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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flex is an involuntary physiological response evoked by external stimuli. Robert Whytt, though 
he believed in the spirit, identified the neural pathways that elicit some involuntary actions, includ-
ing the pupillary light reflex. Bell and Magendie found the ventral and dorsal spinal roots responsible 
for separate motor and sensory functions. Marshall Hall elucidated the spinal and medullary control 
of complex reflex behaviors. Charles Sherrington explained in detail the integrative nature of the re-
flexes, including the importance of both excitation and inhibition. Reflexes became recognized as 
important factors in the mental process through the contributions of Ivan Sechenov. He highlighted 
that simple reflexes were the fundamental blocks that create more complex behaviors. Ivan Pavlov 
discovered the presence of the learned (conditional) reflexes as well as the inborn ones, which had a 
major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psychology. He proposed that all learned behavior was a long 
chain of conditioned reflexes. Donald Hebb brilliantly described synapses as the key sites in creating 
learned behavior and memory, which involve large circuits of reflex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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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연구의 역사 6: 반사와 학습 
이상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The History of Neuroscience 6: Reflexes and Learning
Sang Kun Lee, MD, PhD
Department of Neur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Review article

불수의적 운동

심장, 폐, 위장 등이 특별한 의식적인 지시 없이도 자동으로 움직

인다는 것은 그리스 시대부터 잘 알려져 있었다. 교감신경

(sympathetic nerve)에 사용되는 교감(sympathy)이라는 말도 히

포크라테스가 만든 것이다. 원래 히포크라테스는 우리 몸을 구성

하는 4개의 체액이 조화를 이루어야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고 하였다(4체액설). 그런데 갈렌은 이 말을 몸의 각 부분들이 어

떻게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였다.  

특히 갈렌은 동물의 영혼이 각 신체 부위를 옮겨 다닌다는 생각

을 갖고는 있었으나, 이러한 각 부분의 연결이 척수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다. 

이후 한동안 불수의 운동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데

카르트에 의해서 다시 조명되기 시작하였다. 데카르트는 우리가 

뜨거운 물체를 만졌을 때 바로 피하는 현상은 영혼의 작용과는 

상관없는 불수의적 현상이라고 하였고, 이러한 불수의 운동을 담

당하는 곳이 뇌실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만이 형이상학적인 영혼을 갖고 있고 모든 동물들의 움직임

이나 표현은 모두 불수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모호

한 개념은 윌리스에 의해서 수정 보완되는데, 그는 소뇌가 불수

의적인 운동조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척수에

서 나오는 늑간신경(intercostal nerve, sympathetic trunk)과 미주 

신경이 여러 장기를 통과하면서 불수의 운동을 일으킨다고 하였

다. 특히 윌리스는 이러한 신경다발들이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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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설명하였다.1 

반사

반사에 대한 개념은 18세기에 이르러 위트(Robert Whytt, 1714–

1766)에 의해서 더 명확하게 정립되었다. 스코틀랜드 최초의 신

경학자로 불리는 위트는 당대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신경생리학

자 중 한 사람으로, 운동에 대한 중추신경의 역할, 그리고 수의적 

운동(voluntary movement)과 불수의적인 운동의 경계를 명확히 

하였다. 그는 특히 불수의 운동 중 하나인 동공반사에 대한 연구

로 유명하다.2 그는 생명을 유지하는 정령과 같은 힘이 신체에 퍼

져 있으면서 신경계를 통해서 소통한다고 생각하는 스탈(Georg 

Ernst Stahl, 1659–1734)의 애니미즘(Animism) 이론을 긍정하긴 

하였으나, 인간의 운동을 영혼이 전적으로 지배한다는 생각에는 

반대하였다. 즉, 인간의 운동은 영혼과 신체의 합작품이라는 것

이다. 이러한 기조하에 그는 여러 형태의 반사 운동을 발견하였

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동공반사(light reflex)를 들 수 있는데, 

이 전까지 동공반사는 빛에 의해서 홍채가 자극되어 나타난다고 

생각하였다. 위트는 동공반사가 빛이 망막을 강하게 자극하면 이 

자극을 줄이기 위하여 동공이 수축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 동공반사는 한쪽 눈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양쪽 눈에 동

시에 일어나며, 특히 한쪽 눈을 가린 상태에서도 같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Fig. 1). 위트는 이 현상을 신경계의 교감 현상 

중의 하나로 설명하였다. 위트는 동공반사가 손상된 환자의 부검

에서 시신경상(optic thalamus)에 낭종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 

부분을 양쪽 눈의 동공반사를 일으키는 곳으로 지정하였다. 

수년 뒤에 위트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된다. 당시에 

개구리에서 머리를 떼어내도 자극에 반응하여 다리를 움츠리기

도 하고 앉아 있는 것 같은 자세를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단지 개구리의 근육이 죽은 

뒤에도 어느 정도 작동을 계속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

다. 하지만 위트는 척수에 남아 있는 모종의 힘이 이 현상을 일으

키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달궈진 쇠 막대기로 척수에 손

상을 주면 이러한 움직임이 없어지는 것을 관찰하여 이 생각을 

증명하였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척수반사’를 최초로 증명한 

발견이다. 위트는 따로 반사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신

체의 움직임이 외부의 자극에 의하여 의식의 개입 없이도 자동으

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여기에 더하여 위트는 

호흡과 사정 같은 현상도 이 자동운동에 포함하였다.

척수의 기능: 운동 및 감각 신경

위트의 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척수의 기능을 어느 정도 이해

하기까지는 19세기 초까지 기다려야 했다. 사실 갈렌은 전투 경

주차에서 떨어진 환자를 치료하면서 손 운동 기능에 손상 없이 

감각 이상만 있을 수 있는 것을 관찰하였고, 척수에서 운동과 신

경을 담당하는 부분이 분리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하

지만 갈렌의 이러한 관찰은 후속 연구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였

고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다. 

