepsy care and its impact on clinical practice will b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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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의료 시대의 도래

생확률을 예측함으로써 질병 혹은 증상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을 줄이는 전략을 말한다. 흔히 유전체학(genomics), 단백질체학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는 유전체 정보, 환경적 요인, 생활

(proteomics) 등 다양한 예측 방법론을 활용하게 된다. 맞춤의료

습관 등 개인의 여러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 맞춤형 치료를 제공
하는 의료 서비스를 말한다. 2015년 1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personalized medicine)란, 환자 개인별로 질병 위험도 및 약물
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여 의학적 결정을 하는 방법이다. 이를 바

신년 국정연설에서 정밀의료 계획(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탕으로 개인에 맞춘 의학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약을 처방할 수

1

정밀의료는 흔히 4P 의료라고 하는데, 예방의료(preventive),

있다. 참여의료(participatory medicine)란, 의학적인 결정을 내
릴 때 환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다. 개인 맞춤형으로 의학적

예측의료( predictive ), 맞춤의료( personalized ), 참여의료

인 결정을 내리게 될 때는 정답이 없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을 발표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2

(participatory)를 말한다. 예방의료(preventive medicine)란, 질

많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화를

병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방지하는 방법이다. 질병은 유전적 요

통해 함께 결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3

인이나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러한 정밀의료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인체에서 얻은 대규모

미리 분석함으로써 질병 발생의 확률을 예측하고 이를 방지할

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밀의료의 가장 기본이

수 있다. 예측의료(predictive medicine)란, 질병 혹은 증상의 발

되는 유전체학 정보 외에도 단백질체학, 대사체학(metabol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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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각종 인체 유래물에서 얻은 정보와 영상정보들을 활용할 수
4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웨어러블(wearable) 기기에서 얻은 라이

중단시키는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면, 상당수의 환자에서 뇌전
증 발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프로그(life log) 정보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서비스

예전부터 드라베 증후군, 결절성 경화증 등 유전자 이상에 의

사용 패턴을 분석하는 디지털 표현형(digital phenotype) 등의 정

해 뇌전증이 발생하는 질환들이 일부 알려져 있었다. 이후 2000

5

보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년대 후반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next generation sequencing,

정밀의료와 뇌전증 관리

시행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유전자 이상이 뇌전증의 원인으로 계

2021년 현재 뇌전증 진료는 대부분 계층화 의료(stratified medicine)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환자가 뇌전증으로 진단되면 뇌파

encephalopathy) 환자들에서는 이미 유전자 패널 검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약 15%에서 25%의 진단률을 보이고 있다.6 소

검사 혹은 영상검사를 통해 뇌전증의 병인을 구분한다. 이후 경

아 뇌전증 환자에서 유전 진단이 조기에 이뤄지면 부모가 다음

련발작(convulsive seizure)의 형태를 고려하여 임상의사의 판단
에 따라 어떤 항경련제를 투약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

아기를 가질 때 질병 발생위험을 예측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뇌 체성 돌연변이에 의해 뇌전증이 발병

나 개별 환자에서 어떤 항경련제를 얼마만큼의 용량으로 사용해

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10 최근에는 성인 뇌전증 환

야 효과적으로 증상이 조절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자들에서도 연구 목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점점 많이 시행하면

항경련제를 선택하여 투약하면서 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

서, 뇌전증을 일으키는 유전자 이상들이 계속해서 규명되고 있

NGS)이 개발되어 점점 많은 뇌전증 환자들에게 유전자 검사를
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9 소아의 뇌전증성 뇌병증( epileptic

6

하다. 일부 환자에서는 첫 번째 항경련제 투약 이후 추가적인

다. 뇌전증 환자에서 유전자 이상이 확인되면, 가족 검사를 통해

경련발작을 경험하지 않게 되기도 하지만, 상당수의 환자는 본

서 가족들의 뇌전증 발병확률을 예측하고 이를 예방하는 치료전

인에게 잘 맞는 항경련제 종류 및 용법을 찾기 위해 필연적으로

략이 가능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조기에 유전적으로 확진된 결

시행착오(trial and error)를 겪는 과정이 필요하다.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특정 항경련제를 처방하여 복용하면서도 경련발작

