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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학의 탄생 

1590년에 최초로 개발된 현미경은 668년에는 네덜란드 사람인 

레이우엔훅(Anton van Leeuwenhoek, 1632~1723)에 의해서 

200배까지 확대가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그런데 초창기

의 현미경은 물체를 관찰할 때 그 주변으로 색깔이 있는 링이 형

성되는 단점이 있었다. 이 문제는 1826년이 되어서야 해결되는

데, 와인 수입상이자 아마추어 과학자인 리스터(Joseph Jackson 

Lister, 1786~1869)가 최초로 무색(achromatic) 렌즈를 이용한 현

미경을 만든 것이다(무색 렌즈 자체는 1730년에 이미 개발되었

다).1 이러한 현미경의 발달과 더불어 알코올과 기타 물질을 이용

Thanks to the invention of the microscope equipped with an achromatic lens, research on the histol-
ogy of the nervous system flourished during the 19th century. Jan Evangelista Purkinje, together 
with Gabriel Valentin, first depicted individual nerve cells. Robert Remak, one of the most remark-
able microscopists of the 19th century, made the pivotal discovery that the cell body (globule) and 
fibers arising from the globule formed a single unit. In addition to improvements in microscopes, a 
new method of visualizing nervous tissue was developed—namely, the silver staining method intro-
duced by Camillo Golgi. Golgi could identify the types and delicate branches of axons. However, he 
believed that axons always directly merged with other axons, which was the basis of the reticular or 
nerve net theory. Santiago Ramón y Cajal, the founder of modern neuroscience, finally established 
the cornerstone of the neuron doctrine, according to which the nerve cell is the basic unit of the ner-
vous system and information flows from unit to unit without direct fusion. This structure is called 
the synapse. 

Keywords: Achromatic lens; Histology; Silver staining; Neuron doctrine; Synap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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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연구의 역사 5: 뇌세포와 그 연결의 발견
이상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The History of Neuroscience 5: Discovery of the Neuron and Its Connections
Sang Kun Lee, MD, PhD
Department of Neur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Review article

한 고정법으로 조직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되었다.

이와 같이 발달한 현미경을 생체조직 연구에 이용한 사람 중의 

하나가 퍼킨지(Jan Evangelista Purkinje, 1787~1869)다(Fig. 1).2 

그는 폴란드의 대학교수로 임용된 후에 당시로는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는 무색 현미경의 구입을 수년에 걸쳐 대학에 요청하여 7
년 만에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이전까지 확대경을 손에 들고 연

구하던 퍼킨지에게 현미경의 구입은 새로운 연구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퍼킨지는 1833년에는 땀샘의 구조를, 

1834년에는 배아세포의 섬모 운동을 관찰하였고 이러한 업적으

로 1836년에는 대학으로부터 더 최신형의 현미경과 연구 건물을 

배정받게 된다. 바로 세계 최초의 현미경을 이용하는 연구센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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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된 것이다. 

연구 과정 중에 퍼킨지는 척수 신경절에 위치한 신경 다발을 

바늘로 일일이 분리하여 관찰하였다. 동시에 퍼킨지는 대뇌의 구

조에도 점차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당시 Breslau 대학의 학생

으로 퍼킨지의 총애를 받던 발렌틴(Gabriel Valentin, 1810~1883)

은 대뇌 피질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개개의 

대뇌 세포를 묘사한 최초의 인물이 되었다(Fig. 2).3 이 묘사에서 

발렌틴은 대뇌 세포가 플라스크 모양의 작은 구체(소구체, 

globule) 형태이고 그 안에는 많은 작은 알갱이들이 들어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검은 소체가 있는데 이것을 핵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세포의 한쪽 끝에는 꼬리 같은 것이 붙어 있

는데 이것을 섬유(fiber)라고 불렀다.  

뇌세포의 구조: 퍼킨지와 레막 
(Robert Remak, 1815~1865) 

1837년에 퍼킨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뇌 각 부위, 즉 흑질(sub-

tantia nigra), 아래올리브핵(inferior olive), 시상(thalamus), 해마

(hippocampus)와 같은 뇌 각 부위의 신경세포의 모양을 관찰하

고 기술하였다. 이 발견은 뇌 각 부위의 신경세포의 모양과 구조

가 다르다는 것을 밝힌, 신경학 역사에서 기념할만한 사건이었

다. 퍼킨지는 특히 소뇌의 바깥쪽에서 관찰되는 신경세포의 모양

에 주목하였는데, 소구체를 갖는 플라스크 모양의 세포들이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 있고 이 세포들에서 나오는 작은 돌기는 소뇌 

바깥쪽으로 향하고 긴 돌기는 소뇌 피질 하 부분으로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였다(Fig. 3). 첫 번째의 돌기는 수상돌기(dendrite)이

고 긴 돌기는 축삭(axon)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찰을 토대로 퍼

킨지는 하나의 가설을 만들었는데 소구체는 발전소 역할을 하고 

돌기는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줄에 해당된다는 생각이었다. 당시 

갈바노미터가 막 나오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는 대

단히 통찰력 있는 생각이었다. 퍼킨지는 또한 축삭에 해당되는 돌

기는 긴 고리를 형성하여 근육과 같은 말초기관까지 연결될 것으

로 생각하였다. 이 돌기는 1896년에 콜리커(Albert von Kolliker, 
1817~1905)에 의해서 정식으로 축삭(axon)이라는 이름이 붙여졌

다.4 이러한 연속되는 놀라운 발견에도 불구하고 퍼킨지는 개인의 

명성에는 관심이 없었고 연구 결과를 출판하는 데에도 그다지 열

의를 보이지 않았다. 그 결과 퍼킨지의 많은 연구 결과들은 제자

들의 박사 논문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어찌 되었든 이러한 업

적으로 최소 18개의 신경계 구조물에 대해 퍼킨지의 이름이 명명

되었다. 

훅(Robert Hooke, 1635~1703)이 식물세포를 처음 확인한 후

에 1673년에는 레이우엔훅이 동물의 혈액에서도 작은 구체를 발

견하여 동물에서도 조직의 구성원이 세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 분야의 발달은 매우 더뎌서, 식물에서조차 핵의 발견

은 1833년에야 이루어졌다(Robert Brown, 1773~1858). 프로이

센에서 태어난 레막(Robert Remak)은 19세기의 뛰어난 생리학

자로 현미경을 사용하여 신경세포의 발달을 체계적으로 연구하

Fig. 1. Jan Evangelista Purkinje. A photograph from Wellcome 
Collection (London).

Fig. 2. The first description of a nerve cell (globule) by Gabriel 
Valentin in 1836. a, cell body; b, appendage (the beginning of the 
axon); c, the central region of the cell; d, nucleus. From Plate VII from 
Valentin 1836.



였다.5 토끼에서 배아의 발달에 따른 신경 성장을 단계별로 관찰

하였고, 수초가 말초신경을 싸고 있는 유수 신경섬유(myelinated 

nerve fiber)와 수초가 없는 무수 신경섬유(unmyelinated nerve 

fiber)의 존재도 최초로 밝혀내었다. 레막은 1838년에도 매우 의

미 있는 발견을 하는데, 척수에서 배아가 성장함에 따라 세포체

에 해당하는 소구체로부터 신경 가닥이 자라나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이러한 관찰로 소구체 하나와 섬유 하나가 일 대 일로 발

생하며 한 단위로 기능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하였다. 이외

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배아 발생과정 중에 모든 세포는 이

분열(binary fission; 세포 하나가 두 개로 분열)로 증식한다는 것

을 최초로 밝힌 것도 레막이었다(이 이론은 15년이나 지나서 다

른 연구자의 발표로 인정받게 되면서 발견자인 레막의 이름은 끝

내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 레막과 더불어 콜리커도 척수의 세포

체로부터 신경섬유가 기원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특히 콜리커는 

이러한 발견을 그림으로 자세하게 묘사하였다. 다양한 위치의 신

경세포에 대한 이 자세한 묘사 덕분에, 독립적인 신경세포와 신

경섬유의 존재를 증명한 것은 레막이 아니라 콜리커라고 알려지

게 되었다. 

신경세포 염색법과 골지(Camilio Golgi, 
1843~1926)

콜리커가 신경세포의 모양을 사실적인 그림으로 제시한 후 1860
년대에는 어느 정도 우연의 도움을 받아 신경세포의 염색법이 최

초로 개발되었다. 독일의 해부학자인 겔락(Joseph von Gerlach, 

1820~1896)은 1854년부터 조직을 염색하여 구조를 세밀하게 보

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특히 곤충에서 추출한 카민(car-
mine)을 이용하는 실험을 계속하였다.6,7 한동안 큰 성과를 보지 

못하다가 어느 날 이미 다른 성분으로 처리된 소뇌 조직에 우연

히 카민이 흘러 들어갔고 하루가 지난 뒤 신경세포체와 섬유가 

확연히 구분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때부터 염색법을 이용한 신

경세포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디이터(Otto 

Friedrich Deiters, 1834~1863)는 이러한 염색기법을 이용하여 

소의 척수에서 전각세포(anterior horn cell)로부터 뻗어 나오는 

신경섬유를 관찰할 수 있었다.8 특히 그는 작은 바늘을 이용하여 

현미경 하에서 각각의 신경원과 섬유를 분리해 내어 개별적인 신

경세포의 단위인 신경세포체(소구체와 섬유)를 확인하였다. 이는 

최초로 독립적인 신경세포 단위가 분리된 사례로 여겨진다. 디이

터는 이 작업을 통하여 신경세포체로부터 하나의 긴 원통형 섬유

가 뻗어 나오는데(축삭에 해당함), 이 섬유는 전장에 걸쳐서 수초

에 싸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세포체로부터 짧고 가

느다란 섬유(수상돌기, dendrite에 해당함)들이 여럿 나오는 것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독립적인 신경세포를 관찰하였지만 디

이터는 근본적으로 신경세포 간의 연결은 결국 문합(anastomo-
sis)을 통해서 직접 연결되면서 그물 모양을 이루는 것(reticular 
system)으로 판단하였다. 겔락 또한 여러 염색 방법을 통해서 같

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즉 신경세포는 세밀하면서도 매우 복잡한 

그물 모양 체계를 이룬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카민 염색법으로는 신경세포를 전장에 걸쳐서 보는 것

이 불가능하였고, 여러 개의 소구체와 핵, 과립체 들이 뒤섞여 있

는 모습으로 관찰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때 이탈리아 해부학자

인 골지(Camillo Golgi)가 수은을 이용하여 신경세포의 전장을 

관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Fig. 4).9 밀라노 근처의 병원에 취직한 골지는 1873년 병원

에 딸린 작은 아파트에 실험실을 차리고 연구를 해나갔다. 당시 

그는 질산은(silver nitrate) 액으로 뇌 연질막(pia mater)을 염색하

는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실수로 다이크로뮴산 칼륨(potassium 

dichromate)으로 고정된 뇌 조직에 이 용액이 흘러 들어가게 되

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조직은 시커멓게 변하게 되었는데 골지

가 이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니 놀랍게도 신경단위만이 염색되어 

있었다. 즉, 은황색 배경에서 신경 조직들만이 검게 염색되어 두

드러져 보였던 것이다(Fig. 5).10 

이에 용기를 얻은 골지는 소뇌, 후각망울(olfactory bulb), 해마 

등의 조직에 이 새로운 염색법을 적용해 나갔다. 이를 통해서 골

지는 두 가지 형태의 축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1형의 축삭은 

수초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적은 수의 가지를 치는 것이고 제2형

의 축삭은 수초가 없이 길게 뻗어 나가면서 많은 가지를 치는 모

양이었다. 또한 세포체에서 나오는, 현재의 수상돌기에 해당하는 

Fig. 3. The cellular structure of the cerebellum as presented by 
Purkinje. From Plate II from Purkinje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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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도 생각과 달리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4차까지

도 가지를 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얻은 조직 슬라이드 수

천 장을 관찰한 후에 골지는 신경의 축삭이 서로 직접 그물망처

럼 연결된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제1형 축삭과 제2형 축삭이 문

합을 이루며 축삭과 세포체에서 직접 나오는 수상돌기는 축삭 등 

다른 부분과 연결되지 않고 자유로운 말단으로 끝난다고 주장하

였다. 이것이 골지가 평생 강력하게 주장한 신경망 이론(nerve 

net theory)이다(Fig. 6).11 

독립적인 신경세포와 카잘(Santiago 
Ramón y Cajal, 1852~1834)

골지 염색법으로 골지가 명성을 쌓아가는 동안 그의 신경망 이론

은 점차 반대에 직면하기 시작하였다. 제일 먼저 이 이론에 의구

심을 품은 사람은 라이프치히 대학의 교수인 히스(Wilhelm His, 
1831~1904)다.12 그는 배아 발달 단계 과정에서 척수의 신경세

포의 축삭이 원시세포인 뉴로필(neuropil)로부터 발생하며 뒤이

어 세포체와 수상돌기가 형성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리스어로 

나무라는 뜻에서 유래한 수상돌기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도 

히스다. 하지만 그는 어떤 단계에서도 축삭이 서로 연결되는 것

은 관찰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히스는 골지의 신경망 이

론을 부정하게 되었다. 취리히 대학교수 포렐(August Forel, 
1848~1931)도 신경망 이론에 반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13 

포렐은 뇌간에서 나오는 뇌신경을 자르고 신경세포의 역행성 변

성(retrograde degeneration)으로 생기는 뇌간의 병변을 확인하였

다. 그는 뇌간에 단지 매우 국한된 뇌세포의 소실만을 관찰할 수 

있었고 이러한 소견은 모든 뇌세포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신경망 

이론에는 맞지 않는 결과였다. 

이러한 논란 속에 현대 신경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이 등

장하는데 바로 카잘(Santiago Ramón y Cajal)이다.14 어렸을 때 

악동으로 학교에서 여러 차례 퇴학을 당하기도 했던 카잘은 구두 

장인과 이발사의 도제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이 와중에도 그

는 화가가 되는 꿈을 키워 나갔는데, 이 때 마침 그의 아버지가 

동네 묘지에서 우연히 발견한 인간 골격으로 인체의 구조를 배우

는 기회를 얻었다. 이런 우연한 사건으로 카잘은 의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의학 예비 학교를 졸업한 후에 쿠바에서 군의관으로 

일하게 된다. 하지만 말라리아와 폐결핵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2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좋지 않은 건강 상태에

서도 집에서 계속 연구를 진행하여 신경세포가 근육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로 발렌시아 대학에 자리를 잡게 된다. 이때 마

침 콜레라가 창궐하여 수천 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데, 카잘은 잠시 동안 연구 방향을 돌려 콜레라 치료와 백신 개발

에 힘을 쏟았다. 이 공로에 대한 보답으로 시에서는 그에게 가장 

발달된 자이스(Zeiss) 현미경을 선물하였다. 이것이 카잘의 연구

Fig. 4. Camillo Golgi. A portrait from Wellcome Collection 
(London).

Fig. 5. Golgi-stained fusiform cells 1. Wellcome Collection 
(London); contributed by Dr. Carole Hackney. License: Attribution-
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CC BY-NC 4.0).



를 꽃 피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년 뒤 35세가 된 카잘은 바르셀로나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 이때 처음으로 골지 염색법을 접하게 된다. 이후 그는 골

지 염색법을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당시 골지 염색법은 

명성을 떨치고 있었으나 여전히 미세한 축삭의 경로를 보는 데는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았고, 수초가 있는 신경세포의 구조는 잘 

볼 수 없는 약점이 있었다. 카잘은 우선 염색을 두 번 연속해서 

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였고, 수초가 형성되기 전

의 미성숙 신경세포를 염색하는 방법으로 두 번째 문제를 극복하

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그는 자신의 돈으

로 논문을 60개 인쇄하여 유럽의 저명한 신경 해부학자들에게 

보냈다. 이 논문은 1888년에 처음 발간되었는데 매우 참신한 방

법으로 결과물을 제시하였고 이 형식은 곧바로 이러한 논문의 기

본 형태가 되었다. 이 논문에서 그는 여러 개의 세밀한 그림도 제

시하였는데 그 중 소뇌 세포들을 그린 그림은 특히 정밀하여 감

탄을 자아내게 하였다. 

카잘도 연구를 시작할 때는 그 당시 대세로 인정받던 신경망 

이론을 믿었다. 하지만 이 논문을 발표할 당시에는 어떠한 형태

로든 축삭의 직접적인 연결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

다. 카잘은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독립된 단위로 존재하면서 신경

세포들이 직접 연결되지 않고 인접하는 형태로 소통한다고 생각

하였다. 이는 골지의 신경망 이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론이

다. 또 하나 카잘은 수상돌기에 아주 작은 가시 같은 구조물을 발

견하게 되는데 이것이 수상돌기 가시(dendritic spine)이다. 이 구

조물은 골지도 관찰한 바 있지만 염색 과정 중에 인공적으로 생

긴 것으로 판단하여 무시하였다. 

카잘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신경세포의 축삭이 항상 다른 세포

의 수상돌기에 인접하여 끝난다는 것이다(Fig. 7). 그는 소뇌의 

과립세포(granular cell)의 축삭이 항상 퍼킨지 세포의 수상돌기 

부근에서 끝나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후 뇌 다른 영역에서도 축

삭이 수상돌기가 밀집한 부위에 도달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러

한 관찰은 수상돌기가 축삭 말단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으며, 신

경계의 정보 흐름이 수상돌기, 세포체, 축삭, 그리고 다시 다른 

세포의 수상돌기로 전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중요한 발견이

다.15 이에 반해 골지는 축삭들이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정보의 

흐름은 항상 축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수상돌기나 세포체는 

이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고수하였다. 

카잘은 1889년 이러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독일의 학회에 참석

하였다. 카잘은 독일어를 하지 못했지만, 학회장에 현미경을 설

치해 놓고 자신의 연구 결과를 직접 보여주는 방법을 사용하였

다. 참석자 중에 당시 가장 저명한 신경 해부학자인 콜리커가 있

었다는 것이 카잘에게는 큰 행운이었다. 그는 카잘의 연구 결과

에 크게 감명받아 이전까지 믿고 있었던 골지의 신경망 이론을 

버리고 독립된 신경세포의 존재를 믿게 되었다. 또 카잘을 다른 

저명한 신경 해부학자들에게 소개하면서 이 결과의 전파에 큰 역

할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점차 많은 과학자가 카잘의 의견을 지지하게 

되었는데 독일의 해부학자 봐루데야(Heinrich Wilhelm Gottfried 

von Waldeyer, 1836~1905)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독립된 

신경세포설을 지지하는 6개의 중요한 논문을 썼고 신경세포도 

우리 몸의 다른 세포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개가 모여서 뇌라는 

기관을 만든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그는 처음으로 신경원

(neuron)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이 단어에는 독립된 신경세

Fig. 6. Reticular theory. Golgi believed that axons always fused with 
other axons.

Fig. 7. Example of Cajal’s work. Cajal established the foundation of 
the neuron doctrine, according to which the nerve cell is the basic 
unit forming the brain as an organ. The axons of nerve cells terminate 
adjacent to the dendrites of other nerve cells. Wellcome Collection 
(London).

www.jepilia.org

Epilia: Epilepsy Commun 2022;4(1):1-7

5



www.jepilia.org

History of Neuroscience 4

6

포설의 근본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어, 이 뒤로는 신경세포는 신

경원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로써 신경원, 축삭, 수상돌기와 같은 

신경세포의 구조물이 모두 적절한 이름을 갖게 되었다.16 

카잘의 이론은 초기에는 신경망 이론의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1890년 이후로는 점차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후일에 카잘은 수상돌기부터 축삭에 이르는 길에 

작은 전선과 같은 신경섬유(neurofibril)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서 정보의 흐름에 대한 자신의 이론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렇

게 카잘은 ‘신경원(신경세포) 독트린(neuron doctrine)’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기반을 제공하였다.17 신경원 독트린은 신경원이 뇌

와 척수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는 이론이다. 여기에서 신경망이

론이 완전히 부정되려면 두 세포가 직접 연결되지는 않고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하지만 당시 현미경의 수준은 그 정도

로 정밀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간극이 있는 접촉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독일의 해부 생리학자인 쿤

(Wilhelm Friedrich Kühne, 1837~1900)은 신경과 근육이 만나

는 지점에 간극이 존재함을 관찰하였고 신경 말단이 열리면서 모

종의 액체가 이 간극 사이로 흘러 들어가 결국 근육에 도달한다

고 생각하였다. 이제 마지막 의문은 과연 신경세포 사이에도 이

러한 간극이 존재하느냐는 것이었다. 