척수의 운동 및 감각 신경의 분리에 대한 비교적 명확한 증거

는 벨(Charles Bell, 1774–1842) (Fig. 2)에 의해 제시되었다. 벨

은 1821년 안면신경의 경로를 설명하면서 안면신경이 손상되는 

경우 같은 쪽의 안면근육이 마비되는 것(Bell's palsy)을 발표하였

다.3 에든버러에서 형으로부터 외과 수련을 받은 벨은 런던으로 

이동하여 30년간 많은 의학적 업적을 쌓았고, 해부학과 미술을 

연결시킨 훌륭한 그림을 많이 남겼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유명

Fig. 1. Light reflex. The pupillary light reflex constricts both pupils 
in response to light stimulus to one eye (A). Pupillary constriction 
is achieved through the innervation of the iris sphincter muscles. 
These signals are then relayed to the bipolar cells, which interact 
with ganglion cells, which in turn coalesce to form the optic disc 
and optic nerve. The optic tracts join the brachium of the superior 
colliculus, and then signals travel to the pretectal area of the midbrain. 
Each pretectal area sends bilateral signals to the preganglionic 
parasympathetic nuclei in the midbrain called Edinger-Westphal 
nuclei. Efferent parasympathetic preganglionic fibers travel along the 
oculomotor nerve and synapse with the ciliary ganglion, which sends 
postganglionic axons to directly innervate the iris sphincter muscles. 
The contraction of the iris sphincter muscles leads to pupillary 
constriction (miosi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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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스코틀랜드 화가를 통해서 그림 연습을 시킨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워털루 전투에서 외과 의사로서 벨이 팔이나 다리를 절

단한 사람들의 90%가 사망하자, 사람들은 벨의 예술 재능이 수

술 기술보다 훨씬 뛰어난 것 같다고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는 미

술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인간의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1806년에는 ‘미술 그림에서 관찰되

는 감정 표현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에세이’에서 인간의 감정

은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것은 하등동물에는 없고 인간

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후에 다윈(Charles Darwin, 

1809–1882)은 얼굴에 나타나는 감정 표현이 사람에서만 있는 것

은 아니지만 진화 과정, 특히 사회화 과정 중에 나타나서 발달한

(생존 확률을 높이는 데 필요한) 광범위한 현상이며 불수의 신경

계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하여, 벨의 업적을 인정하였다. 

많은 업적 중에서도 벨의 가장 큰 발견은 척수의 기능해부학적 

구조에 관한 것이다. 그 개념은 서로 다른 신경경로가 신경계의 

각 부분을 연결하여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는 

토끼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 척수의 뒤쪽을 자극하면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지만 앞부분을 자극하는 경우 근육의 경련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연구를 통해서 벨은 운동신경

은 척수의 앞부분에 위치한다고 추론하였다. 벨은 이후에 척수로

부터 나오는 31개의 척수신경 뿌리에 주목하였다. 앞부분에서 

나오는 전근(anterior root; ventral root)과 후근(posterior root; 
dorsal root) 중 전근을 절단하는 경우 일정 부분의 근육이 경련

을 일으키지만 후근의 경우 겉으로 드러나는 반응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척수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운동신경이 전근을 통하

여 나오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벨은 이러한 연구 결과

를 알리는 데는 무심하였고 심지어 자신이 직접 저술한 해부학책

에도 누락하였다. 다행히 벨의 매제인 쇼(Alexander Shaw, 1804–

1890)가 파리 학회에서 이 결과를 발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하였

다. 그리고 이 강연에 참석한 사람 중에 마장디(François Magendie, 
1783–1855) (Fig. 3)가 있었다.4 

당시 마장디는 자바섬의 원주민이 사용하는 화살촉 독을 이용

한 동물 실험으로 명성을 얻고 있었다. 이 화살촉 독은 이후 스트

리키닌의 발견으로 이어진다. 마장디는 특히 살아있는 동물의 해

부를 하는데도 거리낌이 없었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갖는 연구자

들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로도 악명을 떨치고 있었다. 어찌 되었

든 간에 마장디는 쇼의 강연을 듣자마자 바로 실험을 시작하였

고, 전근을 자르는 경우 같은 형태의 근육 경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중요한 점은 깨어 있는 동물에서 후근을 자르는 경우 그에 해

당하는 신체 부위에서 더 이상 통증이나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마장디는 이러한 결과를 1822년에 발표하면서 전근이 

운동과 관계가 있음을 밝힌 것은 벨이 최초이지만, 후근의 기능

을 발견한 것은 자신이라고 명시하였다. 사실 벨은 후근의 기능

에 대해서는 별 언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마장디

의 업적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후로 벨이 사망할 때까지 이 두 사

람의 반박과 라이벌 관계는 계속 이어졌다. 특히 영국 측에서는 

마장디가 벨의 연구 결과를 훔친 것이라고까지 비난하였다. 이 

두 사람의 라이벌 관계가 얼마나 심하였던지 아이작 뉴턴과 로버

트 훅의 라이벌 관계에 필적한다고 하였다. 또한 마장디는 동물

이 살아있는 상태로 고문에 가까운 해부를 하여 많은 비난을 받

았다. 영국에서 동물보호법이 청원되었을 때 마장디의 실험방법

이 동물 학대의 표본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점차 과학

계가 두 사람의 업적을 인정하게 되면서 전·후근의 기능 분화에 

대해서는 벨-마장디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Fig. 4). 

살아있는 동안 원수처럼 논박을 이어가던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

히 붙어서 역사에 남게 된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흥분-운동 반사 

척수의 기능이 어느 정도 알려진 후에 자극에 의한 반사 운동의 

개념을 더 명확히 한 사람은 홀(Marshall Hall, 1790–1857) (Fig. 

5)이다.5 1812년에 에든버러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홀은 1826
년부터 의사로서 런던에서 일을 하면서 개인적인 연구를 진행하

Fig. 2. Charles Bell (1774–1842). Attribution 4.0 International (CC 
BY 4.0). Credit: Charles Bell. Oil painting. Wellcome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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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은 마비가 되지만 역시 자극을 주면 격렬하게 꿈틀거리는 것도 

확인하였다. 물론 이러한 현상을 홀이 처음 발견한 것은 아니며 

이미 위트도 같은 경우를 개구리에서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위

트가 이 현상을 척수를 통해서 돌아다니는 생명의 기운 때문이라

고 설명한 것과 달리 홀은 자극에 반응하는 기계적인 운동 현상

으로 설명하였다. 즉 감각 자극이 후근을 통하여 척수로 전달되

고 척수의 특정 세그먼트에서 통합된 후 전근을 통하여 근육에 

전달되는, 복합적인 감각-운동 반응으로 본 것이다. 그리고 대뇌

는 특정 자극 없이도 같은 운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홀은 

이러한 결과를 1833년 왕립학회에서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척

수뿐 아니라 뇌의 연수 부분도 이러한 반사 작용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신경계에서 반사 작용을 할 수 있는 곳은 생각보다 매우 

광범위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근육 긴장도를 유지하거나 호흡, 

재채기, 기침, 구토를 하는 것 등도 모두 이러한 기계적인 자율 

반사 운동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였다. 더 나아가 수영과 같은 지

속적인 반복 동작도 이러한 반사 운동의 연속적인 결합으로 설명

하였다. 그러나 홀은 복합적인 반사 운동의 존재는 믿었지만, 결

국 대뇌가 의지를 통한 행동의 본거지임을 의심하지 않았고 자율

적인 인간 의지의 존재라는 개념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홀은 

뇌 연수 상부에 위치하는 대뇌는 반사 운동보다는 고위 뇌 기능

Fig. 3. François Magendie (1783–1855). Lithograph by Dollet V. 
Wellcome Collection.