절성 경화증 환자에서 경련발작 발생 이전부터 항경련제를 예방

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약제를 증량하거나, 다른 항경련제

낮고, 지능도 높아진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11 앞으로 뇌전증

로 변경, 혹은 다른 항경련제를 추가 처방해야 한다. 그 과정에

환자들 중 유전자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가 늘어나면, 유전자 이

서 뇌전증 환자들은 경련발작을 여러 차례 추가로 경험해야 한

상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환자에서 질환의 중증도, 약물 반응성

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친 뒤, 여러 가지 항경련제를 복용하

등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면서도 계속해서 경련 발작이 나타나는 환자들도 있다. 지난 20
여 년간 지속적으로 새로운 항경련제가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

2. 뇌전증 예측의료

7

적으로 투약한 경우, 일반적인 환자들보다 경련발작의 빈도가

고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는 여전히 30%에 이른다. 정밀의료

최근에는 뇌전증 환자에서 경련발작 발생을 미리 예측하고자 하

는 이러한 뇌전증 치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는 연구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뇌전증 환자에게 삽입된 전극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에는 더욱 선제적으로 뇌

으로부터 얻어지는 뇌파를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

전증 발생을 예측하고, 경련발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식

여 분석한 뒤, 경련발작을 미리 예측하는 방식이다. 뇌파뿐만 아

6

으로 뇌전증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될 것이다.

니라, 심전도를 통해 자율신경계 변화와 그에 따른 맥박의 변동
을 감지하는 기술도 경련발작 예측에 활용되고 있다. 신체 움직

1. 뇌전증 예방의료

임을 분석하여 경련발작을 탐지하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는데,

뇌전증은 비정상적인 뇌 신경회로가 생겨 신경세포의 비정상적

이 경우 경련발작을 미리 예측하지는 못하지만 발생한 발작의

활성이 초래되면서 반복적으로 경련발작을 일으키는 병이다. 지

횟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야간 발작 혹은

금까지는, 이미 경련발작이 발생한 뇌전증 환자에서 이를 효율

환자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발작들은 발생 횟수를 정확히

적으로 조절해주는 데 초점을 맞춘 치료가 이뤄졌다. 하지만 앞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 기술을 활용하여 발작의 횟

으로는 뇌전증 발생을 미리 예측하여 경련발작을 유발하는 비정

수를 정확히 측정하게 된다면 항경련제 용법 조절에 매우 유용

상적인 뇌 신경회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전략이 연구될

한 정보가 될 것이다.12

것이다.8 특히, 성인 뇌전증 환자 중에는 뇌졸중, 뇌종양, 뇌 외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들을 활용해 경련발작을 예측하는 기술

상, 뇌염 등이 발생한 이후 후천적으로 뇌전증이 발병하게 된 경

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다. 경련발작을 미리 예측하기 위해 이어폰

우가 상당수 있다. 이러한 환자들에서 여러 형태의 뇌손상(insult)

형태(e.g., EPItect) 혹은 헤어밴드 형태(e.g., Epihunter, Epitech)의

이후 뇌전증 발생과정(epileptogenesis)을 정확히 예측하여 이를

장비들이 개발되었으며, 스마트 워치 기기(e.g., Embrace2 등)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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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경련예측 기술도 점점 발전하고 있다. 2018년에는 미국 식

전체학을 바탕으로 항경련제의 효과 및 부작용을 미리 예측할

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서 경련발작

수 있게 되려면 환자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을 추적 관찰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스마트 워치 Embrace2)를

연구가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3

승인하였고, 앞으로 이러한 기기들을 활용한 경련발작 예측 연구
13

한편, 유전자 이상이 확인된 뇌전증 중 일부의 경우에는 맞춤

들이 더욱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형 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경련발작을 1분 정도만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임상적으로 뇌전

약물유전체학(pharmacogenomics)이란 개인의 유전체 정보를

SLC2A1 이상에 의한 뇌전증 환자에서는 케톤식이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외에 TSC1, TSC2 유전자 이상에 의한 결절성 경화
증 환자에게 mammalian target of rapamycin (mTOR) 억제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GRIN2A, GRIN2B 유전자 이상에서는
N-methyl-D-aspartate (NMDA) 수용체 길항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 KCNT1 유전자 이상에는 quinidine 이 도움이 되며,
SCN2A 유전자 이상에서는 나트륨 채널 차단제가 도움이 된다
고 알려져 있다. 반면, SCN1A에 의한 드라베 증후군의 경우에