카잘은 이 문제를 배아 세포 관찰을 통해서 해결하게 된다. 현

미경을 이용한 세밀한 관찰을 통하여 카잘은 신경세포가 성장하

는 동안에 말단 부분이 항상 부풀어 오르면서 아메바처럼 움직이

는 것을 관찰하였다. 특히 발생 과정에서 자라나는 신경세포 말

단의 움직임은 아무 방향으로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도달하고

자 하는 세포 방향으로 목적성을 갖고 끊임없이 전진한다는 중요

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발달 과정의 병아리 배아의 소뇌에서 오

름 섬유(climbing fiber)의 축삭 말단은 항상 퍼킨지 세포의 수상

돌기를 찾아간다는 것이었다. 이를 토대로 카잘은 퍼킨지 세포가 

어떠한 화학물질을 분비하여 오름 세포가 적절한 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오름 

세포와 퍼킨지 세포는 직접 접합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러한 발견이 이루어지는 동안인 1894년에 카잘은 영국왕립

학회로부터 강연을 요청받게 된다. 이 강연은 척수 반사경로를 오

랫동안 연구해 온 셰링톤(Charles Scott Sherrington, 1857~1952)

이 마련한 것이었다.18 셰링톤은 척수 경로의 세포 연결 과정을 

연구하는 중에 신경 세포들이 접촉은 하지만 융합하는 것은 아니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강연은 큰 반향을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카잘과 셰링톤이 평생 좋은 친구가 되는 기회가 되었다. 

이 결과로 셰링톤은 이 내용을 생리학 교과서(Textbook of 
Physiology)에 넣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신경세포 간의 간극이 

있는 접촉을 무엇이라고 부를지 고민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를 

‘syndesm’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리스어로 악수하다(clasp)라는 

뜻이다. 이후에 그리스어에 정통한 학자의 도움을 얻어 이를 시

냅스(synapse)라고 최종적으로 명명하였다. 바로 신경세포 간의 

접촉이 정식 이름을 갖는 순간이었다(Fig. 8). 

1906년 노벨상 수상: 골지와 카잘 

위에 언급한 신경학에 대한 지대한 공로로 1906년 골지와 카잘

은 노벨상을 공동으로 수상하게 된다. 이때가 최초의 노벨상 공

동 수여로 기록되어 있다.19 수상 기념 강연은 이틀에 걸쳐서 이

루어졌는데 첫날 강연은 골지가 하게 되었다. 사실 골지는 이때 

정치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연구를 하지 않은지 10년이 넘은 상

태였다. 그런데 골지는 엉뚱하게도 강연의 대부분을 신경 독트린

을 깎아내리는 데 사용하였고 여전히 자신의 신경망 이론을 고집

하여 청중들을 놀라게 하였다. 당시 목격자에 따르면 카잘은 부

들부들 떨면서 이 내용을 들었다고 한다. 둘째 날은 카잘의 차례

였는데 그는 실제의 연구 결과와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신경 독트

린을 차분하게 설명하였다. 사실 평소에도 카잘은 다른 과학자의 

발견을 자주 언급하였고 골지를 포함한 여러 명의 이름을 자신의 

연구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로 언급한 바 있다. 역사는 카잘이 옳

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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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일반적으로 소아는 정체된 상태로 있거나 혹은 퇴행하는 성인과

Epilepsy is one of the most common chronic neurological conditions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The transition from the pediatric to the adult health care system can be a major challenge for 
most adolescents with epilepsy and their families. An unsuccessful transition can have a detrimental 
effect on them as individuals, as well as on their families. Generally speaking, pediatric epileptolo-
gists often feel uncomfortable when they deal with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with epilepsy due 
to unfamiliarity with the common psychosocial problems and diseases of adulthood, while adult ep-
ileptologists are unfamiliar with childhood-specific epilepsy syndromes and, in many cases, patients’ 
previous history. Therefore, a transitional age program (TAP) is imperative to remediate the care 
gap and facilitate a smooth transition from the pediatric to the adult care system. A TAP is a set of 
processes that cover all the areas of the transition, including an assessment of transition readiness, re-
thinking the diagnosis using currently available tests, a reevaluation for neurobehavioral comorbidi-
ties, education, setting goals, and providing recommendations. Furthermore, the TAP should start 
as early as possible and must be comprehensive, flexible, and patient-centered. The cost-benefit ef-
fectiveness of TAPs requiring a multidisciplinary team has not been fully evaluated, but TAPs are be-
coming ubiquitous, especially in developed countries. I think that TAPs must be implemented in 
practical ways for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with epilepsy at tertiary epilepsy centers as soon as 
possible in Korea. 

Keywords: Epilepsy; Transitional care; Adoles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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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달리 지속적으로 성장과 발달을 하는 역동적인 개체이다. 소

아의 후반부는 호르몬 변화와 함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급격히 변하는 청소년기로 이루어지며, 신체적으로도 성 호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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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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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와 함께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남자는 남성스러운, 여자

는 여성스러운 체형으로 바뀌어가며 생식 능력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성인과 비슷하고 자아 의식도 생겨 독립하고

자 하는 욕구가 늘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고 기존 가치와의 충돌로 인해 방황할 수 있는 취약한 시

기라고 할 수 있다.

뇌전증은 소아청소년기에도 비교적 흔한 만성 신경학적 질환

의 하나이며, 소아기에 발생한 뇌전증 환자 중 약 50%가 완치가 

되지 않고 성인이 되어도 지속적으로 앓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1-3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미국이나 유럽, 가까이는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소아 뇌전증 환자가 사춘기에 접어

들면 과도기 프로그램(transitional age program)이라는 프로그램

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처하면서 나이가 들면 그저 성인 신경과로 

전과하는 단순한 처리 과정을 지양하고 있다.4-8 치료적 처치 관

점에서 소아청소년 신경과에서 성인 신경과로의 이전은 환자나 

그 가족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며, 이전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

게 되면 성인으로서의 환자의 사회적, 정신적, 경제적 삶에 치명

적인 해를 끼칠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환자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도 국내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과도기 프로그램 

과도기 프로그램이란 뇌전증을 앓고 있는 사춘기 청소년이 의료

의 공백 없이 성인 진료과로 자연스럽게 전과하는 것을 돕기 위

한 환자 중심의 한시적 프로그램으로, 의학적, 정신심리학적, 사

회적 문제 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연관되어 

있어 다학제 접근(multidisciplinary approach)이 반드시 필요하

다.5,9,10 각 나라마다 대상 연령은 다양하지만 가능한 한 미리부터 

준비하는 것을 권하므로 12세에서 25세 사이가 적절하며, 아무

리 늦어도 14–15세에는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진다.11 과도

기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는 환자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반복적

으로 논의하고 교육하면서, 성인이 되었을 때 타인에 의존하지 

않고 치료를 포함한 여러 관련 문제들을 독립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구성원은 소아 뇌전증 전문의, 성인 뇌전증 전문

의, 전담 간호사 등 핵심 인력 외에도 해당 기관의 여건에 따라 

사회복지사, 코디네이터, 임상심리사 등이 필요하며, 그 외에도 

여러 동반 질환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들이 필요하다(Fig. 1). 과도기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는, 소아 뇌

전증 전문의로부터 성인 뇌전증 전문의로 진료 형태가 전환되어 

가는 과도기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 시기에 다시 한 번 진단 

및 처치를 숙고하여 환자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구성된 진료 

형태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도기 프로그램

을 통하여 과거에는 없었던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과 같은 최신 

진단 기법과 함께 새로운 항경련제, 미주신경 자극술(vagus 
nerve stimulation)이나 심부 뇌자극술(deep brain stimulation)같

은 최신 치료기법들을 적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재평가와 치

료 방향의 재설정 과정에는 환자의 뇌전증 상태, 동반 질환 외에

도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이 연관되어 있어 많은 전문가들을 필요

로 하며, 이들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으므로 가능

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Fig. 2). 

과도기 프로그램 정착을 위한 제반 사항

구미 선진국에서는 과도기 프로그램 정착을 위하여 일찍부터 과

도기 대책 전문위원회(task force team/working group)를 만들어 

많은 현실적인 사안들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각 나라별

로 적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 중에 있다. 기본적으로는 이

들 위원회에서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뇌전증에 대하여 어떻게 다

시 진단하고 처치할 것인가, 동반 질환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경제적 혹은 법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환자 생

태를 쉽게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선별 도구는 어떤 것이 있

는가에 대한 논의 및 개발을 하고, 또 관련 자료들을 편찬하며 그 

나라에 맞는 프로그램 정착을 위한 지침을 주고 있다. 과도기 프

로그램을 통한 성인 진료과로의 전과는 가능한 빨리 시작하는 것

을 권하고 있으며, 환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환자의 뇌전

증 상태, 인지기능, 장애 정도 등이 고려되어 맞춤 형태가 되어야 

한다. 또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환자의 역할이 점점 늘어 궁극

적으로 종료 시점에는 환자가 거의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Fig. 1. Key figures of transitional age program (TAP).

TAP

Pediatric 
epileptologist

Adult 
epileptologist Epilepy nurse

Social worker
coordinator

Clinical 
psycholo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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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과도기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나라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고 생

각되는데, 사회주의 의료국가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에서 만든 

지침은 Table 1과 같다. 각 연령에 따른 준비는 우선 첫 번째 단

계로는 12세에서 15세 사이에 환자의 인지기능 및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과도기 프로그램을 소개하여 프로그램

에 대하여 친밀감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 12세에서 17세 사이

에는 환자의 재정 상태, 가정 상태, 그리고 관련되는 법률적 문제

들을 점검해야 하고, 특히 법률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일부 문제

들은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부터 계획을 잡는 것

이 좋다. 16세에서 17세 경에는 환자가 신체적이나 정신•심리적

으로 성인 진료과로 갈 준비가 되었는지를 점검해보고, 과도기 

프로그램에 방해되는 요소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뇌전증이 있는 청소년은 정상적인 다른 또

래 아이들에 잠재적으로 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여러 형태로 보다 취약한 상태에 놓여질 

수 있다. 이 시기의 환자들은 적지 않은 수가 약을 잘 챙겨먹지 

않으며, 때론 원치 않는 임신을 하거나 술과 담배, 기타 약물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학습 부진으로 인한 특수교육이 필요하고, 

우울증이나 불안증, 혹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와 같은 정신

건강의학 관련 문제들을 동반할 수 있다.5,12 따라서 12세에서 19
세 사이에는 프로그램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환자에 대한 진단이 바로 이루어졌는

지,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라면 유전학적인 새로운 진단 

기법을 적용해 볼 수 있는 대상인지, 새로운 기법을 이용한 뇌파

나 뇌 자기공명영상이 다시 필요한지, 동반 질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다시 한번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재평가들

을 토대로 후반부인 16세에서 17세 경에는 치료 방편에 대한 재

점검 및 계획이 필요하고, 새로운 약제, 케톤 유발성 식이, 미주

신경 자극술이나 심부 뇌 자극술 같은 새로운 치료법의 적용 등

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적어도 17세 

이후에는 서서히 소아 진료 종료 준비를 하여야 하고 성인 진료 

시스템으로 전과하기 위한 최종 단계를 거쳐야 한다. 한편 환자

의 인지기능이 떨어지거나 다른 여러 형태의 장애가 있는 경우 

부모나 간병인에게 더 의존적일 가능성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많

은 전문화된 인력이 일찍부터 관여하여 서서히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아청소년 진료 시스

템에 잔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과도기 과정 종료를 위한 준비

소아청소년 진료 시스템에서 성인 진료 시스템으로의 전이 과정

은 환자 자신뿐 아니라 모든 관련자에게 엄청난 걱정과 불안감, 

그리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특히 문제가 복잡한 환자일수록 이

러한 부분은 더욱 두드러진다. 따라서 소아청소년 진료 시스템을 

종료하고 성인 진료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전과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교적 완벽한 환자 상태에 대한 요약, 평가 결과 

및 계획서의 전달이라고 하겠다. 소아 진료 종료를 위한 제반 사

항 Table 2와 같다. 무엇보다도 먼저 환자가 성인 진료 시스템으

로 전과할 준비가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는 

설문이나 기타 여러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은 Table 3과 같지만, 각 나라마다 현실에 맞는 형태

로 수정될 필요가 있으며 환자의 인지기능 및 장애 정도에 따라 

평가 방법도 수정해야 할 것이다. 뇌전증 병력 요약지는 상세하

고도 체계적이어야 하며 최종 진단명과 원인, 현재 치료하고 있

는 약제에 대한 내용 이외에도 그 동안 진단 및 치료 과정에 있었

던 모든 것들이 간결 명료하게 요약되어 있어야 한다. 그 외에도 

Fig. 2. Basic outline of transitional age program (TAP).

Table 1. Stepwise schedule for transitional age program
Age (yr) Schedule 
12–15 Introduction of transitional age program
12–17 Looking for available financial, social, and legal support
12–19 Screen for risk factors for poor transition
16–17 Check for readiness and risk factors
16–19 Reevaluation for diagnosis and comorbidities
17–18 Preparation for discharge

Registration

TAP Clinic
Reevaluation

using cutting edge 
techniques

Consult to other specialty 
services

Diagnosis: remain/change
Treatment: remain/change

Adult epileptologist
Adult neurologist

Other adult services

Reevaluation/
Rediagnosis Results Discharge and referral to 

adult care system



경련 시 권장하는 응급조치 방안, 인지기능 및 동반 질환을 평

가한 심리 검사 결과지, 뇌파나 뇌 자기공명영상 결과지 등의 

각종 주요 검사 결과지, 환자에 맞춘 과도기 프로그램의 지향 

목표에 대한 요약, 관련 성인 진료과에 대한 의뢰서 등이 필요

하다.  

결론

청소년기에 있는 뇌전증 환자는 질환에 대한 치료 외에도 다양한 

심리적, 정신건강의학적, 사회적 문제를 동반하고 있어 성인 진료

과로 전과가 되는 과정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 과도기 프로그램

은 이들이 가진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권장하는 프로

그램으로 환자 중심적인 동시에 체계적이어야 하며 다학제 접

근이 필수적이다. 국내 의료 현실을 고려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관여해야 하므로 운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제한적이지만, 의료

보험에서 허용하는 다학제 진료와 같은 제도나 국책 혹은 민간 

연구과제 등을 통하여 각 기관의 여건에 맞게 가능한 한 빨리 

계획을 수립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절하게 시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성인 진료과로 전과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고 여겨진다. 

Table 2. Checklist for discharge
No. Checklist
1 Transition readiness questionnaires
2 Test results of neuropsychological evaluation
3 Summary of epilepsy history
4 Emergency care plan
5 Goals of program
6 Referral letters
7 Other related documents

Table 3. Checklists for transition readiness
No. Checklist
1 Awareness of his or her own condition
2 Triggering factors for seizures
3 First aid measures
4 Contact number in case of emergency
5 Medications: name, dose, side effects, etc.
6 Contact number for doctor, how to make an appointment, etc.
7 Simultaneous presence of other medical conditions
8 Patient’s life style that has much to do with seizures
9 Medical insurance and other legal status
10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11 Getting the picture of adult care system
12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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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27명의 원인불

명 폐렴의 원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SARS-CoV-2)로 밝혀진 후 2021년 11
월 현재까지도 coronavirus disease-2019 (COVID-19)의 확산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다.1 코로나바이러스는 단일 가닥

(single-stranded)의 RNA 바이러스로, 주로 호흡기를 침범하여 

다양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는 중추 신경계 및 말초 신경계에서의 신

경친화성(neurotropism)으로도 알려져 있다.2 COVID-19와 관

련된 신경학적 임상 증상에 대해 2020년 4월 우한에서의 첫 보

고 이후 수많은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3 이러한 신경학적 증상

에는 두통, 어지럼증, 근육통, 후각 저하와 같은 비교적 경한 증

As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outbreak enters its third year, it continues to impact 
social life and medical practice. Although respiratory symptoms are the most important clinical 
manifestations of COVID-19, COVID-19 can also cause various neurologic manifestations and dis-
orders through neurotropism and collateral injuries. The effects of COVID-19 on seizures and epi-
lepsy have been studied. The COVID-19 pandemic has led to changes in epilepsy care. In addition, 
concerns regarding the effectiveness and safety of the COVID-19 vaccine in patients with epilepsy 
are increasing. Epileptologists need to keep up with daily updates in the evidence regarding interac-
tions between COVID-19 and epile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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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부터 뇌병증, 뇌졸중, 뇌염, 발작, 단일 뇌신경 마비, 길

랭-바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까지 매우 다양하다.2,4,5 

본 리뷰에서는 최근까지 확인된 지식을 기반으로 뇌전증 전문

의(epileptologist)의 관점에서 COVID-19 환자의 뇌전증 발작(ep-
ileptic seizure)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COVID-19 

범유행(pandemic) 상황과 관련한 기존 뇌전증 환자에서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도 고찰해보겠다. 