Fig. 4. The principle that afferent neurons enter the spinal cord 
dorsally (from the back), whereas efferent neurons issue from the 
spinal cord ventrally (from the front).

였다.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로 알려진 홀은 특별한 직책을 갖

지 않고 25년간 집에서 연구를 하면서 많은 논문과 저서를 출판

하였다. 그는 1820년대 후반부터 반사에 관심을 가지고 실험을 

하였는데, 머리가 잘려 나간 도롱뇽의 꼬리가 자극을 받으면 움

직이는 점을 관찰하였고 뱀의 상부 척수를 절단하면 그 아래쪽의 

Fig. 5. Marshall Hall (1790–1857). Pastel by James Luntley,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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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당하며 이 고위 기능에 해당하는 것이 사고, 자발적 운동, 

그리고 인간의 의지라고 주장하였다. 

홀은 이 외에도 뇌졸중과 뇌전증에 관한 책을 출간하고 동물 

실험에 관한 다섯 가지 기본 윤리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필요한 정보가 관찰만으로 얻어질 수 있을 때는 불필요한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다.

2) 뚜렷한 목적 없이 동물 실험을 시행하지 않는다.

3)  같은 실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선배나 동료의 실험 결

과를 미리 잘 알고 있어야 한다.

4) 실험은 가장 고통이 적게 가는 방법으로 시행해야 한다.

5)  실험은 선명하고 확실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잘 설

계되어 불필요한 실험을 반복하지 않도록 한다.

홀은 사회적으로도 노예제 폐지에 앞장서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고위 뇌기능과 반사

이때까지도 인간의 뇌 기능을 기계적인 반사와 고위 기능으로 나

누고 있는 것을 보면 데카르트의 이원론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있

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어찌 되었든 홀이 뇌 기능의 기계적인 반

응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뇌 기능의 이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반응을 마음의 작동 

영역에까지 넓힌 사람들이 그리징어(Wilhelm Griesinge, 1817–

1868)와 레이콕(Thomas Laycock, 1812–1876)이다. 그리징어는 

정신반사(psychic reflex)라는 말을 사용하며, 인간의 정신 활동은 

의식적으로도 무의식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6,7 

레이콕은 대뇌 피질도 신경계의 다른 부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할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척수와 같은 

반사 운동 방법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면서 이런 

반사의 예로 ‘병적 웃음’(pathologic laughter: 뇌 손상으로 인하여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웃음이 터져 나오는 현상)이나 

광견병에 걸린 환자가 물에 접촉할 때 보이는 비명 등을 들었다. 

레이콕은 인간의 마음이 자유의지를 갖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

지만, 인간의 많은 감정 반응이나 본능적인 행동, 그리고 일부 지

적 사고까지도 반사 기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반사의 존재에 대한 결정적 단서는 러시아

의 생리학자인 세체노프(Ivan Mikhaliovich Sechenov, 1829–

1905) (Fig. 6)에게서 나오게 된다.8 군사 공학을 전공한 세체노프

는 수학, 물리학, 화학 등에서 매우 뛰어난 성적을 얻었다. 그렇

지만 공학에 더 이상의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21세 때부터 의학

을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1856년에 모스크바 의과대학을 졸업한 

세체노프는 각국의 연구소를 거쳐, 독일에서 당시에 가장 저명한 

생리학자들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는 뛰어난 

기초 실력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곧바로 여러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된다. 당시 생리학 분야는 혈액의 흐름, 소화, 대사, 호흡, 항상성 

유지 등과 같은 주제를 연구하고 있었고, 뇌의 의식작용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시점이었다. 그리고 뇌 의식기능을 생리학적으

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세체노프는 

의식과 같은 기능도 분명히 생리학적인 법칙을 따를 것이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적절한 실험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

하였다. 

세체노프는 1860년대 초반에 개구리 다리를 산(acid)으로 자극

해서 다리가 움츠러드는 반사를 관찰하던 중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된다. 이 반사를 만들어내는 척수 세그먼트 바로 위 척수를 동시

에 자극하면 이 반사가 억제되는 것을 본 것이다. 당시로는 생각

하기 어려운 발견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때까지 모든 반사는 흥

분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

아가 연수와 시상 등을 추가로 자극하여 하부에서 일어나는 반사 

운동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혈류의 흐름과 

같은 자율신경의 반응도 같이 억제되는 것도 관찰하였다. 신경계

의 상부구조는 하부구조에 대하여 억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Fig. 6. Ivan Mikhailovich Sechenov (1829–1905). Liberal English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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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증명한 최초의 실험이다(Fig. 7). 

세체노프는 이러한 억제 효과에 주목하였다. 반사 운동이 자극

에 의한 흥분 현상으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 억제되어 

있던 것이 풀리면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예를 들

어 먼지 때문에 재채기를 하는 경우 먼지가 흥분 자극을 주어 재

채기가 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평상시 억제되어 있던 것이 풀

리면서 재채기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세체노프는 여

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이나 기억과 같은 현상

도 평상시 억제되어 있던 것이 어떤 특정 자극에 의해서 억제가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바

로 정신반사의 개념이다. 세체노프가 인간 의식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자발적인 생각으로 보이는 것이 꼭 

자발적일 필요는 없으며 인간의 감정과 행동이 단지 흥분과 억제 

반사의 연속작용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생각은 당시 사회의 종교적·도덕적 주류 사고에 

반하는 것으로 한때 고발당할 뻔하기도 했다.