바탕으로 특정 약물의 효능 및 부작용을 예측하는 학문이다. 약

는 나트륨 채널 차단제가 경련발작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사

물유전체학을 연구하는 주된 목표는 개별 환자에서 효과는 좋고

용을 피해야 한다.20

부작용이 적은 약물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다. 아쉽게도 현재까
지 약물유전체학을 기반으로 항경련제의 효과를 미리 예측할 수

2015년 희귀 유전질환에서 유전자 치료제가 처음으로 FDA
승인을 받았다.21 이후 신경계 질환들을 대상으로 50개 이상의

있는 방법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유전학 기술의 비약

유전자 치료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6 아직 뇌전증 환자를

적인 발전으로 인해 NGS 혹은 단일염기 다형성(single nucleotide

대상으로 한 유전자 치료제 임상시험은 전무한 실정이지만, 일

polymorphism) 마이크로 어레이 칩(microarray chip)을 활용한 약

부 단일 유전자 이상에 의한 뇌전증 모델에서 시행한 전임상시

물유전체학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뇌전증 환자의 다양

험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가까운 미래에 단일 유전자 이상

한 특성에 대한 빅데이터(유전학적 진단, 뇌 영상, 뇌파 등) 연구

으로 발생한 뇌전증 환자에서 투여할 수 있는 유전자 치료제가

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어, 이 정보들을 약물유전체학과 결합하

개발될 것으로 기대한다.

증 환자들의 증상 조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뇌전증 환자의
웨어러블 기기에서 경련발작 예측 경보가 울리면 속효성 약제(e.g.

intranasal benzodiazepine)를 긴급 투약하여 경련발작을 예방하는
식의 치료전략이 가능해질 것이다.14

3. 뇌전증 맞춤의료

면 환자 맞춤형으로 더욱 정밀하게 항경련제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5

4. 뇌전증 참여의료

약물유전체학을 바탕으로 항경련제의 부작용을 예측하는 가

정밀의료는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치료를 추구하기

장 대표적인 예는 HLA-B*1502 유전형과 카바마제핀 피부 이상

때문에 환자들이 더욱 능동적으로 진료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반응 사이의 연관성이다. HLA-B*1502 유전형을 보유하고 있는

정밀의료 시대에는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 약을 투약하지 않고

사람은 카바마제핀을 투약하였을 때 중증 피부유해반응(severe

개인별로 다른 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치료효과를 환자가

cutaneous adverse reaction)이 발생할 교차비(odds ratio)가
2,504에 달하기 때문에, 투약 전에 HLA 유전형을 미리 확인할

의료진에게 정확히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또, 신약 재창출(drug

16

수 있다면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실제 진료 현장에서

HLA-B 유전형 검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대부
분의 환자에서는 피부발진 부작용의 가능성을 설명만 하고 약제
를 투약하는 실정이다.

repurposing) 등 새로운 치료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의사는 환
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환자 및 보호자는 의사 결
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3
뇌전증은 매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의 집합
체이므로, 개별 환자에서의 상황은 모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HLA 유전형들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 HLA-A*24:02 유전형과

정밀의료는 100명의 환자에게 100가지 다른 의료서비스를 제
공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정밀의료 시대에는 뇌전증 환자 진료

라모트리진 피부 이상반응과의 연관성이 국내 연구자 및 해외 연

의 모든 과정에 환자 및 보호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

이 외에도 항경련제의 경미한 피부 유해반응 발생과 연관된

17,18

구자들에 의해 연속해서 보고된 바 있다.

또, HLA-B*4002 유

요하다.

전형과 옥스카바제핀 피부 이상반응과의 연관성도 보고된 바 있
다.19 그러나, 이들 연관성은 교차비가 4배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항경련제 피부 이상반응을 사전에 회피하는 전략

마무리

은 불가능하다. 또한, 아직까지 항경련제의 피부 부작용 이외의

정밀의료란, 개인의 유전정보, 생활습관, 개인의 건강정보 등의

부작용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약물유

다양한 생체정보를 토대로 개인 및 환자에게 최적화된 진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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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적용하는 새로운 헬스케어의 패러다임을 말한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앞으로 뇌전증 진료에도 정밀의료가
실현될 것이다. 다양한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하여 경련발작을
미리 예측하게 될 것이며, 최신 유전자 검사방법을 활용하여 더
욱 많은 뇌전증 환자들에서 유전 진단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 정
밀의료를 통해 뇌전증 환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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