COVID-19에서의 신경학적 소견 

Mao 등3은 COVID-19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신경학적 증상 여

부를 처음으로 조사하였는데 214명의 환자 중 36.4%인 78명이 

신경학적 증상을 보였다. 어지럼증(16.8%), 두통(13.1%), 의식 

저하(7.5%) 등이 흔했으며 초기 연구로 후각, 미각 저하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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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Korean Clinical Epilepsy Research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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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도로 비교적 낮았다. 급성 뇌혈관 질환은 9명(2.8%), 발작

은 1명(0.5%)에서 관찰되었다. 의식 저하 및 급성 뇌혈관 질환은 

중증 환자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급성호흡곤란증후군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을 동반한 중증 COVID-19 

환자를 대상으로 한 프랑스 연구에서는 58명 중 49명에서 의식 

변화가 있었고, 뇌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검사를 시행한 13명 중 8명에서 연수막(leptomeningeal)의 조영 

증강을 보였으며 3명에서 허혈성 뇌경색을 보였다.6 2021년 초

의 메타 연구에 따르면 후각 및 미각 감소는 환자의 약 50%에서 

관찰되었고 두통은 20%, 의식 저하는 5%에서 관찰되었으나 중

증 환자로 국한하면 의식 저하가 1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7 

최근 다른 메타 분석에서는 피로(32%), 근육통(20%), 미각 감소

(21%), 후각 감소(19%), 두통(13%) 순으로 나타났고, 60세 이상

의 COVID-19 환자에서는 섬망이 34%로 흔했다.8 의식 저하와 

뇌졸중은 COVID-19의 사망률을 높이는 주요 예측 인자로 보고

되기도 하였다.9 또한 COVID-19 이후 발생한 면역학적 질환으

로 급성파종뇌척수염(acute disseminated encephalomyelitis), 급
성출혈백질뇌염(acute hemorrhagic leukoencephalitis), 길랭-바

레 증후군 등의 많은 증례가 보고되고 있다.10,11 COVID-19 이후 

신경과적 특이 질환이 발생한 70명의 환자 리뷰를 보면, 뇌졸중

(39명, 53.4%) 길랭-바레 증후군 및 변이(18명, 24.7%), 뇌염 및 

척수염(11명, 15.1%), 발작(5명, 6.8%) 순이었다.12 

종합하면 신경학적 증상들은 COVID-19에서 비교적 흔하게 

관찰되며 중증 COVID-19 환자에서는 뇌병증을 포함한 의식 

저하 및 뇌혈관 질환 발생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COVID-19와 관련된 신경학적 증상에 대해 Table 1에 정리하

였다.13 

COVID-19에서의 뇌전증 발작 

COVID-19의 신경친화성과 중추신경계 침범을 고려해 볼 때 뇌

전증 발작과의 연관도 추정할 수 있다. Anand 등14은 보스턴의 

한 3차 병원에 COVID-19로 입원한 환자 1,043명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였는데, 그 중 7명(0.7%)에서 발작이 COVID-19의 첫 발

현(presenting) 증상으로 발생하였다. 3명은 뇌전증 병력이 있는 

환자이고 4명은 처음으로 발작이 발생하였는데 그중 2명은 과거 

뇌졸중 병력이 있었다. 이란 연구에서는 6,147명 환자 중 5명

(0.08%)에서 발작이 발생했는데 모두 저산소증을 동반한 중증 

이상의 환자였고 2명에서는 뇌전증 지속 상태(status epilepticus)
로 나타났다.15 뉴욕에 있는 병원의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

향적 다기관 연구에서는 4,491명 중 74명(1.6%)에서 발작이 있

었고 그중 절반 정도에는 과거 뇌전증이나 발작 병력이 없었다.16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306명 중 2명(0.7%)에서 

발작이 나타났고 두 명 모두 중증 COVID-19 환자였다.17 중증 

COVID-19 환자에서는 다른 중환자(critically ill patient)와 마찬

가지로 급성 증상성 발작(acute symptomatic seizure)이 발생할 

수 있다.18 COVID-19와 관련된 발열, 저산소증, 사이토카인 폭

풍(cytokine storm), 대사 장애(metabolic derangements) 자체가 

발작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과거 뇌병변이 있었던 환자에서도 새

로운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19 

또한 COVID-19와 관련된 뇌염 이후 발생한 발작에 대한 다

양한 증례들도 보고되고 있다.20-22 그중 일부는 뇌척수액의 백혈

구 증가 혹은 뇌척수액에서의 SARS-CoV-2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되어 COIVD-19의 직접

적인 침범도 발작과 연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21 

Pellinen 등23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111명의 COVID-19 환자

를 대상으로 지속 뇌파검사(continuous electroencephalography 

monitoring)를 시행하였는데, 57%에서 전반적 서파가, 30%에서 

뇌전증모양 방전(epileptiform discharge)이 관찰되었다. 8명(7%)

에서 발작이 있었으며 그중 3명은 과거 뇌전증이나 뇌 질환 병력

이 없었다. 또한 중증 COVID-19 환자들에서 뇌파의 주기적 방

전(periodic discharges) 및 뇌전증 지속 상태가 나타날 수 있

다.20,23,24 COVID-19 환자에서 뇌파 검사를 시행하는 적응증은 

의식 저하(61.7%), 발작 의심 증상(31.2%), 심정지(3.5%) 순이

었다.25 

뇌전증 발작은 일반적으로 COVID-19에서 흔하지는 않다. 그

Table 1. Summary of the neurological manifestations of COVID-19
Central nervous system Peripheral nervous system

Common Uncommon Common Uncommon
Headache, dizziness Seizure Myalgia Isolated cranial nerve palsy
Encephalopathy (hypoxic, septic, metabolic, etc.) Meningoencephalitis Anosmia/Ageusia Guillain-Barre syndrome

Miller Fisher syndrome
Stroke Acute disseminated encephalomyelitis Neuralgic pain Rhabdomyolysis

Acute hemorrhagic leukoencephalitis Myositis
Insomnia Cerebral venous thrombosis

COVID-19, coronavirus disease 2019.
Modified from Garg13 (Neurol India 2020;68:560-572) according to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러나 기존 뇌전증 혹은 뇌 질환 병력이 있거나 중증인 환자에서

는 앞서 말한 다양한 이유로 인한 발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COVID-19 신경친화성의 병태생리
(pathophysiology) 

SARS-CoV-2의 표면에는 특유의 왕관 모양을 구성하는 spike 

(S) 단백질이 존재하는데, 이 S 단백질이 숙주 세포의 수용체에 

결합하면서 침입하게 된다. 이러한 숙주 세포의 수용체로 안지오

텐신전환효소 2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2, ACE2)를 이

용하는데, ACE2는 구강과 비강 점막, 비인두, 폐, 위장관, 그리

고 뇌 세포에도 존재한다. 대뇌피질, 선조체(striatum), 뇌간 등의 

뉴런(neuron)과 아교세포(glia), 맥락 얼기(choroid plexus), 혈액-

뇌 장벽(blood-brain barrier)의 혈관 주위 세포(pericytes)에 

ACE2 양성 세포들이 발견되며, 이는 SARS-CoV-2의 직접적인 

표적이 될 수 있다(Fig. 1).7,26 

실제 COVID-19 환자의 뇌척수액 및 뇌 조직에서 SARS-

CoV-2가 발견되고 있다. 두통, 의식 저하 등 신경학적 증상으로 

뇌척수액 검사를 받은 304명의 COVID-19 환자 중 17명(6%) 

에서 SARS-CoV-2 PCR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났으며,27 

COVID-19로 사망한 환자의 뇌 부검 연구에서 SARS-CoV-2 

RNA나 단백질이 40명 중 21명(53%)에서 발견되었다.28 

또한 SARS-CoV-2와 ACE2의 결합은 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

가시킬 수 있다. 안지오텐신 II (angiotensin II)는 레닌-안지오텐

신계(renin-angiotensin system)에서 혈관 수축 및 손상, 혈전 형

성, 혈압 상승을 촉진시키는데, ACE2는 angiotensin II를 

angiotensin I-7으로 분해하여 이러한 유해 작용을 억제한다. 그

러나 SARS-CoV-2 감염으로 ACE2가 줄어들게 되면 이러한 보

호 작용이 줄어들면서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29 

현재 COVID-19와 관련된 수많은 심•뇌혈관 질환이 보고되고 

있고 이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또한 COVID-19으로 인한 저산소증은 뇌병증, 의식 저하를 

흔하게 초래하며, 다양한 염증 사이토카인 증가, 대사 장애, 패혈

증 및 패혈증 쇼크와 다기관 손상(multiorgan failure)으로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 및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4 앞서 말한 COVID-19 

환자의 뇌 부검 연구에서는 뇌 조직 및 뇌막에서 미세아교세포

(microglia)와 세포독성 T 림프구의 침윤(infiltration)이 관찰되었

다.27 COVID-19와 관련된 길랭-바래 증후군, 급성파종뇌척수염 

등의 존재는 SARS-CoV-2가 신경면역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음

을 시사한다. 

COVID-19가 뇌전증에 미치는 영향 

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에서는 신경학적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COVID-19의 중증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며,30 신경학적 질환이 있는 환자는 

COVID-19의 사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30,31 기존 뇌전증이 있

Fig. 1. Neurotropism of SARS-CoV-2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S protein, spike protein; ACE-2,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2; TMPRSS2 : transmembrane protease serine 2.
Reused from Chen et al.7 (J Neurol 2021;268:392-402) according to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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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환자는 COVID-19 감염 위험, 발병률 및 유병률이 뇌전증이 

없는 경우보다 높으며, COVID-19로 인한 입원, 중환자실 치료, 

사망 위험도 더 높았다.32-34 이를 설명할 이유는 명확하지는 않으

나, 뇌전증을 비롯한 신경학적 질환이 있는 경우 다른 기저 질환

들을 가진 경우가 많고, 고령이 많으며, 일부 환자들에서는 정상

적인 면역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32,33,35  

일부 뇌전증 환자들에서는 COVID-19 범유행 기간 동안 발작 

빈도가 증가하기도 하였다. 중국에서 2020년 2월에서 4월까지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상자 1,237명 중 약 

8%에서 발작 빈도가 증가했다고 대답하였다.36 범유행과 관련된 

불안 및 신경증, 삶의 질의 감소, 항발작 약물의 감량 및 중단 등

의 영향이 있었다. 또 다른 중국 연구에서도 362명 중 31명

(8.56%)에서 발작 빈도가 증가하였고, 스트레스가 가장 큰 요인

이라고 대답하였다.37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시행한 설문에서는 

뇌전증 환자의 30%까지 발작 빈도가 증가하였고 스트레스 증가, 

항발작 약물 복용 충실도(adherence)의 감소, 수면 장애 등이 영

향 요인이었다.38 여러 연구에서 COVID-19 대유행이 뇌전증 환

자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삶의 질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39-43 또한 COVID-19 감염에 의한 발열은 뇌전증 

환자의 발작을 악화시킬 수 있다.35 

이탈리아에서는 COVID-19로 인한 격리(quarantine)를 경험

한 102명의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발작 빈도의 변화를 조사하

였다.44 환자의 22.55%에서 격리 기간 동안 발작 빈도가 증가했

으며, 27.45%에서는 오히려 발작 빈도가 감소하였다. 발작 빈도

가 증가한 경우는 기존에 발작이 잘 조절되던 환자들이 많았고, 

빈도가 감소한 경우는 난치성 뇌전증인 경우가 많았다. 저자들은 

조절이 잘 되던 환자에서 발작 빈도가 증가한 이유로 격리 상황

과 관련된 스트레스의 영향을 꼽았고, 난치성 환자에서 발작이 

감소한 이유는 격리가 발작을 유발하는 다른 외적 요인들을 감소

시킨 것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COVID-19 치료제와 항발작 약물의 상호작용은 대부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일부 고려해야 될 사항들도 있다.45,46 중증 

COVID-19 환자에게 투약하는 렘데시비르(remdesivir; Veklury, 

Gilead Science, Foster City, CA, USA)의 경우 효소 유도(enzyme-
inducing) 약물에 의해 혈중 농도가 감소할 수 있어 해당 환자에

서는 렘데시비르의 혈중 농도 확인을 권유하고 있다(다만 현재 

국내에서는 검사가 불가능하다). 또한 중증 환자에서 많이 사용

하는 스테로이드는 효소 유도 약제와 서로 혈중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고위험군의 경증 COVID-19 환자에서 사용되는 레그

단비맙(regdanvimab; Regkirona, Celltrion, Incheon, Korea)은 

사이토크롬 P450 (cytochrome P450)을 통하지 않으므로 항발작 

약물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은 낮다. 

COVID-19의 사이토카인 폭풍 상황에서의 interleukin-6 (IL-

6) 증가는 사이토크롬 P450를 억제시킨다. 일부 환자들에서 사

용되는 토실리주맙(tocilizumab)의 경우 IL-6 감소에 따른 사이

토크롬 P450 활성의 변화로 항발작 약물 농도를 변화시킬 수 있

다. 비스테로이드 소염제(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NSAID)도 IL-6을 감소시키므로 증가, 감소가 반복되면서 사이

토크롬 P450 활성이 변할 수 있고, NSAID 혈중 농도도 효소 유

도 약물에 의해 감소할 수 있다. 이부프로펜(ibuprofen)은 phe-
nytoin, carbamazepine, valpr는ic acid의 자유(free) 농도를 증가

시킬 수 있다. COVID-19 환자의 발열 조절에 흔하게 사용되는 

정맥 내 파라세타몰(paracetamol)도 효소 유도 약물에 의해 혈중 

농도가 감소할 수 있다. 

COVID-19로 변화된 의료 환경은 원격 의료(telemedicine, re-
mote medicine)로의 이동을 가속화 하고 있다. 국제항뇌전증연

맹(International League Against Epilepsy, ILAE) 웹사이트에서 

2020년 4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한 설문에서 뇌전증 환

자의 약 28%가 의료 접근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40% 정도의 

환자가 원격 의료를 경험했다고 대답하였다.47 뇌전증 치료 의료

진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COVID-19 범유행 전에는 약 

63.4%에서 원격 의료 경험이 있었으나 이후에는 83%가 영상을 

이용한 원격 의료 경험이, 42%가 전화를 이용한 원격 의료 경험

이 있다고 대답하였다.48 캐나다에서는 비디오를 이용한 가상 진

료(virtual care)가 뇌전증 환자의 외래 진료에 있어서 유용함을 

보고하였다.49 만성 뇌전증 환자의 진료에서는 신체 검진이 필수

적이지 않기 때문에 원격 진료에 좀더 용이할 수 있다.50 현재 국

내에서도 원격 의료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범유행 상황

이 해소되더라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뇌전증 환자

의 적절한 원격 의료를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뇌전증 환자에서의 COVID-19 백신 

COVID-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SARS-CoV-2 백신의 개발

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현재 국내에서 바이러스 벡터 백신, mes-
senger RNA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의료진 및 기저 

질환을 가진 환자들로부터의 COVID-19 백신에 대한 문의와 우

려도 많은 상황이다. 뇌전증의 경우에도 557명의 환자들을 대상

으로 시행한 설문에서 30% 정도가 백신 접종을 꺼린다고 하였고, 

그 이유로는 발작 악화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았다(Fig. 2).51 최근 

중국에서 조사한 연구에서도 뇌전증 환자(42%)는 다른 정신질환

(84%)이나 건강한 대조군(93%)에 비해 백신 접종률이 낮았고, 난

치성 뇌전증 환자들이 조절되는 뇌전증 환자에 비해 유의하게 접

종률이 낮았다.52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약 74% 정도

만이 뇌전증 환자에게 백신 접종을 추천하겠다고 하였다.53 

그러나 실제 COVID-19 백신 접종을 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차 접종을 한 54명 뇌전증 환자(18세 이상) 중 1명만

이 발작이 악화되었고, 30% 정도에서 두통, 피로, 발열 등 일반



적인 백신 부작용만이 있었다. 5 4 다른 설문 연구에서는 

COVID-19 백신을 맞은 82명의 뇌전증 환자(16세 이상) 중 5명

(6.1%)만이 발작 빈도가 증가했다고 응답하였다.55 한 명에서는 

뇌전증 지속 상태가 나타났는데, 백신 접종 이후 3일간 발열이 

있었다고 하였다. 다른 설문 연구에도 204명의 뇌전증 환자 중 

19명(9.3%)만이 백신 접종 후 발작 빈도가 증가했다고 대답하

였다.52 

현재까지 연구는 제한적이나 뇌전증 환자에서 백신 접종 시 부

작용이 특별히 높거나 발작을 유의하게 악화시키지는 않는 것으

로 보인다. ILAE에서도 뇌전증 환자는 COVID-19 감염 및 합병

증 위험이 백신 부작용보다 훨씬 높으므로 접종을 권장하고 있

다.56 백신이 발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발열이 발작 역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접종 후 

48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을 권유하였다. 앞서 말한 대로 뇌전증 

환자는 COVID-19 감염 위험이 더 높으며, 특히 고령이거나 정

신 지체 및 다른 뇌 질환이 있는 경우 COVID-19 감염 위험 및 

중증 질환으로 진행될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권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32-34 

결론

COVID-19 범유행은 사회, 경제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의료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COVID-19는 그 자체로 

뇌전증 발작을 비롯한 다양한 신경학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

며, 기존 뇌전증 환자는 COVID-19의 감염 및 중증 위험이 높다. 

또한 범유행은 뇌전증 환자의 원격 의료를 포함한 치료 접근성, 

발작 빈도의 변화, 삶의 질 및 심리적 스트레스, 약물 순응도 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뇌전증을 치료하는 의료진은 적절한 지식

을 가지고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Notes 

Conflicts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
ported. 

Funding 
None 

Author contributions
All work was done by HKK.

References 

1. Zhu N, Zhang D, Wang W, Li X, Yang B, Song J, et al. A novel 
coronavirus from patients with pneumonia in China, 2019. N 
Engl J Med 2020;382:727-733. 

2. Pizzi MA. Acute neurologic manifestations of respiratory virus-
es. Continuum (Minneap Minn) 2021;27(5):1365-1381. 

3. Mao L, Jin H, Wang M, et al. Neurologic manifestations of hos-

Worried about aggravating seizures by vaccination

Worried about vaccine safety

Lack of vaccine knowledge

Vaccination contraindications (severe medical disease/acute phase of disease)

Less than 18 years old

Medical wokers do not recommend vaccination

Lack of vaccination channels

The domestic epidemic situation is stable, there is no need for vaccination

Breastfeeding, preparing for pregnancy

Others

0 20 40 60 80 100 120

Fig. 2. Main reasons for coronavirus disease 2019 vaccination hesitation.
Reused from Qiao et al.51 (Front Neurol 2021;12:743110) according to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No. of respondents

www.jepilia.org

Epilia: Epilepsy Commun 2022;4(1):13-19

17

https://doi.org/10.1056/nejmoa2001017
https://doi.org/10.1056/nejmoa2001017
https://doi.org/10.1056/nejmoa2001017
https://doi.org/10.1212/con.0000000000001007
https://doi.org/10.1212/con.0000000000001007
https://doi.org/10.1001/jamaneurol.2020.1127


www.jepilia.org

Epilepsy and COVID-19

18

pitalized patients with coronavirus disease 2019 in Wuhan, Chi-
na. JAMA Neurol 2020;77:683-690. 

4. Wenting A, Gruters A, van Os Y, et al. COVID-19 neurological 
manifestations and underlying mechanisms: a scoping review. 
Front Psychiatry 2020;11:860. 

5. Ellul MA, Benjamin L, Singh B, et al. Neurological associations 
of COVID-19. Lancet Neurol 2020;19:767-783. 

6. Helms J, Kremer S, Merdji H, et al. Neurologic features in severe 
SARS-CoV-2 infection. N Engl J Med 2020;382:2268-2270. 

7. Chen X, Laurent S, Onur OA, et al. A systematic review of neu-
rological symptoms and complications of COVID-19. J Neurol 
2021;268:392-402. 

8. Misra S, Kolappa K, Prasad M, et al. Frequency of neurologic 
manifestations in COVID-19: a systematic review and me-
ta-analysis. Neurology 2021;97:e2269-e2281. 

9. Eskandar EN, Altschul DJ, de la Garza Ramos R, et al. Neurolog-
ic syndromes predict higher in-hospital mortality in COVID-19. 
Neurology 2021;96:e1527-e1538. 

10. Manzano GS, McEntire CRS, Martinez-Lage M, Mateen FJ, 
Hutto SK. Acute disseminated encephalomyelitis and acute 
hemorrhagic leukoencephalitis following COVID-19: systemat-
ic review and meta-synthesis. Neurol Neuroimmunol Neuroin-
flamm 2021;8:e1080. 

11. Aladawi M, Elfil M, Abu-Esheh B, et al. Guillain Barre syndrome 
as a complication of COVID-19: a systematic review. Can J Neu-
rol Sci 2022;49:38-48. 

12. Chua TH, Xu Z, King NK. Neurological manifestations in 
COVID-19: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Brain Inj 
2020;34:1549-1568. 

13. Garg RK. Spectrum of neurological manifestations in Covid-19: 
a review. Neurol India 2020;68:560-572. 

14. Anand P, Al-Faraj A, Sader E, et al. Seizure as the presenting 
symptom of COVID-19: a retrospective case series. Epilepsy 
Behav 2020;112:107335. 

15. Emami A, Fadakar N, Akbari A, et al. Seizure in patients with 
COVID-19. Neurol Sci 2020;41:3057-3061. 

16. Frontera JA, Sabadia S, Lalchan R, et al. A prospective study of 
neurologic disorders in hospitalized patients with COVID-19 in 
New York City. Neurology 2021;96:e575-e586. 

17. Kim HK, Cho YJ, Lee SY. Neurological manifestations in pa-
tients with COVID-19: experiences from the central infectious 
diseases hospital in South Korea. J Clin Neurol 2021;17:435-
442. 

18. Hepburn M, Mullaguri N, George P, et al. Acute symptomatic 

seizures in critically ill patients with COVID-19: is there an asso-
ciation? Neurocrit Care 2021;34:139-143. 