세체노프의 다른 중요한 논리는 이러한 반사 작용이 학습에 의

하여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반사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태어난 것으로 바뀔 수 없다는 생각이 대세였으나, 세체노

프는 경험과 학습에 의해서 이를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예를 들어 교육에 의해서 기본적인 본성이나 반사를 억제하는 능

력을 배울 수 있고 이것이 인간을 다른 동물과 다른 특별한 존재

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통합 반사

여기에서 반사 연구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힌 사람이 셰링톤

(Charles Scott Sherrington, 1857–1952) (Fig. 8)이다.9 1879년에 

에든버러에서 의학 연구를 시작한 셰링톤은 말년까지 매우 다양

한 분야에서 수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그중에서도 신경계 반사에 

가장 뚜렷한 업적을 남겼다. 반사에 관한 셰링톤의 업적은 여러 

반사에 관여하는 신경계의 연결, 반사를 조절하는 흥분성, 억제

성 신경의 상호작용, 한 개체의 생존에 필요한 여러 단계의 신경

반사 등에 걸쳐 있다. 시냅스(synapse)라는 말을 만든 사람도 셰

링톤인데 이 시냅스가 신경계 반사의 기본이 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셰링톤은 신경생리학, 조직학, 세균학, 병리학 등 여러 분야에

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신경세포의 기능에 관한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공식적으로는 시골 의사인 제임스 노턴 셰링톤

(James Norton Sherrington)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으나, 사실 이 

사람은 셰링톤이 태어나기 9년 전에 사망하였고 실제로 의사가 

아니라 철물점을 운영하였다고 한다. 아마도 실제 아버지는 칼렙 

로즈(Caleb Rose)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로즈는 입스위치에서 존

Fig. 7. An excited neuron sometimes extends the axon backward to 
the input neuron to inhibit the excitation (feedback inhibition) (A). 
In another situation, the neuron excites the inhibitory neuron, which 
also inhibits the next inhibitory neuron. The net effect is the excitation 
of the target neuron (B).

AA BB

–
–

–

+

+

Net effect: +

Fig. 8. Charles Scott Sherrington (1857–1952). Attribution 4.0 
International (CC BY 4.0). Credit: Portrait of Sir Charles Scott 
Sherrington. Wellcome Collection.



경받는 의사였고, 고전과 고고학, 그리고 미술에도 관심이 있는 

전통적인 학자였다. 이 아버지 덕분에 셰링톤도 미술에 대한 감

각을 얻었고 의학을 평생의 과제로 선택하게 되었다.

셰링톤의 업적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무릎 반사의 기전에 관

한 것이다. 슬개골의 인대를 두드릴 때 나타나는 이 무릎 반사(슬

개골 반사)에 대해서는 독일 의사인 웨스트팔(Carl Westphal, 
1833–1890)과 업(Wilhelm Erb, 1840–1921)이 최초로 기술하였

다. 이 두 사람은 이 현상을 각기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데, 웨스

트팔의 경우는 슬개골의 인대를 두드리는 힘에 의해서 대퇴사두

근(quadriceps)이 단순 수축하는 것으로 설명하였고, 업은 이 현

상이 인대에 가해진 자극이 감각신경, 척수, 운동신경을 통하여 

다시 근육으로 전달되는 진정한 의미의 반사작용이라고 생각하

였다. 

셰링톤은 이 무릎 반사가 척수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발

견하였다. 후근을 통하여 정보가 척수로 전달되고 다시 전근을 

통하여 근육으로 정보가 흐른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다. 이 점에

서는 업의 의견이 맞았다. 하지만 이야기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 

이 반사가 일어날 때 무릎 뒤쪽의 근육인 햄스트링의 근 긴장도

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즉 무릎 반사가 일어나려면 무

릎을 신전시키는 대퇴사두근은 수축하고 무릎을 굽혀주는 햄스

트링의 근육 긴장도는 떨어져야 하는 것이다(Fig. 9). 이것이 척

수반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상호작용(reciprocal action)이

다. 즉, 특정 행동을 일으키는 근육의 수축이 일어나려면 그 반대 

작용을 하는 근육은 이완되어야 한다(셰링톤의 법칙). 이를 작용

근육(agonist muscle, 수축하는 근육)과 길항근육(antagonist 
muscle, 이완하는 근육)이라고 한다.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연구

가 바로 이것이다. 

또 셰링톤은 두세 개의 척수근이 합쳐져서 한 근육에 도달한다

는 것을 발견하였고, 각 척수후근이 담당하는 신체 감각영역도 

도식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셰링톤은 또 하나의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되는데, 척수 전근을 파괴해도 근육과 연결되는 신경의 절

반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근육이 수축 운동만 하

는 기관이라면, 척수 전근을 파괴하는 경우 척수와 근육을 연결

하는 모든 신경이 차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절반의 신경이 살아

남는 것을 보고 근육에도 피부처럼 감각신경이 존재할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고, 독일 학자인 바이스만(August Weismann)이 

1860년에 발견한 근육 내 방추구조물(muscle spindle, 1863년에 

Willy Kuhne에 의해 근방추라고 이름이 붙여졌다)이 감각기관일 

가능성을 검토하게 되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셰링톤은 후근

을 절제하였고, 근육으로 이어지는 신경의 퇴행을 관찰할 수 있

Fig. 9. The mechanism of knee jerk (patellar reflex). The stretch of the tendon is detected through stretch receptors in the muscle spindle in the 
quadriceps muscle. The muscle spindle then stimulates the sensory neurons, which travel to the lumbar region of the spinal cord. In the gray 
matter of the spinal cord, the sensory neurons synapse on a motor neuron (this is a monosynaptic reflex). The motor neuron projects to the 
muscle spindle in the quadriceps contracting the muscle. When the sensory neuron reaches the spinal cord, in addition to synapsing on a motor 
neuron, it also synapses on an inhibitory interneuron. This inhibitory interneuron then synapses on a different motor neuron. This second motor 
neuron travels to the hamstring muscle, relaxing it.

Afferent impulse from 
stretch receptor

Contraction of
extensor (agonist) muscle 

Muscle spindle

Inhibition of contraction of 
antagonist mus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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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 방추구조물은은 실제로 감각기관이 맞으며, 근육이 늘

어나는 것을 감지하여 반사적으로 근육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한

다. 셰링톤은 이를 고유감각(proprioception)이라고 명명하였다. 

셰링톤은 옥스포드에서 여러 훌륭한 제자들을 지도하기도 하

였는데, 이중 나중에 몬트리올에서 뇌전증 수술과 뇌 전기자극으

로 유명해지는 펜필드(Wilder Penfield, 1891–1976)가 있었다. 

또 세 명의 제자가 노벨상 수상자가 되었고, 미국의 뇌 수술 선구

자인 쿠싱(Harvey Williams Chshing, 1869–1939)에게도 많은 영

향을 끼쳤다.

복합 운동반사

1896년에 셰링톤은 척수의 기능을 마취 없이 연구하기 위하여 

동물에서 대뇌를 포함하는 신경계 상부구조를 제거하는 방법을 

적용해 보았다. 그런데 사지근육이 이완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모든 근육이 거꾸로 강직되면서 신전(extension)되는 현상이 관

찰되었다. 셰링톤은 이를 대뇌제거 경직(decerebrate rigidity)이

라고 명명하였다(실제 환자에서 중뇌 이상의 뇌에 광범위한 손상

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자세를 취하게 된다). 그리고 이 현상이 

상부 뇌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신경계의 억제 효과가 없어졌기 때

문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억제신경은 척수의 전외측 하방

경로(anterolateral descending tract of spinal cord)를 따라 내려가

는 것도 확인하였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대뇌제거 동물에서 복잡한 운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예를 들어 대뇌제거 고양이에서 오른쪽 앞

다리를 자극하면 이 다리를 앞으로 내밀고 동시에 오른쪽 뒷다리

는 뒤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며, 반대편 앞다리와 뒷다리는 오

른쪽과 반대의 움직임을 취한다. 이 자세는 바로 보행 자세에 해

당하며 보행을 가능케 하는 기본 반사다. 이를 토대로 셰링톤은 

보행이나 달리기와 같은 복합적인 운동도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개의 척수반사가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행동이 복잡해질수록 반사의 개수와 상호작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결국 가장 복잡한 행동은 대뇌피질에 존재하

며 수백만 개의 켜고 끄는 스위치의 조합이 있을 것으로 추론하

였다.

조건반사(학습된 반사) 

셰링톤은 반사라는 것은 뇌가 만들어질 때 이미 신경계에 존재하

는 것, 즉 타고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반사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파블로프(Ivan Pavlov, 1849–1936) 

(Fig. 10)다.10,11 어린 나이부터 지적 호기심이 매우 강했던 파블

로프는 러시아 정교회 목사였던 아버지의 강력한 반대(그는 파블

로프가 자신과 같은 길을 가기를 원했다)에도 불구하고 1870년

에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자연 과학을 전공하였고 1879년

에는 제국 의학사관학교에서 의사 자격증을 따게 된다. 파블로프

는 독일에서 잠깐 연구를 진행한 후 줄곧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

크에 머물면서 연구에 일생을 바쳤다. 특히 제국 실험의학 연구

소장을 45년간 역임하였고 의학사관학교의 생리학 과장직도 30
년간 수행하였다. 당시 러시아의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다른 유

럽 지역에 비하여 연구소 상황은 열악한 편이었지만 파블로프의 

새로운 실험기법의 발명은 곧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된다. 파블

로프의 원래 관심사는 소화기관과 순환계의 생리였다. 그는 특별

히 고안된 기구를 동물의 소화기관에 삽입하여 살아있는 동물에

서 직접 소화액을 수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서 신경계와 소화기 생리와의 관계를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

게 된 것이다. 특히 동물이 살아있는 채로 오랜 기간 동안 행동과 

생리적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실험 기법이라

고 할 수 있다. 

파블로프는 1901년부터 4년 연속으로 노벨상 후보에 오르게 

Fig. 10. Ivan Pavlov (1849–1936). Attribution 4.0 International (CC 
BY 4.0). Wellcome Collection.



되는데, 워낙 연구 분야가 다양하여 한 연구를 지정하기 힘들다

는 이유로 3년간 탈락하다가 마침내 미주신경이 위 소화액의 분

비에 미치는 영향과 췌장에 대한 뇌의 조절 능력에 대한 연구로 

1904년에 러시아인 최초로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하게 된다. 파

블로프는 이러한 연구 업적으로 레닌으로부터 칭송을 받기도 하

지만, 러시아의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하였고 그에 대

한 혐오를 숨기지 않았다. 1923년에는 러시아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사회공학적 실험(공산주의, 집단 농장 등)은 연구에 사용되

는 개구리 뒷다리 하나의 가치도 없다고 평가 절하하기도 하였

다. 4년 뒤에는 아예 스탈린에게 편지를 써서 그가 저지른 러시

아 지식인들에 대한 탄압을 비난하면서 자신이 러시아 사람인 것

이 부끄럽다고 하였다. 몰로토프에게도 자신이 아는 몇 사람에 

대한 부당한 기소를 재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진정으로 행동하는 

학자의 모범을 보여준 파블로프는 운명하는 순간에도 지적 추구

를 멈추지 않았고, 자신의 학생들을 옆에 두고 죽어가면서 자신

이 느끼는 감정을 받아적도록 하였다. 죽음의 주관적 경험을 알 

수 있는 귀중한 기회로 생각한 것이다. 

소화기에 대한 연구를 하던 중에 파블로프는 침샘에 관심을 갖

게 되는데,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연구로 판명되었다. 그 

이유는 동물이 먹지 않고 음식을 보기만 해도 침을 흘리기 시작

하기 때문이었다. 또 음식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분비되는 침

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태어

날 때부터 존재하는 신경계 반사로는 설명이 되지 않고, 동물이 

주위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소

견이었다. 이 사실에 고무된 파블로프는 그때까지의 자신의 전문 

연구분야인 소화기 생리 연구 대신에 신경계 학습에 대한 연구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이 연구 과정에서 파블로프의 유명한 종

소리 실험이 탄생하였다(Fig. 11). 동물에 먹이를 줄 때 종소리를 

같이 들려주는 과정을 반복하면 나중에 동물은 음식 없이 종소리

만 들어도 침을 흘리게 된다. 사실 파블로프는 불빛, 메트로놈 등 

종소리 이외에도 여러 자극을 사용하여 같은 결과를 얻었는데, 

어찌 되었든 이 종소리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 발견

은 동물이 종소리와 음식의 상관관계를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되었

다는 것을 나타내며, 바로 반사가 미리 조립된 신경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고 학습에 의해서도 출현할 수 있다는 결정

적인 증거가 되었다. 

파블로프는 동물과 인간에 있어서 학습의 기본 수단이 되는 것

이 조건반사라고 생각하였고 모든 학습된 행동은 이러한 조건반

사의 연속된 조합이라고 보았다. 즉 인간은 기계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조건반사와 비조건반사(학습에 의

해서 형성되는 반사가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반사, 예

를 들어 무릎 반사)의 연속적인 조합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마

음의 역할은 이러한 반사들이 일어나는 과정을 관찰하는 것에 불

과하고 직접 행동을 나타나게 하는 데는 별 작용을 하지 못한다

Fig. 11. Classical conditioning of Ivan Pavlov. Credit: Lectures on conditioned reflexes/Ivan Petrovich Pavlov; translated and edited by W. 
Horsley Gantt; with the collaboration of G. Volborth; and an introduction by Walter B. Ca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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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았다.