19. Vohora D, Jain S, Tripathi M, Potschka H. COVID-19 and sei-
zures: is there a link? Epilepsia 2020;61:1840-1853. 

20. Le Guennec L, Devianne J, Jalin L, et al. Orbitofrontal involve-
ment in a neuroCOVID-19 patient. Epilepsia 2020;61:e90-e94. 

21. Keyhanian K, Umeton RP, Mohit B, Davoudi V, Hajighasemi F, 
Ghasemi M. SARS-CoV-2 and nervous system: from pathogen-
esis to clinical manifestation. J Neuroimmunol 2020;350: 
577436. 

22. Bhagat R, Kwiecinska B, Smith N, et al. New-onset seizure with 
possible limbic encephalitis in a patient with COVID-19 infec-
tion: a case report and review. J Investig Med High Impact Case 
Rep 2021;9:2324709620986302. 

23. Pellinen J, Carroll E, Friedman D, et al. Continuous EEG findings 
in patients with COVID-19 infection admitted to a New York 
academic hospital system. Epilepsia 2020;61:2097-2105. 

24. Chen W, Toprani S, Werbaneth K, Falco-Walter J. Status epilepti-
cus and other EEG findings in patients with COVID-19: a case 
series. Seizure 2020;81:198-200. 

25. Antony AR, Haneef Z. Systematic review of EEG findings in 617 
patients diagnosed with COVID-19. Seizure 2020;83:234-241. 

26. Baig AM, Khaleeq A, Ali U, Syeda H. Evidence of the COVID-19 
virus targeting the CNS: tissue distribution, host-virus interac-
tion, and proposed neurotropic mechanisms. ACS Chem Neu-
rosci 2020;11:995-998.  

27. Matschke J, Lütgehetmann M, Hagel C, et al. Neuropathology of 
patients with COVID-19 in Germany: a post-mortem case se-
ries. Lancet Neurol 2020;19:919-929. 

28. Lewis A, Frontera J, Placantonakis DG, et al. Cerebrospinal fluid 
in COVID-19: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J Neurol Sci 
2021;421:117316. 

29. Samavati L, Uhal BD. ACE2, much more than just a receptor for 
SARS-COV-2. Front Cell Infect Microbiol 2020;10:317. 

30.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COVID-19: 
Specific groups of people [Internet]. Atlanta, GA: CDC, 2021 
[cited 2021 Nov 21]. Available from: https://www.cdc.gov/
coronavirus/2019-ncov/need-extra-precautions/people-with 
-medical-conditions.html.

31. García-Azorín D, Martínez-Pías E, Trigo J, et al. Neurological co-
morbidity is a predictor of death in Covid-19 disease: a cohort 
study on 576 patients. Front Neurol 2020;11:781. 

32. Cabezudo-García P, Ciano-Petersen NL, Mena-Vázquez N, Pons-
Pons G, Castro-Sánchez MV, Serrano-Castro PJ. Incidence and 

https://doi.org/10.1001/jamaneurol.2020.1127
https://doi.org/10.1001/jamaneurol.2020.1127
https://doi.org/10.3389/fpsyt.2020.00860
https://doi.org/10.3389/fpsyt.2020.00860
https://doi.org/10.3389/fpsyt.2020.00860
https://doi.org/10.1016/s1474-4422(20)30221-0
https://doi.org/10.1016/s1474-4422(20)30221-0
https://doi.org/10.1056/nejmc2008597
https://doi.org/10.1056/nejmc2008597
https://doi.org/10.1007/s00415-020-10067-3
https://doi.org/10.1007/s00415-020-10067-3
https://doi.org/10.1007/s00415-020-10067-3
https://doi.org/10.1212/wnl.0000000000012930
https://doi.org/10.1212/wnl.0000000000012930
https://doi.org/10.1212/wnl.0000000000012930
https://doi.org/10.1212/wnl.0000000000011356
https://doi.org/10.1212/wnl.0000000000011356
https://doi.org/10.1212/wnl.0000000000011356
https://doi.org/10.1212/nxi.0000000000001080
https://doi.org/10.1212/nxi.0000000000001080
https://doi.org/10.1212/nxi.0000000000001080
https://doi.org/10.1212/nxi.0000000000001080
https://doi.org/10.1017/cjn.2021.102
https://doi.org/10.1017/cjn.2021.102
https://doi.org/10.1017/cjn.2021.102
https://doi.org/10.1080/02699052.2020.1831606
https://doi.org/10.1080/02699052.2020.1831606
https://doi.org/10.1080/02699052.2020.1831606
https://doi.org/10.4103/0028-3886.289000
https://doi.org/10.4103/0028-3886.289000
https://doi.org/10.1016/j.yebeh.2020.107335
https://doi.org/10.1016/j.yebeh.2020.107335
https://doi.org/10.1016/j.yebeh.2020.107335
https://doi.org/10.1007/s10072-020-04731-9
https://doi.org/10.1007/s10072-020-04731-9
https://doi.org/10.1212/wnl.0000000000010979
https://doi.org/10.1212/wnl.0000000000010979
https://doi.org/10.1212/wnl.0000000000010979
https://doi.org/10.3988/jcn.2021.17.3.435
https://doi.org/10.3988/jcn.2021.17.3.435
https://doi.org/10.3988/jcn.2021.17.3.435
https://doi.org/10.3988/jcn.2021.17.3.435
https://doi.org/10.1007/s12028-020-01006-1
https://doi.org/10.1007/s12028-020-01006-1
https://doi.org/10.1007/s12028-020-01006-1
https://doi.org/10.1111/epi.16656
https://doi.org/10.1111/epi.16656
https://doi.org/10.1111/epi.16612
https://doi.org/10.1111/epi.16612
https://doi.org/10.1016/j.jneuroim.2020.577436
https://doi.org/10.1016/j.jneuroim.2020.577436
https://doi.org/10.1016/j.jneuroim.2020.577436
https://doi.org/10.1016/j.jneuroim.2020.577436
https://doi.org/10.1177/2324709620986302
https://doi.org/10.1177/2324709620986302
https://doi.org/10.1177/2324709620986302
https://doi.org/10.1177/2324709620986302
https://doi.org/10.1111/epi.16667
https://doi.org/10.1111/epi.16667
https://doi.org/10.1111/epi.16667
https://doi.org/10.1016/j.seizure.2020.08.022
https://doi.org/10.1016/j.seizure.2020.08.022
https://doi.org/10.1016/j.seizure.2020.08.022
https://doi.org/10.1016/j.seizure.2020.10.014
https://doi.org/10.1016/j.seizure.2020.10.014
https://doi.org/10.1021/acschemneuro.0c00122
https://doi.org/10.1021/acschemneuro.0c00122
https://doi.org/10.1021/acschemneuro.0c00122
https://doi.org/10.1021/acschemneuro.0c00122
https://doi.org/10.1016/s1474-4422(20)30308-2
https://doi.org/10.1016/s1474-4422(20)30308-2
https://doi.org/10.1016/s1474-4422(20)30308-2
https://doi.org/10.1016/j.jns.2021.117316
https://doi.org/10.1016/j.jns.2021.117316
https://doi.org/10.1016/j.jns.2021.117316
https://doi.org/10.3389/fcimb.2020.00317
https://doi.org/10.3389/fcimb.2020.00317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need-extra-precautions/people-with-medical-conditions.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need-extra-precautions/people-with-medical-conditions.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need-extra-precautions/people-with-medical-conditions.html
https://doi.org/10.3389/fneur.2020.00781
https://doi.org/10.1212/wnl.0000000000010033
https://doi.org/10.1212/wnl.0000000000010033


case fatality rate of COVID-19 in patients with active epilepsy. 
Neurology 2020;95:e1417-e1425. 

33. Sanchez-Larsen A, Conde-Blanco E, Viloria-Alebesque A, et al. 
COVID-19 prevalence and mortality in people with epilepsy: a 
nation-wide multicenter study. Epilepsy Behav 2021;125: 
108379. 

34. Bosak M, Mazurkiewicz I, Wężyk K, Słowik A, Turaj W. 
COVID-19 among patients with epilepsy: risk factors and 
course of the disease. Epilepsy Behav 2021;120:107996. 

35. Kuroda N. Epilepsy and COVID-19: associations and important 
considerations. Epilepsy Behav 2020;108:107122. 

36. Zeng C, Meng H, Zhu Y, et al. Correlation of seizure increase and 
COVID-19 outbreak in adult patients with epilepsy: findings 
and suggestions from a nationwide multi-centre survey in China. 
Seizure 2021;88:102-108. 

37. Huang S, Wu C, Jia Y, et al. COVID-19 outbreak: the impact of 
stress on seizures in patients with epilepsy. Epilepsia 2020; 
61:1884-1893. 

38. Alkhotani A, Siddiqui MI, Almuntashri F, Baothman R. The ef-
fect of COVID-19 pandemic on seizure control and self-report-
ed stress on patient with epilepsy. Epilepsy Behav 2020;112: 
107323. 

39. Millevert C, Van Hees S, Siewe Fodjo JN, et al. Impact of 
COVID-19 on the lives and psychosocial well-being of persons 
with epilepsy during the third trimester of the pandemic: Results 
from an international, online survey. Epilepsy Behav 2021;116: 
107800. 

40. Strizović S, Vojvodić N, Kovačević M, et al. Influence of 
COVID-19 pandemic on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epilepsy 
- follow-up study. Epilepsy Behav 2021;121(Pt A):108026. 

41. Kuroda N, Kubota T. Psychological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for patients with epileps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Epilepsy Behav 2021;124:108340. 

42. Koh MY, Lim KS, Fong SL, Khor SB, Tan CT. Impact of 
COVID-19 on quality of life in people with epilepsy, and a mul-
tinational comparison of clinical and psychological impacts. Epi-
lepsy Behav 2021;117:107849. 

43. Hao X, Zhou D, Li Z, et al. Severe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patients with epilepsy during the COVID-19 outbreak in south-
west China. Epilepsia 2020;61:1166-1173. 

44. d'Orsi G, Mazzeo F, Ravidà D, et al. The effect of quarantine due 
to Covid-19 pandemic on seizure frequency in 102 adult people 
with epilepsy from Apulia and Basilicata regions, Southern Italy. 
Clin Neurol Neurosurg 2021;203:106592. 

45. Russo E, Iannone L. Clinically relevant drug-drug interaction be-
tween AEDs and medications used in the treatment of 
COVID-19 patients [Internet]. Available from: https://www.
ilae.org/files/dmfile/Antiepileptic-drugs-interactions_in_
COVID-19.pdf.

46. Jain S, Potschka H, Chandra PP, Tripathi M, Vohora D. Manage-
ment of COVID-19 in patients with seizures: mechanisms of ac-
tion of potential COVID-19 drug treatments and consideration 
for potential drug-drug interactions with anti-seizure medica-
tions. Epilepsy Res 2021;174:106675. 

47. Cross JH, Kwon CS, Asadi-Pooya AA, et al. Epilepsy car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pilepsia 2021;62:2322-2332. 

48. Kuchenbuch M, D'Onofrio G, Wirrell E, et al. An accelerated 
shift in the use of remote systems in epilepsy due to the 
COVID-19 pandemic. Epilepsy Behav 2020;112:107376. 

49. Aleboyeh S, Appireddy R, Winston GP, Boisse Lomax L, Shukla 
G. Virtual epilepsy clinics - a Canadian Comprehensive Epilepsy 
Center experience pre-COVID and during the COVID-19 pan-
demic period. Epilepsy Res 2021;176:106689. 

50. Adan GH, Mitchell JW, Marson T. Epilepsy care in the 
COVID-19 era. Clin Med (Lond) 2020;20:e104-e106. 

51. Qiao S, Zhang RR, Yang TT, et al. Attitudes to being vaccinated 
against COVID-19: a survey of people with epilepsy in China. 
Front Neurol 2021;12:743110. 

52. Lu L, Zhang Q, Xiao J, et al. COVID-19 vaccine take-up rate and 
safety in adults with epilepsy: data from a multicenter study in 
China. Epilepsia 2022;63:244-251. 

53. Asadi-Pooya AA, Sahraian A, Badv RS, Sahraian MA. Physicians' 
opinions on the necessity of COVID-19 vaccination in patients 
with epilepsy. Epileptic Disord 2021;23:485-489. 

54. von Wrede R, Pukropski J, Moskau-Hartmann S, Surges R, 
Baumgartner T. COVID-19 vaccination in patients with epilep-
sy: first experiences in a German tertiary epilepsy center. Epilep-
sy Behav 2021;122:108160. 

55. Massoud F, Ahmad SF, Hassan AM, Alexander KJ, Al-Hashel J, 
Arabi M. Safety and tolerability of the novel 2019 coronavirus 
disease (COVID-19) vaccines among people with epilepsy 
(PwE): a cross-sectional study. Seizure 2021;92:2-9.  

56. International League Against Epilepsy (ILAE). COVID-19 vac-
cines and people with epilepsy [Internet]. Flower Mound, TX: 
ILAE, c2022 [cited 2021 Nov 30]. Available from: https://
www.ilae.org/patient-care/covid-19-and-epilepsy/covid-19-
vaccines-and-people-with-epilepsy.

www.jepilia.org

Epilia: Epilepsy Commun 2022;4(1):13-19

19

https://doi.org/10.1016/j.yebeh.2021.108379
https://doi.org/10.1016/j.yebeh.2021.108379
https://doi.org/10.1016/j.yebeh.2021.108379
https://doi.org/10.1016/j.yebeh.2021.108379
https://doi.org/10.1016/j.yebeh.2021.107996
https://doi.org/10.1016/j.yebeh.2020.107122
https://doi.org/10.1016/j.yebeh.2020.107122
https://doi.org/10.1016/j.seizure.2021.03.029
https://doi.org/10.1016/j.seizure.2021.03.029
https://doi.org/10.1016/j.seizure.2021.03.029
https://doi.org/10.1016/j.seizure.2021.03.029
https://doi.org/10.1111/epi.16635
https://doi.org/10.1111/epi.16635
https://doi.org/10.1111/epi.16635
https://doi.org/10.1016/j.yebeh.2020.107323
https://doi.org/10.1016/j.yebeh.2020.107323
https://doi.org/10.1016/j.yebeh.2020.107323
https://doi.org/10.1016/j.yebeh.2020.107323
https://doi.org/10.1016/j.yebeh.2021.107800
https://doi.org/10.1016/j.yebeh.2021.107800
https://doi.org/10.1016/j.yebeh.2021.107800
https://doi.org/10.1016/j.yebeh.2021.107800
https://doi.org/10.1016/j.yebeh.2021.108026
https://doi.org/10.1016/j.yebeh.2021.108026
https://doi.org/10.1016/j.yebeh.2021.108340
https://doi.org/10.1016/j.yebeh.2021.108340
https://doi.org/10.1016/j.yebeh.2021.108340
https://doi.org/10.1016/j.yebeh.2021.107849
https://doi.org/10.1016/j.yebeh.2021.107849
https://doi.org/10.1016/j.yebeh.2021.107849
https://doi.org/10.1016/j.yebeh.2021.107849
https://doi.org/10.1111/epi.16544
https://doi.org/10.1111/epi.16544
https://doi.org/10.1111/epi.16544
https://doi.org/10.1016/j.clineuro.2021.106592
https://www.ilae.org/files/dmfile/Antiepileptic-drugs-interactions_in_COVID-19.pdf
https://www.ilae.org/files/dmfile/Antiepileptic-drugs-interactions_in_COVID-19.pdf
https://www.ilae.org/files/dmfile/Antiepileptic-drugs-interactions_in_COVID-19.pdf
https://doi.org/10.1016/j.eplepsyres.2021.106675
https://doi.org/10.1016/j.eplepsyres.2021.106675
https://doi.org/10.1016/j.eplepsyres.2021.106675
https://doi.org/10.1016/j.eplepsyres.2021.106675
https://doi.org/10.1111/epi.17045
https://doi.org/10.1111/epi.17045
https://doi.org/10.1016/j.yebeh.2020.107376
https://doi.org/10.1016/j.yebeh.2020.107376
https://doi.org/10.1016/j.yebeh.2020.107376
https://doi.org/10.1016/j.eplepsyres.2021.106689
https://doi.org/10.1016/j.eplepsyres.2021.106689
https://doi.org/10.1016/j.eplepsyres.2021.106689
https://doi.org/10.1016/j.eplepsyres.2021.106689
https://doi.org/10.7861/clinmed.2020-0207
https://doi.org/10.7861/clinmed.2020-0207
https://doi.org/10.3389/fneur.2021.743110
https://doi.org/10.3389/fneur.2021.743110
https://doi.org/10.3389/fneur.2021.743110
https://doi.org/10.1111/epi.17138
https://doi.org/10.1111/epi.17138
https://doi.org/10.1111/epi.17138
https://doi.org/10.1684/epd.2021.1282
https://doi.org/10.1684/epd.2021.1282
https://doi.org/10.1684/epd.2021.1282
https://doi.org/10.1016/j.yebeh.2021.108160
https://doi.org/10.1016/j.yebeh.2021.108160
https://doi.org/10.1016/j.yebeh.2021.108160
https://doi.org/10.1016/j.yebeh.2021.108160
https://doi.org/10.1016/j.seizure.2021.08.001
https://doi.org/10.1016/j.seizure.2021.08.001
https://doi.org/10.1016/j.seizure.2021.08.001
https://doi.org/10.1016/j.seizure.2021.08.001
https://www.ilae.org/patient-care/covid-19-and-epilepsy/covid-19-vaccines-and-people-with-epilepsy
https://www.ilae.org/patient-care/covid-19-and-epilepsy/covid-19-vaccines-and-people-with-epilepsy
https://www.ilae.org/patient-care/covid-19-and-epilepsy/covid-19-vaccines-and-people-with-epilepsy


Introduction 

Antiepileptic drugs (AEDs) are the basic treatment for epilepsy, 
and more than 20 kinds of drugs have been developed.1 Despite 
recent efforts for new drug discovery, approximately 30% of epi-
lepsy patients suffer from drug-resistant, intractable seizures, 
even with multiple uses of AEDs. Other treatments, including 
surgical resection, ketogenic diet, and vagus nerve stimulation, 

Antiepileptic drugs (AEDs) are the basic treatment for epilepsy. Levetiracetam is known to affect 
the synaptic vesicle protein Sv2A, and its therapeutic range has been determined by experimental 
data and the literature. Considering the variability in clinical situations of each patient, or center-de-
pendent, affecting seizure-free rate or adverse drug reactions, the subdivided therapeutic range of le-
vetiracetam in epilepsy patients in a single center and their clinical characteristics were retrospective-
ly analyzed in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and retrospectively reviewed for patients who were di-
agnosed with epilepsy and visited the neurology outpatient center or were admitted to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from January 19, 2016 (when laboratory results for the concentration 
of levetiracetam began) to December 31, 2020. In this study, seizure freedom was achieved in >60% 
of all three groups with levetiracetam. Seizure-free rates tended to be higher with increasing leveti-
racetam concentrations; however,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not clear. The frequency of adverse 
drug reactions tended to be higher in the moderate- and high-dose groups than in the low-dose 
group, although this differ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urther studies with multiple factors 
and situations with a larger number of patients will guarantee the detailed implications of levetirace-
tam concentration related to drug efficacy and adverse drug reactions in real clinical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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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be used to treat drug-resistant epilepsy; however, some pa-
tients who are still not candidates for non−medical treatments 
have no choice but to carefully select multiple AEDs.2 

While traditional AEDs are usually involved in the sodium 
channel, calcium channel, or γ-aminobutyric acid−mediated 
pathways, levetiracetam, one of the new generations of AEDs, is 
known to have an effect related to the synaptic vesicle protein 
Sv2A.3,4 Levetiracetam has linear pharmacokinetics, is excr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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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renal system, and is not metabolized by the hepatic system 
by cytochrome.5 In addition, it is known to have few drug-to-
drug interactions compared to traditional AEDs, and clinicians 
usually do not have to adjust other AEDs when using multiple 
AEDs, including levetiracetam. Although the therapeutic range 
of levetiracetam has been determined by experimental data and 
literature, it can be variable in clinical situations of each patient, 
or center-dependent, affecting the seizure-free rate or adverse 
drug reactions.6-8 

Thus, the subdivided therapeutic range of levetiracetam in epi-
lepsy patients in a single center and their clinical characteristics 
were retrospectively analyzed in this study. 