당시 미국에서는 심리학이 뜬구름 잡는 형이상학적 학문으로 

취급받던 시절이었다. 심리학에서 객관적인 접근법이 가능한 이

론을 찾고 있던 왓슨(John Broadus Watson, 1878–1948)은 인간

의 마음에 집중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물

리적 법칙을 발견하고자 노력 중이었다.12 1915년에 동료였던 래

슐리(Karl Lashley, 1890–1958)에 의해서 파블로프의 이론을 접

하게 되는데, 이 연결이 왓슨으로 하여금 반사에 기반을 둔 행동

심리학이라는 분야를 여는 기회를 주게 된다.

행동심리학은 자극-반응 심리학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이것

이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특정 행동의 출현에 환경의 영향

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왓슨은 제자인 라이너(Rosalie Rayner, 
1898–1935, 나중에 둘은 결혼한다)와 더불어 이 이론을 증명하

기 위하여 심리학 역사에서 악명이 높은 실험을 시행하게 된다. 

꼬마 알버트(Albert)라고만 알려진 9개월 된 아기를 대상으로 실

험을 진행하는데, 우선 알버트가 애완용 쥐와 친하게 지내도록 

시간을 준 후에, 쥐가 알버트가 있는 방에 들어오면 바로 망치로 

쇠 파이프를 때려 큰 소리가 나게 하는 방법으로 알버트를 놀라

게 만들었다. 이 과정을 7차례 반복하자 알버트는 소리가 없어도 

쥐를 무서워하게 되었고, 더 이상 쥐와 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을 보였다. 이 실험은 쥐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동물들과 심지어 

신타클로스 마스크와 같은 물건에도 적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반사 실험은 한 달 뒤 가족이 알버트를 데리고 갈 때까지 계

속되었다. 당시 왓슨은 이 조건반사를 완화하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아마도 이러한 알버트의 행동변화는 계속 지속되었

을 가능성이 높았다. 알버트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가 없다가 2009년에 와서야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알버트는 불과 6세에 뇌수종으로 죽었다고 한다(그래도 실험과

는 관련이 없다). 왓슨은 이후에 제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을 

당하며 존스 홉킨즈에서도 쫓겨나게 된다. 악명 높은 실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견과 이론은 20세기 초에 신경학과 심리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후 한동안 행동심리학 지지자들은 아무리 복잡한 행동도 과

거의 학습에 대한 반사의 연속현상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

각은 1930년에 왓슨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자

신에게 불특정한 12명의 영아를 주면 그들 모두를 임의로 지정

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도록 교육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이론은 사회공학에도 적용되어 스키너와 같이 사람의 행동이 

보상과 벌에 의해서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

타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기억의 흔적(Engram)

파블로프의 행동신경학은 이후 많은 학자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

다. 이중 래슐리는 파블로프의 이론을 객관적인 동물 실험을 통

해서 입증하고자 하였다(Fig. 12).13 1911년에 존스 홉킨즈에서 

왓슨의 지도를 받은 래슐리는 그와 함께 쥐 미로 찾기 과정에서 

여러 약물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이어서 학습에 관여하는 

대뇌 부위를 찾고자 하였다. 이 때 래술리는 뇌 외상 전문가인 프

란즈(Shepherd Franz, 1879–1933)로부터 동물의 뇌에 국소적인 

병소를 만드는 기술을 익힐 수 있었다. 파블로프는 자신의 조건

반사 이론을 설명하면서 개의 소리를 관장하는 뇌와 침을 흘리는 

행위를 지시하는 뇌 사이에 새로운 신경경로가 생겼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래슐리는 만일 이 이론이 맞는다면 이러한 학습

반사가 저장된 뇌 부위를 제거하면 이 반사 행동도 없어질 것이

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래슐리가 시행한 것이 뇌 기억의 흔적을 찾는 실험이

다. 쥐를 미로 테스트에서 훈련하여 빠른 길을 찾게 만든 후 쥐 

대뇌피질의 다양한 부분을 손상시켜 이 기억이 없어지는 것을 보

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실험의 결과는 래슐리의 예측과 전혀 달

랐다. 뇌 피질의 50% 가까이 제거해야 비로소 미로 찾기 기능이 

떨어졌고 이마저도 다시 교육을 하면 기능이 돌아오는 것이었다

(하등동물과 고등동물의 차이가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뇌 어느 

부분을 손상시켜도 마찬가지 결과를 얻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서 래슐리는 엔그램(engram, 기억의 흔적)에 관한 두 가지 명제

Fig. 12. Karl Lashley (1890–1958).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크기의 작용(mass action, 양 작용)이고 다

른 하나는 등가 법칙(equipotentiality)이다. 양 작용은 학습의 속

도와 정확도를 결정하는 것은 당시 가용한 대뇌의 양에 의해 결

정된다는 것이다. 대뇌 손상으로 학습이 영향을 받는 정도도 망

가진 대뇌의 양에 의하여 결정된다. 등가 법칙은 기억의 흔적은 

뇌 전체 피질에 같은 정도로 골고루 퍼져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부분의 대뇌가 파괴되어도 그곳과 연관된 다른 뇌 부분이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단순히 복합적인 

반사만으로 기억이 이루어질 수는 없고 동물의 다양한 행동을 관

장하는 상위 뇌 구조가 있을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래슐리는 이 

부분을 도식(schemata)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끝내 이

러한 도식이나 학습이 일어나는 자리는 찾지 못했다.

래슐리가 조건반사로 모든 학습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부정

함에 따라 학습의 기원에 대한 논의는 다시 혼란에 빠졌다. 이때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독창적이면서도 통찰력 있는 아이디어가 

래슐리의 제자인 헵(Donald O. Hebb, 1904–1985)에 의해서 제시

된다(Fig. 13).14 헵은 학습에 관한 이론을 제시한 신경생리학의 아

버지로 불리는 사람이다. 원래 소설가가 되고 싶어 했고 몬트리올 

지역의 초등학교 교장을 지내기도 했던 헵은,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고 고관절 염증으로 1년간 침대 생활을 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서 우연히 세링톤의 연구 결과를 접하게 된다. 이 논문에 자극을 

받은 헵은 침대 생활을 하면서도 척수반사에 대한 석사 논문을 썼

고, 곧이어 래슐리와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1937년에 몬트리올 신경센터(Montreal Neurological Inatitute)의 

펜필드와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헵은 이때 뇌의 외과적 

수술과 손상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수 있었다. 그는 환자

의 나이가 어린 경우 뇌의 특정 부분이 제거되어도 다른 부분이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

지 않고 손상된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 것을 관찰하였다. 헵은 

1948년에 몬트리올 맥길 대학의 교수로 임명되었고, 1949년 마침

내 ‘행동의 구조(Organization of Behavior)’라는 명저를 저술한다. 