Methods 

The study protocol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No. H-2105-143-
1220) with a waiver for informed consent and followed the prin-
ciples of the Declaration of Helsinki.

Data were collected and retrospectively reviewed for patients 
who were diagnosed with epilepsy and those who visited the 
neurology outpatient center or were admitted to the Seoul Na-
tional University Hospital from January 19, 2016 (when labora-
tory results for the concentration of levetiracetam began) to De-
cember 31, 2020. The patients were diagnosed with focal epilep-
sy by experienced neurologists based on seizure semiology, elec-
troencephalogram, and brain imaging such as computed tomog-
raphy or magnetic resonance imaging. 

The concentration of levetiracetam was measured from the se-
rum of the patient. To reach a steady state of levetiracetam, pa-
tients who had levetiracetam for more than 1 year without any 

change in dosing were considered for the analysis. Epilepsy pa-
tients who received monotherapy or polytherapy with AED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To avoid unexpected effects of other 
medical conditions and intractable diseases, patients with sei-
zures due to other medical conditions, such as infection, autoim-
mune diseases, vascular, or tumorous conditions, were excluded. 
Patients with uncontrolled underlying renal disease were not in-
cluded in the analysis. Patients with epilepsy who had undergone 
treatments other than medical therapy, including surgical resec-
tion or other interventions, were also excluded. Patients in whom 
status epilepticus was not controlled, and clinical status could 
not be evaluated were excluded. 

Clinical characteristics, 1-year seizure-free state, and any symp-
toms or signs related to adverse drug reactions at the time of se-
rum sampling were analyzed. The seizure-free rate was calculated 
as the percentage of patients who achieved a seizure-free state for 
1 year out of the total number of patients in each group. The pro-
portion of adverse drug reactions in each group was calculated as 
the number of patients who experienced related symptoms and 
signs to the total number of patients in each group. 

Results 

Based on the inclusion and exclusion criteria, 120 patients with 
epilepsy were included in the study. All patients showed good 
compliance with the prescribed AEDs. The median age of the 
patients was 43 years (range, 26−69 years) and 68 patients were 
female. The patient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based on 
the concentration of levetiracetam: low-dose, moderate-dose, 
and high-dose (Fig. 1). Levetiracetam concentrations of all of the 
patients in this study were within normal range (6.0−20.0 µg/

Patients with epilepsy
: Seizure semiology, EEG, and brain 

imaging (CT and/or MRI)

Therapeutic range of LEV level 
(6.0–20.0 μg/mL)

Exclusion:
•  Other etiologies: infection, autoimmune 

disease, vascular, or tumorous condition
• Uncontrolled status epilepticus
• Chronic or acute renal diseases

Low-dose group
LEV level 6.0–11.0 μg/mL  

(n=40)

Moderate-dose group
LEV level 11.1–16.0 μg/mL 

(n=40)

High-dose group
LEV level 16.1–20.0 μg/mL 

(n=40)

Fig. 1. In this study, patient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of low-dose, moderate-dose, and high-dose, based on the concentration of 
levetiracetam in the serum sample.
EEG, electroencephalography; CT, computed tomography;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LEV, levetiracet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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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 as defined by the diagnostic laboratory department in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The median levetiracetam concentration, seizure-free rate, and 
proportion of adverse drug reactions in each group are shown in 
Table 1. 

The most common adverse reactions related to levetiracetam 
in this study were dizziness, drowsiness, irritability, and aggres-
sion. Although the number of patients was not sufficiently large 
to evaluate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frequency of adverse drug 
reactions was higher in the moderate- and high-dose groups than 
in the low-dose group. 

Discussion 

In this study, seizure freedom was achieved in > 60% of all three 
groups with levetiracetam. Compared to other studies that fo-
cused on seizure reduction or seizure freedom based on dose and 
regimen of levetiracetam,9 this study showed a higher seizure-free 
rate (seizure freedom) within the normal range of levetiracetam 
concentration in serum. Seizure-free rates tended to be higher 
with increasing levetiracetam concentrations, as suggested by a 
previous study,10 although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not clear in 
this study. 

Based on previous studies, adverse drug reactions to levetirac-
etam include confusion, tremor, insomnia, suicidal ideation, 
bronchitis, upper respiratory symptoms, chest pain, dyspepsia, 
abdominal discomfort, nausea, vomiting, constipation, diarrhea, 
gastroenteritis, arthralgia, rash, petechia, fever, fungal infection, 
gingivitis, otitis media, urinary tract infection, and weight gain.11 
In a previous meta-analysis, the adverse event profile of levetirac-
etam did not show a clear dose-response relationship for signifi-
cant adverse reactions.12 In this study, adverse drug reactions 
tended to occur more frequently in the moderate- and high-dose 
groups than in the low-dose group, although the statistical signif-
icance was unclear.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First, the time in which the 
sample of each patient was taken was variable and not controlled 
because most of the serum samples were taken from the outpa-

tient center. The levetiracetam concentration did not reflect the 
peak or trough levels of the drug. Another limitation is that there 
was no consideration of changes in other AEDs in patients with 
polytherapy. Although levetiracetam is known to have little drug-
to-drug interaction, the effects of other AEDs on levetiracetam 
due to changes in these AEDs might be overlooked in the study. 

Further studies with analysis of the concomitant use of other 
AEDs, change in seizure frequency of each dose, and change in 
levetiracetam dose with a larger number of patients based on the 
trough level of the drug will guarantee detailed implications of 
levetiracetam concentration related to drug efficacy and severity 
of adverse drug reactions in real clinical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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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지원센터의 시작: 뇌전증 환자 현황
부터 센터 설립까지 

뇌전증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예산 지원으로 한국의 36만 뇌

The National Epilepsy Care Center (NECC) designated and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was first established in July 2020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epilepsy pa-
tients across the medical and welfare fields in Korea. The NECC provides more direct social services 
to patients by conducting the projects of creating a treatment environment, supporting research, 
providing social services, and improving awareness. Counseling and consultation are provided 
through the first in Asia ‘Epilepsy Help Line’ 1670-5775, and projects such as educational leaflet and 
video production, e-learning education, suicide prevention project, self-help group program, volun-
teer activity, and awareness improvement activity are underway. Epilepsy Help Line and programs 
are provided with the goal of improving the quality of medical care Epilepsy foundations in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have advanced epilepsy help system ahead of Korea 
and have established a network of regional help centers, and various patient support programs, do-
nations and fundraising are active. In the future, the NECC will more activate epilepsy surgery and 
neurostimulation, and it is to be expanded as a level-4 regional epilepsy treatment center project so 
that epilepsy patients across the country can receive the same level of epilepsy treatment. In addi-
tion, social welfare services such as epilepsy education for each subject, public awareness improve-
ment activities, customized welfare information arrangement for epilepsy patients, and community 
resource development will be gradually expanded. 

Keywords: National Epilepsy Care Center; Epilepsy Help Line; Social welfar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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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전증 환자의 치료와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뇌전

증은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이고, 또한 가장 흔

한 중한 신경계 질환이다. 뇌전증은 전체 질환 중 생명을 단축

하는 5번째 원인이며, 신경계 질환 중 뇌졸중 다음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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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2위이고, 젊은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이다.1 뇌전증 환

자는 일반인에 비하여 낙상, 익사, 급사율이 10배 높고, 20–45
세 사이 뇌전증 환자들의 돌연사 위험은 일반인보다 27배 높

다.2 국내에서 매년 약 2만 명의 새로운 뇌전증 환자들이 발생

하고 있다(Table 1). 또한 뇌전증은 0세부터 100세까지 국민

의 모든 연령층이 앓을 수 있는 질환으로 국가의 관심과 지원

이 꼭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전증은 치매, 뇌졸중에 

비하여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고, 치매안심센

터는 전국에 256개가 있는 반면 뇌전증지원센터는 전무했다. 

또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대만 등에서 오래전부터 뇌전증 

진단에 사용되고 있는 뇌자도(magnetoencephalography)와 최

신 뇌전증 수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수술 로봇이 국내에는 

도입되지 못했다.  

이러한 열악한 뇌전증 치료와 관리 환경을 개선하고 뇌전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대한뇌전증학회는 2018년에 

뇌전증편견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고, 그해 6월에 국회의원회관

에서 오제세 국회의원의 주재로 대한뇌전증학회, 보건복지부 질

병정책과가 모여 뇌전증 관리와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하였

는데 이것이 뇌전증지원센터 사업 계획의 시초가 되었다. 그 후 

2019년 2월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세계 뇌전증의 날 행

사에 참석한 많은 국회의원은 홍승봉 편견대책위원장의 개회 연

설을 통하여 뇌전증의 현황과 국가 차원의 관리 및 지원이 꼭 필

요함을 알게 되었고, 뇌전증 환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

속하였다. 그 후 대한뇌전증학회 편견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뇌전증

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국회에서 편성되었다. 이로써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18호 「뇌전증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근거하여 

2020년 5월에 뇌전증지원센터 운영사업 수행기관으로 삼성서울

병원(센터장 홍승봉)이 선정되었으며, 같은 해 7월 3일에 전국의 

뇌전증 환자들과 뇌전증 전문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울

역 부근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서울 A동 1205호에 뇌전증지원센

터를 개소하였다(Fig. 1). 

의료와 복지를 아우르는 센터 사업:  
사업목표 및 수행현황 

센터의 사업은 크게 (1) 의료정보 제공 및 의료 상담, (2) ROSA 

수술 로봇 도입 및 뇌전증 수술의 활성화, (3) 뇌자도 도입, 뇌자

도 검사 예약 및 운영, (4) 복지 상담 및 지원, (5) 정책 개발, (6) 

인식 개선 활동 등으로, 전국 뇌전증 환자에 대한 최선의 의료 및 

복지 지원을 도모한다. 

사업의 목표는 (1) 난치성 뇌전증 전문 의료진 양성, (2) 뇌자도 

및 ROSA 수술 로봇 등 첨단 장비 도입을 통한 선진국형 뇌전증 

치료 환경 조성, (3) 뇌전증 registry 연구, (4) 뇌전증 도움전화를 

통한 의료 및 복지 관련 뇌전증 상담과 사회 서비스 제공, (5) 인

식 개선 홍보활동이다. 뇌자도는 2022년에 국내에 도입할 예정

으로, 도입 후 전국의 뇌전증 환자들이 원활하게 뇌자도 검사를 

받고 전국의 뇌전증 전문의와 연구자들이 뇌자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뇌전증지원센터가 운영할 계획이다. 2021년 4월에는 

ROSA 뇌전증 수술 로봇을 도입하여, 이를 통해 국내 최초로 고

주파 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다. 로봇 수술의 성공률을 최

Table 1. Annual prevalence and incidence of epilepsy (prescribing seizure medicines under diagnosis of epilepsy or convulsions)
Year No. of patients Prevalence (/1,000 persons) No. of incidence Incidence rate (/1,000 persons)
2009 225,556 4.53 43,015 0.87
2010 269,076 5.33 59,997 1.19
2011 277,104 5.46 58,554 1.16
2012 289,541 5.68 60,313 1.19
2013 302,879 5.92 62,082 1.22
2014 311,874 6.08 62,560 1.23
2015 315,236 6.12 60,735 1.19
2016 328,541 6.36 62,398 1.21
2017 347,411 6.71 68,358 1.33

Fig. 1. Opening ceremony of National Epilepsy Car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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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높이기 위해 뇌전증 로봇 수술의 세계적 권위자인 프랑스 

Kahane 교수, 이탈리아 Stefano 교수와 매달 원격 화상회의를 진

행하였다.

뇌전증지원센터의 사회 서비스: 뇌전증지원
센터 사업의 차별점

뇌전증지원센터의 사회 서비스는 우리나라 최초로 뇌전증 도움

전화(help line)을 구축했다. 뇌전증지원센터 사업은 전문가 좌담

회(Focous Group Interview)의 결과를 중심으로 개발되었는데, 

2020년 1차연도 사업 당시 2030 젊은 세대 환자의 경험담과 욕

구를 인터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뇌전증 전문의, 사회복지학과 

교수, 중학교 보건교사, 뇌전증 환자를 자녀로 둔 중학교 담임교

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자리 담당자, 고등학교 사회복지사, 

가족 상담 전문 임상심리사 등 각 분야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통

해 차년도 사업을 계획하여 대상 경험 중심의 사업으로 발전시켰

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뇌전증 도움전화, 1670-5775 

뇌전증 도움전화는 미국의 Epilepsy Help-line과 호주의 Epilepsy 

Nurse Line을 벤치마킹하여 2020년 8월부터 국내 처음으로 시

작하였다. 전국의 뇌전증 환자들이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 상

담을 할 수 있는 ‘뇌전증 도움전화(1670–5775)’ 시스템을 구축하

여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주말·공휴일 제외) 운영하고 

있는데, 소아 및 성인 뇌전증 전문 교수와 간호사, 의료 사회복지

사가 상담을 제공한다. 의료 분야 상담 내용으로는 뇌전증 기본

지식, 일상생활에서의 주의사항, 발작 시 응급대처법, 항뇌전증

약, 뇌전증 치료, 병·의원 안내 등으로, 환자와 보호자에게 올바

른 뇌전증 지식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복지 분야에서는 뇌전증과 관련된 장애 등록 및 산정 특례 등 국

가 지원과 기타 민간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한다. 뇌전증 환자

가 가정, 학교, 직장에서 겪는 편견과 차별로 인한 문제를 상담하

고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우울, 불안, 자살생각 등 정서

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과 지원도 함께 하고 있다. 

이에, 많은 뇌전증 환자와 보호자가 전문적인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하여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

며, 뇌전증 도움전화 상담 건수는 매달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0
년 8월 도움전화를 시작한 이래로 2021년 2차연도 사업 수행 기

간까지 전화,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을 통해 월 평균 235건 이상

의 상담이 시행되고 있다(Figs. 2, 3). 그러나, 아직도 환자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 Fig. 4와 같이 서울 외 많은 지역의 환자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뇌전증 도움전화에 대한 전국 병원 뇌

전증 전문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2. 뇌전증 교육 리플렛 제작 

환자와 보호자, 학교 보건교사, 각종 시설의 전문가에게 올바른 

뇌전증 지식을 전달하여 뇌전증 환자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정상적인 학교 및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뇌전증 교육 리플렛을 제작하였다. 2020년에는 

‘(1) 뇌전증이란 무엇인가, (2) 누가 뇌전증에 걸리나요, (3) 발작 

조절과 유발요인 관리, (4) 안전한 일상생활, (5) 안전한 신체활

동, (6) 뇌전증 환자의 건강 관리, (7) 뇌전증과 임신, (8) 뇌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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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number of monthly counseling sessions for epilepsy.



Fig. 3. The number of counseling type for epilepsy. MEG, magnetoencephalography.

Fig. 4. The number of counseling rate by region for epilepsy from August 2020 to December 2021. 

과 운전’이라는 총 8가지의 주제로 리플렛을 제작하여, 대한뇌전

증학회 회원, 전국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과 신청한 환자에게 

직접 배포하였다(Fig. 5). 2021년부터 ‘의료 파트’는 ‘(1) 뇌전증 

환자의 돌연사(sudden unexpected death in epilepsy, SUDEP), 

(2) 발작과 뇌전증 치료를 위한 식이요법, (3) 뇌전증 환자의 수면 

관리, (4) 뇌전증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스트레스 관리, (5) 뇌전

증 환자의 바람직한 사회생활’ 등 총 5종의 리플렛을, ‘복지 파

트’는 뇌전증 학생과 교사를 위한 지침서로 ‘(1) 뇌전증과 학교 

이야기: 일상편, (2) 뇌전증과 학교 이야기: 학습편, 3) 뇌전증과 

학교 이야기: 심리편, (4) 뇌전증과 학교 이야기: 특별한 날’ 등 

총 4종의 리플렛을 제작 진행 중이다.  

3. 뇌전증 스마트 스쿨 e-learning 교육

전국 초등학교 교사(보건교사 포함), 학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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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등 전문가뿐만 아니라 뇌전증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일반 대

상자들에게 뇌전증에 관한 의료적 지식,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고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뇌전

증 스마트 스쿨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뇌전증의 이해와 학교생활 

적응 방법, 응급대처법을 주제로 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

(https://elearning.nec5775.or.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3 

4. 자살 예방 사업 

뇌전증 환자의 높은 우울감과 높은 자살 경향성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위하여 자살 예방 사업을 진행한다. 뇌전증 도움전화 상

담을 받는 환자 중 정서 문제 또는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환

자를 대상으로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우울척

도 및 MINI PLUS 자살 경향성 척도를 평가하여 자살 고위험군 

환자를 스크리닝하고 사후관리 상담을 제공하며, 필요 시 지역사

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한다(Fig. 6). 사후관리 상담 프로그

램은 전화상담 환경에 맞춰 임상심리사와 함께 4회기 인지행동

치료(cognitive and behavioral therapies)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현재 뇌전증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소아, 청소년, 성인 연령

별 정신건강 자가진단(PHQ-9 우울척도)이 가능하도록 환자 또

는 보호자가 자가검사 후 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거나 적절히 대

처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5. 자조 모임 프로그램 

뇌전증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구조화된 자조 

모임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환자 자조 모임은 20대, 

30대 환자 최대 6명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

해 2021년 4월 첫 모임을 시작하여 총 8회기의 프로그램을 진행

했다. 보호자 자조 모임은 환자 보호자의 스트레스 해소를 목적

으로 총 5회기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21년 12월 3일에는 자

조 모임 연말 통합 송년회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 자조 모임원이 

만남을 가져 소회를 나누고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하

였다. 2022년에도 더 많은 뇌전증 환자 간의 교류와 지지체계 형

성을 돕기 위해 자조 모임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6. 자원봉사활동 

뇌전증 환자 또는 뇌전증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자원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개선을 도

모하고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고립된 

뇌전증 환자에게 사회참여의 장을 제공하여 센터 업무 보조, 번

역 봉사, 단순 문서작업 등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

하고 있다. 

7. 인식 개선 홍보활동

뇌전증을 바로 알리기 위해 포스터, 명함, 홍보물품을 제작하였고, 

라디오 광고, 인터넷 뉴스, 전광판 홍보, SNS 채널 개설 등을 진행

하였다(Fig. 7). 포스터 총 3종(뇌전증 도움전화, 뇌전증 경련 응급

대처법, 뇌전증 바로알기 캠페인)은 총 1만 3천 부 이상, 홍보 명

함은 총 17만 부 이상을 전국에 있는 대한뇌전증학회 회원, 초등

학교 및 특수학교에 배포하였다. 또한 뇌전증지원센터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뇌전증 환자

와 가족들이 뇌전증지원센터가 제공하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

료 및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 외 뇌전증 인식 개선을 위

한 캐치프레이즈 및 희망 이야기 사례 수기 공모전을 진행하였다. 

8. 뇌전증, 우울증 극복을 위한 힐링 음악회 

뇌전증지원센터와 한국리스트협회는 전국의 뇌전증 환우들과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위하여 2021년 7월 14일에 예술

의 전당 앞 코스모스 아트홀에서 7명의 피아니스트들이 독주와 

2인, 3인, 4인, 6인 연주로 이루어진 힐링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많은 뇌전증 환우와 가족들이 실시간으로 접속하여 즐거운 시간

을 보냈으며, 음악회가 끝난 후에도 관심이 이어져 현재까지 총 

1,700여 명이 음악회를 감상하였다. 유튜브 검색창에 “뇌전증, 

우울증 힐링음악회”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감상할 수 있다. 뇌전

증 힐링 음악회는 매년 1, 2회 개최하여 뇌전증 환우, 가족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줄 예정이다.

이와 같이 뇌전증지원센터에서는 환자 중심의 다양한 사회 서

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학령기/아동기/청

소년기 뇌전증 환자 부모를 위한 교육, 장애인 시설 사회복지 종

사자 교육, 전국 사회복지 서비스 정리 등으로 이어가면서 뇌전

증 환자를 일상에서 돌보고 관리하는 실제적 프로그램과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9. 뇌전증지원센터 심포지엄

1) 제1회 뇌전증지원센터 정책 심포지엄(2021년 5월 28일) 

2021년 5월 28일 ‘뇌전증 환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주

제로 제1회 뇌전증지원센터 정책 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하

였다(Fig. 8). 보건복지부의 한상균 질병정책과장, 문제숙 사무

Fig. 5. Epilepsy education leaflet.

https://elearning.nec5775.or.kr/


Fig. 6. Depression and suicide prevention protocol. PHQ,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MINI, Mini-International Neuropsychiatric Interview; 
CBT,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Fig. 7. Promotion of National Epilepsy Care Center and awareness improvement poster and business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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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뇌전증 지원 벤치마킹: 해외 뇌전증 
센터 사례 및 현황 

국내의 뇌전증지원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국외의 비영리 뇌전

증 센터들은 그 역사나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측면에

서 크게 앞서가고 있다. 

미국은 340만 명의 많은 뇌전증 환자가 있는 만큼 뇌전증 지원

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Epilepsy Foundation은 1968년에 설립

되어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50여 개의 전국적 지역 네트워

크를 통해 뇌전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전역의 각 지역 

재단에서 환자와 가족을 위해 학교, 응급 서비스, 지방자치단체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뇌전증 교육과 인식 개선을 위해 

웹 사이트(https://www.epilepsy.com)를 통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교육 및 커뮤니티 포털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1,900만 명 이상의 전 세계 방문객이 방문한다. 또한 뇌전증 옹

호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거주 중인 주에 언제 뇌전증 

지원 법안이 투표에 부쳐지거나 법으로 제정될지에 대해 확인하

고 소통할 수 있다. Charity Navigator (비영리 단체의 재정, 책임

성 및 투명성 등 상태 평가)에서 4성급을 받았으며 이는 기부자

들이 이 자선단체에 “자신있게 기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 외에도 SUDEP 환자와 가족에 대한 사별 지원 등을 위한 

SUDEP 연구소,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웰니스 연구소, 희

귀질환 뇌전증 연구를 위한 희귀 뇌전증 네트워크, 캠프 등 다양

한 뇌전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2 

영국은 2016년 기준 36만 명의 뇌전증 환자가 있는데, 1950년

에 설립된 Epilepsy Action 홈페이지를 통해 영국 전역의 뇌전증 

의료 및 보건 서비스와 병원 데이터 및 유병률 등의 세부 통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전문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5년 이상의 임상 

실무 경험이 있는 뇌전증 전문 간호사가 환자와 가족에게 자가 

관리와 교육을 제공하고, 사회복지사가 뇌전증 환자 지원 및 관

리와 교육, 돌봄 업무 등을 함께 제공한다. 뇌전증 인식 훈련과 

미다졸람 투여 훈련을 받은 요양원 의료전문가가 미다졸람을 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뇌전증 환자 지원과 돌봄을 위한 기

술과 지식에 대한 유료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산부인과 

의사용 임산부 toolkit가 제작되어 뇌전증 임산부를 적절히 관리

하고 위험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4 

호주는 25만 명 이상의 뇌전증 환자들이 있으며, 1952년에 창

립된 호주의 Epilepsy Action Australia은 뇌전증 교육 간호사가 

전화, 인터넷, 원격회의 및 커뮤니티를 통해 교육과 서비스를 제

공한다. 주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다. 기

부가 가능한데, 후원자가 독특한 아이디어로 직접 모금 페이지를 

만들어 생일과 같은 기념일에 선물 대신 기부를 요청하여 모금을 

시작할 수 있고, 하이킹, 마라톤 등의 스포츠를 통한 기부, 차 한 

Fig. 8. The 1st Epilepsy Support Center Policy Symposium. 

관, 유채원 주무관, 뇌전증지원센터의 홍승봉 센터장, 송홍기 교

수(강동성심병원 신경과), 신동진 교수(가천의대 신경과), 박유정 

실장(환자지원팀) 등을 비롯하여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대한뇌전

증학회 김기중 이사장, 그리고 학교 교사들과 환자 모임 대표 등

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Session 1에서는 우리나라 뇌전증 환

자의 현주소를, Session 2에서는 뇌전증에 대한 보건·복지·교육 

문제점과 대안을, Session 3에서는 뇌전증 환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다루며 국가 차원의 관심 증대와 지원체계 확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토의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약 200명의 

환자 및 보호자가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였으며, 만족도 조사에

서 82%의 환자가 추후 심포지엄에도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보

이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2) 제2회 뇌전증지원센터 심포지엄(2021년 11월 26일)

2021년 11월 26일에는 뇌전증의 이해를 돕는 최신 의학 정보와 

우리나라 뇌전증에 대한 보건, 복지, 교육현장의 현주소와 대

안, 뇌전증 환자의 돌봄과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

여 제2회 뇌전증지원센터 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김기중 대한뇌전증학회 이사장, 한상

균 질병정책과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신

동진 교수가 Session 1의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뇌전증 도

움전화와 복지 서비스 현황, 뇌전증 약물치료 및 신경자극술에 

대해 강의하였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정기영 교수가 좌장을 맡

은 Session 2에서는 난치성 뇌전증 수술과 뇌자도에 대해 각각 

홍승봉 센터장과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장원석 교수가 강의를 

진행하였다. 100여 명의 참여자가 실시간으로 심포지엄에 참여

하여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을 하며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https://www.epilepsy.com


잔을 하며 하는 E-tea 기부 등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기부가 가능

하다. 뇌전증 환자이거나 뇌전증 환자의 가족인 후원자들과 더불

어 자금 지원 신탁, 재단, 기업 및 정부 부서를 함께 공표하여 기

부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5 

이처럼 잘 마련된 해외 선진국의 뇌전증 지원 사업과 프로그램

을 벤치마킹하여, 향후 국내의 뇌전증지원센터도 기부와 모금이 

가능하도록 하여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확대하고 지역별 거점 뇌

전증 센터를 설립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뇌자도와 ROSA 수술 로봇을 국내에 도입한 것은 긍정적이나, 

검사와 수술이 확대되더라도 경제적 부담감으로 인해 치료를 포

기하는 의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을 위해 의료비 지원

이 가능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 유일의 뇌전증지원센터

는 앞으로 선진국 뇌전증 센터와 같이 전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하

여 뇌전증 지원의 지역 격차와 한계를 해소해야 하며, SUDEP, 

임산부, 난치성 뇌전증 등 특정 환자군에 대한 개별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국내 뇌전증 환자에 대한 활발한 역학 연

구를 함께 진행하여 지역별, 진단별, 연령별 등 다양한 최신 뇌전

증 통계를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

인 뇌전증 추적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뇌전증지원센터가 나아가야 할 길 

뇌전증지원센터는 우리나라의 뇌전증 환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형 최신 치료와 사회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

도록 하고, 가정, 학교, 직장, 사회에서 뇌전증에 대한 편견과 차

별이 없어지는 순간까지 국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해 나

갈 것이다. 향후에는 환자의 부모,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그리

고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통해 뇌전증 환자를 일상에

서 돌보는 실제적 적용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아울러 뇌전증 

환자에 대한 맞춤형 통합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 사회복

지 자원 정리를 통해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다.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을 위하여 뇌전증 수술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치매와 같이 뇌전증도 국가 책임제가 필요하

다. 또한 지역 거점 뇌전증 센터 사업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같은 

수준의 뇌전증 치료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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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측두엽뇌전증(temporal lobe epilepsy)은 가장 흔한 종류의 뇌전

증으로, 발작 초점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나타낸다.1,2 발작 초점

의 편측화(lateralization)는 우성 반구가 초점인 경우 실어증, 비

우성 반구가 초점인 경우 구토, 기침 등의 증상으로 발작이 나타

날 수 있다.2-4 

이중 전신강직간대발작(generalized tonic-clonic seizure)이나 

의식장애 없이 언어장애만 보이는 경우 측두엽뇌전증의 진단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저자는 의식장애 없이 일시적인 신어조작증

(neologism)으로 발현한 좌측 측두엽뇌전증 증례를 경험하였기

에 이를 보고하자 한다. 

Temporal lobe epilepsy causes seizures, the semiology of which varies depending on lateralization, 
including aphasic seizures in the dominant hemisphere. Herein, the author report a rare case of iso-
lated aphasia in a patient with left temporal lobe epilepsy. An 85-year-old man visited the emergency 
room, presenting with aphasia for 15 hours. He did not have any past medical history of neurologic 
diseases, but had diabetes and hypertension.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revealed no struc-
tural lesion capable of causing language dysfunction. The symptoms improved spontaneously after 
1 day, but recurrent episodes of aphasia and neologism occurred. The author performed 24-hour 
video electroencephalography monitoring, which suggested aphasic seizures, and intermittent 
rhythmic delta activities were observed in the left temporal area. Therefore, the author initiated 
treatment with an antiseizure medication, and the patient was discharged without neurologic com-
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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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증례

85세 남자가 당일 발생한 언어장애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환

자는 오른손잡이로 평소 혼자 생활하며 일상생활 및 인지기능에 

문제 없었고, 당뇨와 고혈압 병력이 있었으나 뇌졸중, 경련, 치매 

등 신경과 관련 과거 병력은 없었다. 내원일 오전 4시 잠에서 일

어났을 때 평소와 다르게 말이 잘 나오지 않는 느낌이 있었으며,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로 오전 5시 30분 교회 새벽 기도에 참석했

는데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 글씨를 잘 읽을 수가 없었다. 새벽 6
시 교회 사무실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며 다

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정오경에  

자녀들이 도착했을 때도 말을 더듬으며 대화를 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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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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 지속되어 오후 7시쯤 본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당시 신

경과 당직의 검진 시 한 단계의 단순 지시 수행만 가능하였으며, 

이름 대기 및 발화 모두 불가능하였다. 이에 응급실에서 뇌경색

을 감별하기 위해 뇌 확산강조 자기공명영상(diffusion-weighted 

image magnetic resonance imaging, DWI MRI) 및 자기공명혈

관조영술(magnetic resonance angiography)를 시행하였으나, 좌

측 뇌실 주변 백질(periventricular white matter) 에서 T2의 증강 

신호 외에 급성 뇌경색 및 뇌혈관 협착 등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

다(Fig. 1). 

상기 언어장애는 오후 10시경 신경과에 입원하였을 당시 간단

한 대답은 가능한 정도로 서서히 호전되었고, 입원 다음 날 오전 

8시 재검진 시에는 평소와 같이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언어 기능

에 이상은 없었다. 전일 발생하였던 언어장애에 대해 모두 기억

하고 있었으며, 의식을 잃은 적은 없었다고 하였다. 당시 하고 싶

은 말이 머리에는 떠올랐으나 제대로 표현되어 나오지가 않고, 

의도하지 않은 말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에 일과성허혈발작

을 감별하기 위해 DWI MRI를 추적하였으나, 추적 영상에서도 

급성 뇌경색은 확인되지 않았다. 증상이 없을 때 시행한 일반 뇌

파검사에서 이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뇌염을 감별하기 위

해 시행한 뇌척수액 검사에서도 압력 140 mmH2O, 적혈구 585/

µL, 백혈구 0/µL, 단백 68 mg/dL, 뇌척수액당 120 mg/dL, 혈당 

208 mg/dL으로 이상 소견은 없었다. 이후 오후 5시쯤 글씨를 읽

어보라 하자 제대로 읽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며, 이름 대기

를 하였을 때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등 신어조작

증이 발생하였다. 이 증상은 약 3분 정도 지속 후 저절로 호전되

었으며, 환자는 당시 상황은 모두 기억하나, 말이 잘 나오지 않았

다고 하였다. 다음 날 오전 8시 30분에도 다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이야기하는 증상이 약 3분간 지속 후 저절로 호전되었으

며, 이에 원인불명의 반복적인 언어장애로 실어증 발작(aphasic 

seizure)을 감별하기 위하여 비디오 뇌파검사를 시행하였다. 

비디오 뇌파검사는 약 24시간 시행하였으며, 검사 도중 언어

장애 등 특이 증상은 없었으나 좌측 측두엽의 간헐적 율동성 델타 

활동(intermittent rhythmic delta activity)가 관찰되었다(Fig. 2). 이

에 좌측 측두엽뇌전증 의심 하에 항경련제(lacosamide, 100 mg, 

하루 2회) 투약을 시작하였다. 치료 후 4일간 입원을 지속하며 추

적 관찰하였고, 언어장애 재발이나 그 외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상태로 퇴원하였다. 퇴원 후에도 항경련제를 유지하며 외래 추적 

중으로, 4개월간 증상은 재발하지 않았다. 

결론

이 증례에서는 신경과 관련 과거 병력이 없는 환자에서 갑자기 

발생한 반복적인 실어증 및 신어조작증으로 시행한 검사에서 좌

측 측두엽뇌전증을 진단하였고, 항경련제 치료 후 증상이 소실되

었다. 이에 발작 중 실어증을 포함한 언어장애가 발생하였으며, 

의식은 모두 유지되었고, 발작의 치료 후 언어장애가 소실되었다

는 점에서 실어증 발작의 진단 기준을 만족하여 실어증 발작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5 

우성 반구의 언어 영역을 포함하는 다양한 질환에서 신어조작

증을 포함한 착어증(paraphasia) 과 실어증을 유발할 수 있다. 특

히 갑자기 발생한 착어증의 경우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을 포함하

는 뇌경색을 감별해야 하며, 증상이 24시간 이내에 저절로 소실

되는 경우 일과성허혈발작을 의심하게 된다.6 그러나 이번 증례

는 다른 국소 신경학적 이상을 동반하지 않았으며, 신어조작증 

발생 당시에도 한 단계의 단순 지시 수행은 가능한 등 언어 이해

가 비교적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베르니케 실어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어조작증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뇌혈관질환 외에도 

뇌전증으로 인한 언어장애의 원인으로는 부분 발작 전 발생하는 

Fig. 1.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and magnetic resonance angiography (MRA) of the patient. Since the patient had acute-
onset aphasia, the author performed brain MRI and MRA with the suspicion of cerebral infarction including language areas. Diffusion-weighted 
imaging (A) showed no acute infarction, and MRA (B) showed no stenosis or occlusion. T2-weighted (C) and fluid attenuated inversion 
recovery images (D) showed a high-intensity lesion in the left periventricular white matter, which suggested small-vessel disease.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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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정지(speech arrest), 실어증 발작 등이 있다.4,5,7 

그러나 의식장애나 다른 종류의 발작이 없이 언어장애만을 보

이는 실어증 발작은 드물다.3,8,9 일반적으로 실어증 발작은 증상

이 5분 이내로 짧은 경우가 많으며, 언어장애 외에 초점운동발작

(focal motor seizure)이나 반신마비(hemiparesis) 등 국소 신경학

적 이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8,9 그러나 이 증례는 특히 과거 

뇌혈관질환, 퇴행성질환 등을 포함하여 신경학적 병력이 없는 고

령의 환자에서 실어증 발작으로 뇌전증이 처음 발현하였고, 내원 

당일에는 증상이 약 18시간 지속되어 지속 시간이 비교적 길었

A

B

Fig. 2. Video electroencephalography of the patient. It showed intermittent rhythmic delta activities of 3 Hz (A) and continuous rhythmic delta 
activities of 2.5–3.5 Hz (B) in left temporal area, without clinical symptoms.

으며, 초점운동발작 등 언어장애 외의 국소 신경학적 이상이 동

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존에 알려진 실어증 발작 증례와 다르

다. 또한 처음 시행하였던 일반 뇌파검사 및 MRI에서는 발작을 

의심할 만한 이상 소견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추가로 시행한 

24시간 비디오 뇌파검사로 측두엽뇌전증을 진단하였다는 점에

서, 갑자기 발생한 언어장애에서 다른 원인이 배제된다면 운동 

발작이 없더라도 실어증 발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사할 필

요가 있으며, 결과에 따라 항경련제 등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 증례는 좌측 측두엽뇌전증이 다른 종류의 발작 없이 반복적

으로 발생하는 언어장애, 특히 신어조작증 등 다양한 착어증으로 

발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갑자기 언어장애가 발생한 

환자의 영상검사에서 뇌졸중 등 다른 원인이 없다면, 실어증 발

작을 감별하기 위한 추가적인 평가 및 치료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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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

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를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연

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이해 충돌(Conflict of interest)

저자는 원고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지원이나 논문에 

대한 이해 관계에 충돌이 있는지 여부를 모두 논문에 밝혀야 

한다.

4. 저작권 이양(Copyright transfer)

저자는 “에필리아: 뇌전증과 사회”에 게재 허가를 받으면, 향

후 이 논문과 관련된 저작권이 대한임상뇌전증연구학회로 이

전됨을 인지하여야 한다. 저자는 대한임상뇌전증연구학회의 

저작권 동의 없이는 원고, 표, 그림 또는 사진을 포함한 모든 

자료의 중복 사용을 할 수 없다.

모든 저자는 투고 전 저작권, 이해갈등, 연구윤리 규정 준수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Conflict of interest, 

Ethical statement) 내용에 동의 후 ‘저자동의서’에 서명하여

야 한다. 저자동의서는 “에필리아: 뇌전증과 사회” 저널 홈페

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원고의 내용 및 형식(Manuscript Preparation)

원고는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Uni-

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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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서 준비해야 한다. 원고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원고는 윈도우 기반의 마이크로소프트워드(“.doc” 또는 

“.docx” 파일 포맷)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A4 편집

용지(210×297 mm)에 상하좌우 최소 2.5 cm의 여백을 두

고, 본문의 글씨 크기는 10폰트(국문) 또는 12폰트(영문)로 하

고, 줄 간격은 두 줄 간격으로 한다.

1. 원고의 성격과 종류(General style)

뇌전증과 관련된 독창성 있는 모든 임상적 혹은 실험적 논문을 

수록한다. 원고의 종류는 원저, 종설, 증례보고, 특집, 편집인

에게 보내는 글 등으로 한다.

1) 원저(Original article)

원저는 뇌전증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보고한다. 원저는 다음의 

형식으로 원고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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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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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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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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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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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r contributions), 참고문헌(References)의 순서로 작

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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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원고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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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이내로 제한한다.

2) 종설(Review) 또는 특집(Special report)

종설 또는 특집은 뇌전증과 관련된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춘 

고찰이다. 특집은 뇌전증에 초점을맞춘 기고나 지침으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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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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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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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의 형식으로 원고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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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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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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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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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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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ons), 참고문헌(References) 의 순서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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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원고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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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이내로 제한한다.

3) 증례보고(Case report)

뇌전증과 관련된 새로운 증상, 진단, 치료 등과 관련된 증례를 

보고한다. 증례는 장황하지 않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 초점

을 맞추어 기술한다. 증례보고는 다음의 형식으로 원고를 준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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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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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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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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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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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ons), 참고문헌(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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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원고를 준비한다.