일명 헵의 이론(Hebbian theory)이라고 불리는 학습 이론은 학

습과 기억이 간단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법칙에 의거한다는 것인

데, 그 법칙은 ‘신경세포 A가 근처에 있는 신경세포 B를 흥분시

킬 만한 충분한 신호를 반복적으로 주게 되면 어떠한 구조 또는 

대사의 변화가 일어나서 세포 A가 B를 흥분시키는 효율이 증가

한다’는 것이다(Fig. 14). 반복되는 자극이 세포 간을 연결하는 고

속도로를 만드는 셈이다. 이것은 헵의 법칙(Hebb’s law)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이 법칙은 인간의 마음의 작동법을 설명하면서 이 

과정을 기계적인 계산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공지

능의 탄생에도 기여하게 된다. 

헵은 학습에 이용되는 뇌 회로는 자극으로부터 운동으로 연결

되는 한 방향의 단순 회로가 아니며, 매우 많은 뇌세포가 관여하

는 순환 회로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순환 회로는 자극의 반복

Fig. 13. Donald Hebb (1904–1985). Open Collections.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에 의해서 강화될 뿐 아니라 자극이 끊겨도 계속해서 메아리처럼 

순환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다. 이뿐 아니라 이렇

게 강화된 회로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구조물이 바로 

시냅스라고 결론지었다. 순환 회로가 어느 정도 반복해서 돌면 

장기 기억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장기 기억이 형성되도록 신경계

의 변화를 일으키는 장소가 시냅스라는 것이다. 

헵은 학습에 환경의 자극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였고, 

여러 다양한 자극이 제공되는 환경에서는 뇌의 발달이 정상적으

로 잘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는 그러한 발달이 이루

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헵은 딸과 함께 집에서 쥐들을 키우

면서 다양한 환경에 노출하여 이 가설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헵

의 노력은 저소득 집안의 아이들에 대한 개선된 조기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하는 데도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어렸을 때 적절한 환

경에 노출된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이미 기능을 하는 신경세

포 조합들이 잘 형성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학습을 하는 데도 용

이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눈

길을 끄는 헵의 연구로 외부 자극을 단절시켜 심문 효과를 높이

는 기술의 개발(세뇌 과정과 유사한데 세뇌, 즉 brain washing은 

이때 나온 말은 아니고 이후에 중국에서 시행된 방법을 일컫는 

것이다)이 있는데, 일설에 따르면 이는 정부 기관의 요청으로 이

루어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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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Hebbian theory. A basic mechanism of synaptic plasticity wherein an increase in synaptic efficacy arises from the presynaptic cell’s 
repeated and persistent stimulation of the postsynaptic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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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ression has not been highlighted in the field of epilepsy research and treatment despite its harm-
ful effects on patients’ daily living. Depression in patients with epilepsy is still underrecognized and 
undertreated by neurologists due to a lack of training about the psychiatric aspects of neurological 
disorders, lack of knowledge about the management of depression and the use of antidepressants, 
lack of time in the outpatient setting, misconceptions about seizure risk with psychotropic medica-
tions, and lack of communication with psychiatrists. Therefore, it is critical to acknowledge depres-
sion in patients with epilepsy through education and the application of screening tools and establish 
evidence-based medicine for its treatment. The Neurological Disorders Depression Inventory for 
Epilepsy is the most efficient and practical screening tool for depression and is also effective to de-
tect suicidality in patients with epilepsy. The International League Against Epilepsy recently provid-
ed practical recommendations for the treatment of depression in patients with epilepsy. For mild de-
pression, psychotherapy is the first-line treatment, and where medication is used,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SSRIs) are first-choice medications. For moderate to severe depression, SSRIs 
remain the first-choice medications and psychotherapy can be combined with antidepressants. An-
tidepressant treatment should be maintained for at least 6 months following remission from a first 
depressive episode but it should be prolonged to 9 months in patients with a history of previous epi-
sodes and should continue even longer in cases of residual symptomatology until such symptoms 
have subsided and in those with severe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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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뇌전증 환자들은 뇌세포의 흥분에 의한 발작 증상뿐 아니라 다양

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고통받는다.1 그중에 우울증은 뇌전증 

환자의 삶에 악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정신적 질환으로 그 유병

률은 인구 기반 연구의 메타분석에 따르면 24%인데,2 이는 스코

틀랜드에서 1,098명의 새로이 진단된 뇌전증 환자의 장기간 관찰

연구에서 얻은 약물불응성 뇌전증(pharmacoresistant epilepsy)의 

유병률인 25%와 거의 유사하다.3 이렇게 유사한 빈도의 상황에

서 환자의 삶에 악영향을 끼치는 난치성 뇌전증은 그동안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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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해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우울증은 상대적으로 

그런 노력이 적었다. 

뇌전증과 우울증은 발생에서 양방향 관계(bidirectional 
relationship)가 성립된다. 즉 우울장애가 있는 사람이 뇌전증 유

병률이 높고, 뇌전증이 있는 사람이 향후 우울장애를 가질 확률

이 높다.4 그만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뇌전증을 보는 임상

의는 뇌전증 환자에서 우울증의 동반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

다. 뿐만 아니라 뇌전증 환자의 우울증은 여러 측면에서 환자의 

삶에 악영향을 끼친다. 우울증에 의한 자살률을 증가시키고, 환

자의 낙인을 유발하며, 복용 약물의 부작용을 증대시키고, 약물

이나 수술적 치료에 대한 반응을 낮추어 난치성 뇌전증에 도달하

게 하며 궁극적으로 환자 삶의 질을 저하한다.5 우울증을 가진 뇌

전증 환자는 발작 형태나 지속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의

료비 지출이 증가한다.6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뇌전증이 동반

하는 우울증을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도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본론

1. 뇌전증 환자의 우울증은 어떻게 진단하나?