초록은 150 단어 이내, 참고문헌은 10개 이내, Keywords는 

3개 이내, 표와 그림의 수는 합하여 3개 이내로 제한한다

4)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Letter to the editor)

최근 1년간 “에필리아: 뇌전증과 사회”에 출판된 특정 논문에 

대한 건설적인 비평 또는 의견을 서술할 수 있다. 이 글은 편집

인에 의해 게재여부가 결정된다. 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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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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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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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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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ons), 참고문헌(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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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원고를 준비한다

본문 단어 수는 750 단어 이내, 참고문헌은 5개 이내, 표와 그

림의 수는 합하여 1개 이내로 제한한다.

2. 원고의 내용(Manuscript)

1) 표지(Title page)

표지에는 논문의 국문 제목, 저자명 및 소속을 기재하며, 영문

으로 동일한 내용을 위의 순서에 의거하여 기재한다. 영문 성

명은 약어를 쓰지 않는다. 저자들의 소속은 오른쪽 어깨 번호

로 소속과 저자명을 일치시킨다.

제목은 논문의 목적을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며, 연구 방법이 

중요한 경우 부제목을 설정할 수 있다.

표지 하단에 교신저자(Address for correspondence)의 이름, 

소속,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메일 주소를 영문으로 기

록한다.

2) 본문(Main body)

본문에는 저자의 소속, 성명 등은 일체 포함하지 않는다.

(1) 초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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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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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단을 나눈다. 종설, 특집, 증례보고는 구분 없이 한 문단으로 

작성한다.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은 초록을 포함하지 않는다. 

특집은 내용에 따라서 초록을 생략할 수 있다. 초록에서는 참

고문헌을 인용할 수 없다.

영문 초록 하단에는 Keywords를 기재하며 영문으로 Index 

Medicus의 주제색인(MeSH-Medical Subject Headlines)

에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서론(Introduction)

연구의 목적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제시하며 배경에 관한 기술

은 목적과 연관이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3) 방법(Methods)

연구의 계획, 대상과 방법을 순서대로 기술한다. 환자의 진단

을 어떻게 확인하였는지,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였는지를 상세

히 기록한다. 실험 방법이 주안점인 경우 재현 가능하도록 구

체적으로 기술한다. 기계 및 약품의 경우 괄호 안에 제조 회사, 

도시 및 국적을 기입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연구기

관의 임상시험 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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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ements)을 명시해야 한다.

www.jepilia.org

ii



(4) 결과(Results)

연구 결과를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나열하고, 실측치에 변동이 

많은 생물학적 계측에서는 통계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표를 사

용할 경우 본문에 표의 내용을 중복 기술할 필요는 없으며, 다

만 중요한 경향과 요점은 간략히 기술한다.

(5) 고찰(Discussion)

연구 결과에 대해 다른 연관 자료와 비교 분석하면서 고찰한

다. 연구 결과의 내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결론과 연구의 

목적을 연관시킨다. 새롭고 중요한 관찰을 강조하며, 결과의 

내용을 중복 기술하지 않는다. 관찰한 소견의 의미 및 한계점

을 기술한다.

(6) 감사의 글(Acknowledgment)

본 연구에 기여하였으나 공동저자로의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

에 대한 감사의 글을 넣을 수 있다. 연구 기여자의 구체적인 역

할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여야 하며(예를 들면, 자료 수집, 재정

적 보조, 통계 처리, 실험 분석 등), 저자는 당사자에게 감사의 

글에 이름을 기재한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아

야 한다. 해당 내용이 없으면 ‘없음’으로 적는다.

(7) 이해 충돌(Conflict of interest)

저자는 원고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 지원이나 논문에 

대한 이해 관계에 충돌이 있다면 이를 명시한다. 해당 내용이 

없으면 ‘없음’으로 적는다.

(8) 저자 기여도(Author contributions)

각 저자들이 본 연구에 기여한 바를 명시하며 영문으로 기술한

다. 저자의 기여 항목별로 핵심적인 기여를 한 저자의 영문 이

니셜을 명시한다. 저자의 기여 항목 예시는 다음과 같다: 

Conceptualization, Data curation, Formal analysis, 

Funding acquisition, Investigation, Methodology, Proj-

ect administration, Resources, Software, Supervision, 

Validation, Visualization, Writing–original draft, and 

Writing–review & editing.

(9) 참고문헌(References)

참고문헌은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의 

밴쿠버 표기 양식(Vancouver style)을 따라야 한다.

- 국내 문헌을 포함한 모든 문헌은 영문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한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 번

호와 함께 기록하고 본문에는 어깨번호를 붙여야 한다.

- 한 곳의 인용할 참고문헌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빈 여백 없

이 콤마(,)로 문헌번호를 구분하고, 3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

이픈(-)을 사용한다(예: 3-5 또는 3-5,7).

- 6인 이하 저자인 경우는 전원을 기록하며, 7인 이상인 경우

는 최초 3인 후에 “et al.”로 끝맺는다.

- 학술지명의 표기는 Index Medicus의 공인 약어를 사용하

고, 이탤릭체를 사용한다.

- 출판하지 않은 자료는 참고문헌에 기술할 수 없으며, 부득이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문에 괄호하고 “(홍길동, 개인적 의

견 교환)” 혹은 “(홍길동, 미출간 데이터)”와 같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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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어야 하며, 출판 예정인 저널 또는 단행본의 이름을 기

술한다.

다음의 예제를 참고한다.

<정기 학술지의 논문>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연도;권수: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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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 based upon 20 case records. J Korean Neurol 

Assoc 1985;3:24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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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ct of reducing interns’ work hours on serious 

medical errors in intensive care units. N Engl J Med 

2004;351:1838-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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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ten GF. Early morning dystonia in Parkinson’s 

disease. Neurology 1998;51:28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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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nogenicity and occupational lung cancer. En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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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행본>

저자명. 도서명. 발행판수. 발행지: 발행사, 연도;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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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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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행본 내의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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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발행사, 연도;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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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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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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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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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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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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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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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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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표(Table)

표는 개별 파일로 제출한다. 표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기

록한다. 제목은 절 혹은 구의 형태로 표 상단에 기술하고,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설명은 표 하단에 문장의 형태로 기

술한다. 표의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지 않고도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독자적인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본문에서 인용할 때, 

‘Table’이라는 표식 뒤에 한 칸을 띄고 본문 인용 순서대로 아

라비아 숫자 번호를 사용한다. 분량은 4줄 이상의 데이터를 포

함하며 1쪽을 넘지 않는다. 약어 사용 시 해당 표의 하단에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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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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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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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면서 설명한다.

4) 그림 또는 사진(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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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at). 사진 또는 그림의 설명은 영문으로 기록한다. 제목은 

절 혹은 구의 형태로 영문으로 기술하고, 첫 자를 대문자로 표

기한다. 설명은 그림 아래에 문장의 형태로 기술한다. 그림 또

는 사진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지 않고도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독자적인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본문에서 인용할 때, 

‘Fig.’라는 표식 뒤에 한 칸을 띄고 본문 인용 순서대로 아라비

아 숫자 번호를 사용한다. 동일 번호의 사진이나 그림이 2개 이

상인 경우, 아라비아 숫자 이후에 알파벳 글자를 기입하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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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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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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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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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을 바꾸면서 설명한다. 저자가 천연색 게재를 원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출판 전에 알리며, 그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논문 심사 과정(Review Process)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은 접수한 원고를 먼저 심사하며, 다

음과 같은 경우에 심의 없이 저자에게 반송할 수 있다: (1) 본 

잡지의 성격과 연관이 없는 원고, (2) 투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

은 원고, (3) 본 잡지의 학문적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원

고. 편집위원회는 접수한 원고를 2명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하

여 심의를 받은 후, 게재 적합성에 대하여 최종 판정한다. 필요

한 경우, 제3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심사자는 저자 정보를 

알 수 없다.

교정쇄(Proofreading)

저자는 출판사로부터 교정쇄를 받으면, 저자는 주의 깊게 오타

나 원고와 잘못된 부분을 살펴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때 

이루어진 원고의 변화로 인해 마지막 수정본과 그 의미가 달라

지지 않아야 한다. 교정쇄는 저자에 의해 교정되어야 하며 최

종적으로 편집인이 확인한 후 출판한다.

편집위원회는 내용이 변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구 수정을 할 

수 있다.

원고 제출(Sub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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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ail.com)로 워드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원고 투고 및 문의처>

대한임상뇌전증연구학회

주소: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 (신당

동,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2층 신경과 뇌영상분석실)

전화: +82-53-258-4376

팩스: +82-53-258-4380

전자우편: epilia.journal@gmail.com

<규정의 발효>

1) 본 규정은 2019년 0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www.jepilia.org

iv



윤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임상뇌전증연구학회(에필리아)의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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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unity)’에 투고 또는 발표하는 논문에 대해서 투고자 

또는 발표자, 그리고 대한임상뇌전증연구학회원들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 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

며 준수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2조(적용대상)

‘에필리아: 뇌전증과 사회’에 투고되는 모든 원고, 출판물, 투

고자, 대한임상뇌전증연구학회의 발표자와 발표물.

제3조(위반행위)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

는 위조

2)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

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

하는 변조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

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

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

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

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

시’ 행위

5) 타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를 

본 학회지에 투고, 게재하거나 본 학회지에 투고 중인 원고

를 타 학술지에 임의로 전재하는 중복 게재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

난 행위

제4조(윤리규정의 준수)

논문 투고자는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논문의 투고 신청시 

표지 윤리규정 서약서 양식 ‘연구윤리규정 준수’란에 반드시 

서명,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윤리위원회)

연구윤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한임상뇌전증

연구학회 내에 윤리위원회를 둔다.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4

인의 윤리위원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한다.

제6조(윤리규정 심의)

연구윤리 위반 사항에 대한 제보가 있으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신속히 소집하여 적절한 조사와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7조(위반에 대한 처리)

1. 제보자에 대한 처리

1) 연구규정 위반에 대한 제보는 본 학회의 회원 및 비회원 누

구나 가능하다.

2) 제보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

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의 제보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

명의 제보라도 위원회에서 그 내용과 증거가 구체적이라고 

판단되면 조사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보자의 소속 신원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

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한다.

4) 허위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제보자는 제보 이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

여 본 학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수 있으며 본 학회는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2. 피조사자에 대한 처리

1)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조사자가 서

면, 혹은 출석 해명 등을 통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

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2) 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

Publication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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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3.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처리

1) 윤리위원회에서 확정될 경우 그 처리 결과를 학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에 관한 기록은 본 학회에 보관한다. 보관 기간

은 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이사회는 연구규정 위반자의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회원 

자격 정지, 혹은 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며 향후 위반자

의 본 학회지 투고 자격을 결정한다.

제8조

기타 위배되는 상황에 대한 심사 및 처리 절차는 대한의학학술

지편집인협의회에서 제정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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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bo_id=7)에 따른다.

www.jepil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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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제목

국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영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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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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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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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경우에는 본 논문이 심사되지 않고 반송될 수 있습니다.

[연구윤리 규정 Ethical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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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이양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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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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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갈등 Conflict of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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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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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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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성명

                                                                                                                                                      

                                                                                                                                                      

                                                                                                                                                      

                                                                                                                                                      

                                                                                                                                                      

                                                                                                                                                      

서명

                                                                                                                                                      

                                                                                                                                                      

                                                                                                                                                      

                                                                                                                                                      

                                                                                                                                                      

                                                                                                                                                      

날짜

                                                                                                                                                      

                                                                                                                                                      

                                                                                                                                                      

                                                                                                                                                      

                                                                                                                                                      

                                                                                                                                                      

저자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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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케프라Ⓡ정 25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케프라Ⓡ정 50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케프라Ⓡ정 100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전문의약품][성상] 250 mg; 파란색의 타원형 필름코팅정제, 500 mg, 노란색의 타원형 필름코팅정제, 1,000 mg, 흰색의 타
원형 필름코팅정제 [효능·효과] 1. 단독요법 - 처음 간질로 진단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4세 이상) 2.부가요법 - 기존 1차 간질치료제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
분 발작의 치료(4세 이상) - 소아 간대성 근경련 간질(Juvenile Myoclonic Epilepsy)환자의 근간대성 발작의 치료(12세 이상) - 특발성 전신성 간질(Idiopathic Generalized Epilepsy)환자의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의 치료(12세 이상) 레비티라세탐 주사제는 
경구투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환자에 투여한다. [용법·용량] 필름코팅정제와 액제는 경구투여 하며 식사와 관계없이 투여할 수 있고,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한다. 1일 용량은 1일 2회 균등한 용량으로 나누어 투여한다. 레비티라세탐 치료는 정맥 또는 
경구 투여로 시작할 수 있다. 경구에서 정맥 또는 그 반대로 투여경로를 바꾸는 경우, 용량적정 없이 바로 투여할 수 있으며, 1일 총 투여량 및 투여횟수는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부분발작의 단독요법 및 부가요법(4세 이상) · 성인(18세 이상)및 체중이 50 
kg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2주 내지 4주마다 1일 1,000 mg[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며, 최대권장용량은 1일 3000 mg이다. · 4세~11세의 소아 및 
체중이 50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년 초회량은 1일 2회, 1회 10 mg/kg으로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1일 60 mg/kg[1회 30 mg/kg, 1일 2회]까지 증량할 수 있으며 용량변경은 2주마다 1일 20 mg/kg[1회 10 mg/kg, 1일 2회] 초과하여 증량 혹
은 감량해서는 안된다. 유효한 최저 용량을 복용한다. 최대권장용량은 1일 3000 mg이다. 체중이 20 kg 이하인 소아의 경우, 100 mg/ml 경구용 액제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된다. 체중이 20~40 kg인 소아의 경우, 1일 500 mg[1회 250 mg, 1일 2회]으
로 투여를 시작하며 2주마다 1일 500 mg씩 증량하여 최대 1일 1500 mg[1회 750 mg, 1일 2회]을 투여할 수 있다. 체중이 40 kg을 초과하는 소아의 경우, 1일 1,000 mg[1회 500 mg, 1일 2회]으로 투여를 시작하며 2주마다 1일 1,000 mg씩 증량하여 최대 1일 
3,000 mg[1회 1500 mg, 1일 2회]을 투여할 수 있다. 체중이 50 kg 이상인 소아의 용량은 성인 용량과 같다. 2. 소아 환자에서의 근간대성 발작의 부가요법(12세 이상)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마다 1일 1,000 mg씩 증량
하여 권장 1일 용량인 3,000 mg까지 증량한다. 1일 3,000mg 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연구되지 않았다. 3.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12세 이상) · 성인(18세 이상) 및 체중이 50kg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일 1,000 mg[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 마다 1일 1,000 mg[1회500 mg, 1일 2회] 씩 증량하여 권장 1일 용량인 3,000 mg[1회 1,500 mg, 1일 2회]까지 증량한다. 1일 3,000 mg 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적절히 연구되지 않았다. · 체중이 50 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
년 이 약은 1일 20mg/kg[1회 10mg/kg, 1일 2회]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마다 1일 20 mg/kg[1회10 mg/kg, 1일 2회] 씩 증량하여 권장 1일 용량인 60 mg/kg[1회 30 mg/kg, 1일 2회]까지 증량한다. 1일 60 mg/kg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적절히 연
구되지 않았다. 4. 신장애 환자 레비티라세탐 청소율이 신기능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환자의 신장기능에 따라 개별적으로 투여한다. 신장애 환자에서의 용량조절은 의약품 첨부문서를 참조한다. 5. 간장애 환자 경증에서 중등증의 간장애 환자에는 용량조절이 
필요치 않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의 경우,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신부전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60 mL/min/1.73㎡ 미만일 경우 1일 유지량을 50% 감량하는 것이 좋다. 6. 소아 경구용 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의 불충분으로 1
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권장되지 않는다. 4세 이하의 소아에서의 정제 투여는 적용되지 않으며 1개월 이상의 영아에서는 액제를 투여하여야 한다. 주사제는 1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7. 고령자(65
세 이상) 신기능이 약화된 노인 환자에서 용량조정이 권장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자살충동과 자살행동 항간질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간질약을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에 대하여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항간질약을 처방 받는 간질과 다른 많은 질병은 그 자체가 이환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간질약 처
방 시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 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 한다. 2) 신경정신과적 이상반응 · 부분발작 · 성인 - 이 약은 1) 졸음, 피로, 2) 협조운동장애, 3) 행동이상 등의 중추신경계 이상반응을 발생시
킨다. 졸음, 무력증, 협조운동장애는 이 약 투여 후 첫 4주 이내에 가장 빈번히 발생하였다. · 소아 - 레비티라세탐정을 투여한 소아환자에 있어, 이 약은 졸음, 피로, 행동이상을 나타내었다. ·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 이 약은 1차성 전신 강직-간대발작이 있는 
6세 이상의 환자에서 행동학적 장애와 관련이 있었다. 3) 투약 중단 이 약을 포함한 간질치료제는 발작 빈도가 증가되는 잠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이 약 투여를 중단하는 경우, 성인 및 체중이 50 kg이상인 청소년은 500 mg을 1일 
2회 매 2-4주 마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소아의 경우, 용량 감소는 매 2주마다 1일 2회 10 mg/kg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주성분이나 다른 피롤리돈 유도체 또는 다른 구성성분에 과민 반응이 있는 환자 3. 다음 환
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레비티라세탐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자살, 자살 시도 및 자살 상상이 보고되었다. 우울 및/또는 자살 상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처방의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환자에게 권고해야 한다. 2) 신장애 환자에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 용량 조정
이 필요할 수 있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에서는 용량 선택 전에 신기능 검사가 권장된다. (용법용량 참조) 3) 혈구수감소 (호중구감소증, 무과립구증,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가 레비티라세탐 투여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
로 투여개시시에 나타난다. 중대한 무력감, 발열, 재발성 감염 또는 응고장애를 경험한 환자의 경우 전혈구수 검사가 권고된다. (‘4. 이상반응 4) 시판 후 수집된 이상반응’항 참조) 5) 이상행동 및 공격성 행동: 레비티라세탐은 자극과민성 및 공격성을 포함한 정
신병적 증상과 행동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레비티라세탐 투여 환자들은 중요한 기분 및/또는 인격 변화를 나타내는 정신과적 징후 발현에 대해 모니터되어야 한다. 그러한 행동들이 인지된다면 투여 조정 또는 점진적 투여 중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투여 중단 
시, 용법용량 항을 참조한다. [제조원] 1) 제조의뢰자: UCB Pharma S.A. Belgium 2) 제조자: UCB Pharma S.A. Belgium [수입자] 한국유씨비제약㈜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69 A+ Asset Tower 4층

※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그 밖의 상세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약품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명] 케프라Ⓡ정 25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케프라Ⓡ정 50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케프라Ⓡ정 100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전문의약품][성상] 250 mg; 파란색의 타원형 필름코팅정제, 500 mg, 노란색의 타원형 필름코팅정제, 1,000 mg, 흰색의 타
원형 필름코팅정제 [효능·효과] 1. 단독요법 - 처음 간질로 진단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4세 이상) 2.부가요법 - 기존 1차 간질치료제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
분 발작의 치료(4세 이상) - 소아 간대성 근경련 간질(Juvenile Myoclonic Epilepsy)환자의 근간대성 발작의 치료(12세 이상) - 특발성 전신성 간질(Idiopathic Generalized Epilepsy)환자의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의 치료(12세 이상) 레비티라세탐 주사제는 
경구투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환자에 투여한다. [용법·용량] 필름코팅정제와 액제는 경구투여 하며 식사와 관계없이 투여할 수 있고,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한다. 1일 용량은 1일 2회 균등한 용량으로 나누어 투여한다. 레비티라세탐 치료는 정맥 또는 
경구 투여로 시작할 수 있다. 경구에서 정맥 또는 그 반대로 투여경로를 바꾸는 경우, 용량적정 없이 바로 투여할 수 있으며, 1일 총 투여량 및 투여횟수는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부분발작의 단독요법 및 부가요법(4세 이상) · 성인(18세 이상)및 체중이 50 
kg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2주 내지 4주마다 1일 1,000 mg[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며, 최대권장용량은 1일 3000 mg이다. · 4세~11세의 소아 및 
체중이 50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년 초회량은 1일 2회, 1회 10 mg/kg으로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1일 60 mg/kg[1회 30 mg/kg, 1일 2회]까지 증량할 수 있으며 용량변경은 2주마다 1일 20 mg/kg[1회 10 mg/kg, 1일 2회] 초과하여 증량 혹
은 감량해서는 안된다. 유효한 최저 용량을 복용한다. 최대권장용량은 1일 3000 mg이다. 체중이 20 kg 이하인 소아의 경우, 100 mg/ml 경구용 액제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된다. 체중이 20~40 kg인 소아의 경우, 1일 500 mg[1회 250 mg, 1일 2회]으
로 투여를 시작하며 2주마다 1일 500 mg씩 증량하여 최대 1일 1500 mg[1회 750 mg, 1일 2회]을 투여할 수 있다. 체중이 40 kg을 초과하는 소아의 경우, 1일 1,000 mg[1회 500 mg, 1일 2회]으로 투여를 시작하며 2주마다 1일 1,000 mg씩 증량하여 최대 1일 
3,000 mg[1회 1500 mg, 1일 2회]을 투여할 수 있다. 체중이 50 kg 이상인 소아의 용량은 성인 용량과 같다. 2. 소아 환자에서의 근간대성 발작의 부가요법(12세 이상)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마다 1일 1,000 mg씩 증량
하여 권장 1일 용량인 3,000 mg까지 증량한다. 1일 3,000mg 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연구되지 않았다. 3.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12세 이상) · 성인(18세 이상) 및 체중이 50kg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일 1,000 mg[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 마다 1일 1,000 mg[1회500 mg, 1일 2회] 씩 증량하여 권장 1일 용량인 3,000 mg[1회 1,500 mg, 1일 2회]까지 증량한다. 1일 3,000 mg 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적절히 연구되지 않았다. · 체중이 50 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
년 이 약은 1일 20mg/kg[1회 10mg/kg, 1일 2회]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마다 1일 20 mg/kg[1회10 mg/kg, 1일 2회] 씩 증량하여 권장 1일 용량인 60 mg/kg[1회 30 mg/kg, 1일 2회]까지 증량한다. 1일 60 mg/kg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적절히 연
구되지 않았다. 4. 신장애 환자 레비티라세탐 청소율이 신기능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환자의 신장기능에 따라 개별적으로 투여한다. 신장애 환자에서의 용량조절은 의약품 첨부문서를 참조한다. 5. 간장애 환자 경증에서 중등증의 간장애 환자에는 용량조절이 
필요치 않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의 경우,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신부전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60 mL/min/1.73㎡ 미만일 경우 1일 유지량을 50% 감량하는 것이 좋다. 6. 소아 경구용 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의 불충분으로 1
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권장되지 않는다. 4세 이하의 소아에서의 정제 투여는 적용되지 않으며 1개월 이상의 영아에서는 액제를 투여하여야 한다. 주사제는 1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7. 고령자(65
세 이상) 신기능이 약화된 노인 환자에서 용량조정이 권장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자살충동과 자살행동 항간질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간질약을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에 대하여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항간질약을 처방 받는 간질과 다른 많은 질병은 그 자체가 이환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간질약 처
방 시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 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 한다. 2) 신경정신과적 이상반응 · 부분발작 · 성인 - 이 약은 1) 졸음, 피로, 2) 협조운동장애, 3) 행동이상 등의 중추신경계 이상반응을 발생시
킨다. 졸음, 무력증, 협조운동장애는 이 약 투여 후 첫 4주 이내에 가장 빈번히 발생하였다. · 소아 - 레비티라세탐정을 투여한 소아환자에 있어, 이 약은 졸음, 피로, 행동이상을 나타내었다. ·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 이 약은 1차성 전신 강직-간대발작이 있는 
6세 이상의 환자에서 행동학적 장애와 관련이 있었다. 3) 투약 중단 이 약을 포함한 간질치료제는 발작 빈도가 증가되는 잠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이 약 투여를 중단하는 경우, 성인 및 체중이 50 kg이상인 청소년은 500 mg을 1일 
2회 매 2-4주 마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소아의 경우, 용량 감소는 매 2주마다 1일 2회 10 mg/kg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주성분이나 다른 피롤리돈 유도체 또는 다른 구성성분에 과민 반응이 있는 환자 3. 다음 환
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레비티라세탐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자살, 자살 시도 및 자살 상상이 보고되었다. 우울 및/또는 자살 상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처방의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환자에게 권고해야 한다. 2) 신장애 환자에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 용량 조정
이 필요할 수 있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에서는 용량 선택 전에 신기능 검사가 권장된다. (용법용량 참조) 3) 혈구수감소 (호중구감소증, 무과립구증,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가 레비티라세탐 투여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
로 투여개시시에 나타난다. 중대한 무력감, 발열, 재발성 감염 또는 응고장애를 경험한 환자의 경우 전혈구수 검사가 권고된다. (‘4. 이상반응 4) 시판 후 수집된 이상반응’항 참조) 5) 이상행동 및 공격성 행동: 레비티라세탐은 자극과민성 및 공격성을 포함한 정
신병적 증상과 행동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레비티라세탐 투여 환자들은 중요한 기분 및/또는 인격 변화를 나타내는 정신과적 징후 발현에 대해 모니터되어야 한다. 그러한 행동들이 인지된다면 투여 조정 또는 점진적 투여 중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투여 중단 
시, 용법용량 항을 참조한다. [제조원] 1) 제조의뢰자: UCB Pharma S.A. Belgium 2) 제조자: UCB Pharma S.A. Belgium [수입자] 한국유씨비제약㈜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69 A+ Asset Tower 4층

※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그 밖의 상세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약품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명] 케프라Ⓡ정 25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케프라Ⓡ정 50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케프라Ⓡ정 100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전문의약품][성상] 250 mg; 파란색의 타원형 필름코팅정제, 500 mg, 노란색의 타원형 필름코팅정제, 1,000 mg, 흰색의 타
원형 필름코팅정제 [효능·효과] 1. 단독요법 - 처음 간질로 진단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4세 이상) 2.부가요법 - 기존 1차 간질치료제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
분 발작의 치료(4세 이상) - 소아 간대성 근경련 간질(Juvenile Myoclonic Epilepsy)환자의 근간대성 발작의 치료(12세 이상) - 특발성 전신성 간질(Idiopathic Generalized Epilepsy)환자의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의 치료(12세 이상) 레비티라세탐 주사제는 
경구투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환자에 투여한다. [용법·용량] 필름코팅정제와 액제는 경구투여 하며 식사와 관계없이 투여할 수 있고,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한다. 1일 용량은 1일 2회 균등한 용량으로 나누어 투여한다. 레비티라세탐 치료는 정맥 또는 
경구 투여로 시작할 수 있다. 경구에서 정맥 또는 그 반대로 투여경로를 바꾸는 경우, 용량적정 없이 바로 투여할 수 있으며, 1일 총 투여량 및 투여횟수는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부분발작의 단독요법 및 부가요법(4세 이상) · 성인(18세 이상)및 체중이 50 
kg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2주 내지 4주마다 1일 1,000 mg[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며, 최대권장용량은 1일 3000 mg이다. · 4세~11세의 소아 및 
체중이 50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년 초회량은 1일 2회, 1회 10 mg/kg으로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1일 60 mg/kg[1회 30 mg/kg, 1일 2회]까지 증량할 수 있으며 용량변경은 2주마다 1일 20 mg/kg[1회 10 mg/kg, 1일 2회] 초과하여 증량 혹
은 감량해서는 안된다. 유효한 최저 용량을 복용한다. 최대권장용량은 1일 3000 mg이다. 체중이 20 kg 이하인 소아의 경우, 100 mg/ml 경구용 액제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된다. 체중이 20~40 kg인 소아의 경우, 1일 500 mg[1회 250 mg, 1일 2회]으
로 투여를 시작하며 2주마다 1일 500 mg씩 증량하여 최대 1일 1500 mg[1회 750 mg, 1일 2회]을 투여할 수 있다. 체중이 40 kg을 초과하는 소아의 경우, 1일 1,000 mg[1회 500 mg, 1일 2회]으로 투여를 시작하며 2주마다 1일 1,000 mg씩 증량하여 최대 1일 
3,000 mg[1회 1500 mg, 1일 2회]을 투여할 수 있다. 체중이 50 kg 이상인 소아의 용량은 성인 용량과 같다. 2. 소아 환자에서의 근간대성 발작의 부가요법(12세 이상)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마다 1일 1,000 mg씩 증량
하여 권장 1일 용량인 3,000 mg까지 증량한다. 1일 3,000mg 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연구되지 않았다. 3.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12세 이상) · 성인(18세 이상) 및 체중이 50kg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일 1,000 mg[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 마다 1일 1,000 mg[1회500 mg, 1일 2회] 씩 증량하여 권장 1일 용량인 3,000 mg[1회 1,500 mg, 1일 2회]까지 증량한다. 1일 3,000 mg 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적절히 연구되지 않았다. · 체중이 50 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
년 이 약은 1일 20mg/kg[1회 10mg/kg, 1일 2회]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마다 1일 20 mg/kg[1회10 mg/kg, 1일 2회] 씩 증량하여 권장 1일 용량인 60 mg/kg[1회 30 mg/kg, 1일 2회]까지 증량한다. 1일 60 mg/kg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적절히 연
구되지 않았다. 4. 신장애 환자 레비티라세탐 청소율이 신기능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환자의 신장기능에 따라 개별적으로 투여한다. 신장애 환자에서의 용량조절은 의약품 첨부문서를 참조한다. 5. 간장애 환자 경증에서 중등증의 간장애 환자에는 용량조절이 
필요치 않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의 경우,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신부전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60 mL/min/1.73㎡ 미만일 경우 1일 유지량을 50% 감량하는 것이 좋다. 6. 소아 경구용 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의 불충분으로 1
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권장되지 않는다. 4세 이하의 소아에서의 정제 투여는 적용되지 않으며 1개월 이상의 영아에서는 액제를 투여하여야 한다. 주사제는 1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7. 고령자(65
세 이상) 신기능이 약화된 노인 환자에서 용량조정이 권장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자살충동과 자살행동 항간질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간질약을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에 대하여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항간질약을 처방 받는 간질과 다른 많은 질병은 그 자체가 이환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간질약 처
방 시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 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 한다. 2) 신경정신과적 이상반응 · 부분발작 · 성인 - 이 약은 1) 졸음, 피로, 2) 협조운동장애, 3) 행동이상 등의 중추신경계 이상반응을 발생시
킨다. 졸음, 무력증, 협조운동장애는 이 약 투여 후 첫 4주 이내에 가장 빈번히 발생하였다. · 소아 - 레비티라세탐정을 투여한 소아환자에 있어, 이 약은 졸음, 피로, 행동이상을 나타내었다. ·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 이 약은 1차성 전신 강직-간대발작이 있는 
6세 이상의 환자에서 행동학적 장애와 관련이 있었다. 3) 투약 중단 이 약을 포함한 간질치료제는 발작 빈도가 증가되는 잠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이 약 투여를 중단하는 경우, 성인 및 체중이 50 kg이상인 청소년은 500 mg을 1일 
2회 매 2-4주 마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소아의 경우, 용량 감소는 매 2주마다 1일 2회 10 mg/kg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주성분이나 다른 피롤리돈 유도체 또는 다른 구성성분에 과민 반응이 있는 환자 3. 다음 환
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레비티라세탐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자살, 자살 시도 및 자살 상상이 보고되었다. 우울 및/또는 자살 상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처방의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환자에게 권고해야 한다. 2) 신장애 환자에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 용량 조정
이 필요할 수 있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에서는 용량 선택 전에 신기능 검사가 권장된다. (용법용량 참조) 3) 혈구수감소 (호중구감소증, 무과립구증,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가 레비티라세탐 투여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
로 투여개시시에 나타난다. 중대한 무력감, 발열, 재발성 감염 또는 응고장애를 경험한 환자의 경우 전혈구수 검사가 권고된다. (‘4. 이상반응 4) 시판 후 수집된 이상반응’항 참조) 5) 이상행동 및 공격성 행동: 레비티라세탐은 자극과민성 및 공격성을 포함한 정
신병적 증상과 행동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레비티라세탐 투여 환자들은 중요한 기분 및/또는 인격 변화를 나타내는 정신과적 징후 발현에 대해 모니터되어야 한다. 그러한 행동들이 인지된다면 투여 조정 또는 점진적 투여 중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투여 중단 
시, 용법용량 항을 참조한다. [제조원] 1) 제조의뢰자: UCB Pharma S.A. Belgium 2) 제조자: UCB Pharma S.A. Belgium [수입자] 한국유씨비제약㈜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69 A+ Asset Tower 4층

※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그 밖의 상세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약품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명] 케프라Ⓡ정 25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케프라Ⓡ정 50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케프라Ⓡ정 100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전문의약품][성상] 250 mg; 파란색의 타원형 필름코팅정제, 500 mg, 노란색의 타원형 필름코팅정제, 1,000 mg, 흰색의 타
원형 필름코팅정제 [효능·효과] 1. 단독요법 - 처음 간질로 진단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4세 이상) 2.부가요법 - 기존 1차 간질치료제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
분 발작의 치료(4세 이상) - 소아 간대성 근경련 간질(Juvenile Myoclonic Epilepsy)환자의 근간대성 발작의 치료(12세 이상) - 특발성 전신성 간질(Idiopathic Generalized Epilepsy)환자의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의 치료(12세 이상) 레비티라세탐 주사제는 
경구투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환자에 투여한다. [용법·용량] 필름코팅정제와 액제는 경구투여 하며 식사와 관계없이 투여할 수 있고,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한다. 1일 용량은 1일 2회 균등한 용량으로 나누어 투여한다. 레비티라세탐 치료는 정맥 또는 
경구 투여로 시작할 수 있다. 경구에서 정맥 또는 그 반대로 투여경로를 바꾸는 경우, 용량적정 없이 바로 투여할 수 있으며, 1일 총 투여량 및 투여횟수는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부분발작의 단독요법 및 부가요법(4세 이상) · 성인(18세 이상)및 체중이 50 
kg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2주 내지 4주마다 1일 1,000 mg[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며, 최대권장용량은 1일 3000 mg이다. · 4세~11세의 소아 및 
체중이 50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년 초회량은 1일 2회, 1회 10 mg/kg으로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1일 60 mg/kg[1회 30 mg/kg, 1일 2회]까지 증량할 수 있으며 용량변경은 2주마다 1일 20 mg/kg[1회 10 mg/kg, 1일 2회] 초과하여 증량 혹
은 감량해서는 안된다. 유효한 최저 용량을 복용한다. 최대권장용량은 1일 3000 mg이다. 체중이 20 kg 이하인 소아의 경우, 100 mg/ml 경구용 액제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된다. 체중이 20~40 kg인 소아의 경우, 1일 500 mg[1회 250 mg, 1일 2회]으
로 투여를 시작하며 2주마다 1일 500 mg씩 증량하여 최대 1일 1500 mg[1회 750 mg, 1일 2회]을 투여할 수 있다. 체중이 40 kg을 초과하는 소아의 경우, 1일 1,000 mg[1회 500 mg, 1일 2회]으로 투여를 시작하며 2주마다 1일 1,000 mg씩 증량하여 최대 1일 
3,000 mg[1회 1500 mg, 1일 2회]을 투여할 수 있다. 체중이 50 kg 이상인 소아의 용량은 성인 용량과 같다. 2. 소아 환자에서의 근간대성 발작의 부가요법(12세 이상)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마다 1일 1,000 mg씩 증량
하여 권장 1일 용량인 3,000 mg까지 증량한다. 1일 3,000mg 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연구되지 않았다. 3.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12세 이상) · 성인(18세 이상) 및 체중이 50kg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일 1,000 mg[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 마다 1일 1,000 mg[1회500 mg, 1일 2회] 씩 증량하여 권장 1일 용량인 3,000 mg[1회 1,500 mg, 1일 2회]까지 증량한다. 1일 3,000 mg 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적절히 연구되지 않았다. · 체중이 50 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
년 이 약은 1일 20mg/kg[1회 10mg/kg, 1일 2회]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마다 1일 20 mg/kg[1회10 mg/kg, 1일 2회] 씩 증량하여 권장 1일 용량인 60 mg/kg[1회 30 mg/kg, 1일 2회]까지 증량한다. 1일 60 mg/kg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적절히 연
구되지 않았다. 4. 신장애 환자 레비티라세탐 청소율이 신기능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환자의 신장기능에 따라 개별적으로 투여한다. 신장애 환자에서의 용량조절은 의약품 첨부문서를 참조한다. 5. 간장애 환자 경증에서 중등증의 간장애 환자에는 용량조절이 
필요치 않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의 경우,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신부전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60 mL/min/1.73㎡ 미만일 경우 1일 유지량을 50% 감량하는 것이 좋다. 6. 소아 경구용 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의 불충분으로 1
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권장되지 않는다. 4세 이하의 소아에서의 정제 투여는 적용되지 않으며 1개월 이상의 영아에서는 액제를 투여하여야 한다. 주사제는 1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7. 고령자(65
세 이상) 신기능이 약화된 노인 환자에서 용량조정이 권장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자살충동과 자살행동 항간질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간질약을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에 대하여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항간질약을 처방 받는 간질과 다른 많은 질병은 그 자체가 이환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간질약 처
방 시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 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 한다. 2) 신경정신과적 이상반응 · 부분발작 · 성인 - 이 약은 1) 졸음, 피로, 2) 협조운동장애, 3) 행동이상 등의 중추신경계 이상반응을 발생시
킨다. 졸음, 무력증, 협조운동장애는 이 약 투여 후 첫 4주 이내에 가장 빈번히 발생하였다. · 소아 - 레비티라세탐정을 투여한 소아환자에 있어, 이 약은 졸음, 피로, 행동이상을 나타내었다. ·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 이 약은 1차성 전신 강직-간대발작이 있는 
6세 이상의 환자에서 행동학적 장애와 관련이 있었다. 3) 투약 중단 이 약을 포함한 간질치료제는 발작 빈도가 증가되는 잠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이 약 투여를 중단하는 경우, 성인 및 체중이 50 kg이상인 청소년은 500 mg을 1일 
2회 매 2-4주 마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소아의 경우, 용량 감소는 매 2주마다 1일 2회 10 mg/kg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주성분이나 다른 피롤리돈 유도체 또는 다른 구성성분에 과민 반응이 있는 환자 3. 다음 환
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레비티라세탐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자살, 자살 시도 및 자살 상상이 보고되었다. 우울 및/또는 자살 상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처방의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환자에게 권고해야 한다. 2) 신장애 환자에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 용량 조정
이 필요할 수 있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에서는 용량 선택 전에 신기능 검사가 권장된다. (용법용량 참조) 3) 혈구수감소 (호중구감소증, 무과립구증,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가 레비티라세탐 투여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
로 투여개시시에 나타난다. 중대한 무력감, 발열, 재발성 감염 또는 응고장애를 경험한 환자의 경우 전혈구수 검사가 권고된다. (‘4. 이상반응 4) 시판 후 수집된 이상반응’항 참조) 5) 이상행동 및 공격성 행동: 레비티라세탐은 자극과민성 및 공격성을 포함한 정
신병적 증상과 행동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레비티라세탐 투여 환자들은 중요한 기분 및/또는 인격 변화를 나타내는 정신과적 징후 발현에 대해 모니터되어야 한다. 그러한 행동들이 인지된다면 투여 조정 또는 점진적 투여 중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투여 중단 
시, 용법용량 항을 참조한다. [제조원] 1) 제조의뢰자: UCB Pharma S.A. Belgium 2) 제조자: UCB Pharma S.A. Belgium [수입자] 한국유씨비제약㈜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69 A+ Asset Tower 4층

※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그 밖의 상세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약품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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