우울증이 뇌전증 환자에서 흔하고 환자의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주지만 아직까지 많은 환자들이 제대로 진단을 받지 못하고 있

다. 만성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병원 기반 연구에 의하면 현재 

주요우울장애(current major depressive disorder, current MDD)를 

가진 환자의 43%, 경도우울장애(minor depressive disorder)를 가

진 환자의 68%, 그리고 평생 MDD (lifetime MDD)를 가진 환자

의 38%가 제대로 진단받지 않았고 치료도 받은 적이 없다고 보

고하였다.7 국내의 MEPSY (multicenter trial of epilepsy and 

psychiatric diseases) 연구에서도 등록 당시 현재 MDD로 진단된 

환자의 2/3는 이전에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8 

뇌전증 환자가 정신건강 관리를 제때 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는 환자를 진료하는 신경과 의사가 전공의 과

정에서 뇌전증의 정신과적 문제에 관해 적절한 수련을 받지 못한 

이유로, 둘째는 정신장애 치료에 필요한 항정신약물을 사용하는 

데 충분한 지식이 없어 익숙하지 못한 이유로, 셋째는 의사가 바

쁜 외래진료 중에 뇌전증 환자의 정신과적 문제를 물어볼 시간이 

부족한 이유로, 넷째는 항정신약물이 발작을 악화시킨다는 잘못

된 관념 때문에, 다섯째는 뇌전증의 정신과적 질환 동반에 대한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부재 때문에, 마지막은 뇌전증 진료

에서 신경과 의사들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 사이에 소통이 거

의 없다는 등의 이유이다.9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뇌전증 환자

들의 우울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신경과 및 뇌전증학회 차원의 

우울증에 대한 교육과 우울증 여부를 간편하게 인지할 수 있는 

선별검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다음은 뇌전증 환자

의 우울증 진단에 필요한 간편한 검사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간이 국제 신경정신과적 면담(Mini International Neuropsychiatric 

Interview) 

우울장애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ition (DSM-IV)의 제1축 장애

를 위한 구조화 임상면담(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

IV axis I disorders) 같은 정신과 면담이 필요하다.10 하지만 이러

한 검사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면담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

어 바쁜 외래에선 불가능한 검사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우

울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정신장애를 1시간 이내로 진단할 수  

있는 정신과적 면담이 간이 국제 신경정신과적 면담 (Mini 
International Neuropsychiatric Interview, MINI)이다.11 MINI는 

한글판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으며,12 우울증과 관련된 주요 우

울삽화, 기분저하증, 자살경향성 및 조증삽화를 진단할 수 있다.

2) 뇌전증 신경장애 우울척도(Neurological Disorders Depression 

Inventory for Epilepsy)

뇌전증 환자에서 동반되는 MDD를 간단하게 선별하는 설문검사

인 뇌전증 신경장애 우울척도(Neurological Disorders Depression 

Inventory for Epilepsy, NDDI-E)는 미국에서 처음 개발되었고,13 

이후 유럽을 비롯한 남미, 아시아 국가들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

는 검사이다. NDDI-E는 6개의 우울증과 관련된 간단한 질문과 

함께 증상의 강도에 따라 4등급의 점수를 매긴다. 각 문항 점수

의 합이 총점으로 그 분포는 6–24점까지이며, 미국에서는 15점

을 MDD를 진단하는 절단점(cutoff score)으로 제시하였다. 

NDDI-E는 6개의 문항이 뇌전증 약의 부작용에 의한 신체적 증

상을 배제하고 순수한 우울증 증상만을 물어보도록 되어 있으며, 

4번 문항은 자살 사고를 묻는 것으로 우울증에 의한 자살경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NDDI-E는 작성 시간이 3분 미만으로 환

자가 외래에서 대기 중에 빠르게 작성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타

당도 연구를 통해 한글판으로 번역되어 Korean version of the 

NDDI-E (K-NDDI-E)로 명명되었으며, MDD를 진단하는 절

단점은 11점으로 미국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Table 1).14 대한

뇌전증학회에서는 K-NDDI-E의 상용화를 위해 누구든지 학회 

홈페이지(http://www.kes.or.kr/)에 접속하여 내려받을 수 있도

록 게재하고 있다.

3) 벡 우울척도-II (Beck Depression Inventory-II)

벡 우울척도-II (Beck Depression Inventory-II, BDI-II)는 

DSM-IV의 발표로 개정된 우울증 진단기준에 근거하여 1996년

에 개발된 설문검사로,15 1961년에 개발된 BDI와 동일하게 우울

증과 연관된 21문항으로 구성된다. 최근 2주간의 증상을 묻고, 

각 문항마다 증상의 강도에 따라 0–3점을 주며, 총점의 범위는 

http://www.kes.or.kr/


0–63점이다. 점수 분포에 따른 진단으로 0–13점은 정상, 14–19
점은 가벼운 우울, 20–28점은 중등도의 우울, 29–63점은 심한 

우울이라고 제시하였다. 국내의 주요 우울증 환자군과 정상 대조

군을 대상으로 한 타당도 연구에서 우울증을 시사하는 절단점은 

18점이었다.16 일반적으로 우울증 치료의 효과를 알아보는 척도

는 점수가 50% 이상 낮아지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BDI-II는 사용 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4) 환자건강설문지-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와 PHQ-2

환자건강설문지-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은  

DSM-IV의 진단기준에 의거하여 지난 2주간의 무쾌감, 우울감, 

수면의 변화, 피로감, 식욕의 변화, 죄책감, 무가치감, 집중력 저

하, 좌불안석 또는 쳐진 느낌, 자살 사고의 9가지 요소로 구성되

어 있으며, PHQ-2는 무쾌감과 우울감의 2가지 요소로만 구성되

어 있다.17 각각의 요소는 증상의 지속 정도에 따라 0–3점까지로 

채점이 되어 총점은 PHQ-9가 27점, PHQ-2가 6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의 심각도가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 국내의 정신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PHQ-9의 타당도 연구에서는 우울증

의 심각도를 0–4점을 우울증이 아님, 5–9점을 가벼운 우울증, 

10–19점을 중간 정도 우울증, 20–27점을 심한 우울증으로 분류

하였다.18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타당도 연구에서는 MDD
를 시사하는 절단점이 PHQ-9은 8점, PHQ-2는 1점이라고 보고

하였다.19 뇌전증 환자에서 우울장애 진단 시 주의할 점은 뇌전증 

약의 부작용에 의해 인지기능 및 신체장애가 발생하고 이런 증상

들이 PHQ-9의 총점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울

증에 특이한 무쾌감과 우울감 문항에 가중치를 두고 총점을 판단

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는 PHQ-2가 PHQ-9보다 우울장애에 

대한 특이도가 더 높을 수 있다. PHQ-9은 우울장애의 진단뿐 

아니라 우울증의 치료 효과를 판단하는 데도 유효하다. 일반적으

로 총점이 4점 이하이면 우울증이 완화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

하고, 우울증 치료 후 5점 이상 감소하면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판정한다.20 

5) 기분장애 설문지(Mood Disorder Questionnaire)

우울증은 양극성장애(bipolar disorder)의 한 증상일 수 있다. 기

분장애 설문지(Mood Disorder Questionnaire, MDQ)는 양극성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 양극성 증상들을 물어보는 설문검사이

다.21 조증 또는 경조증의 증상들이 과거에 있었는지 13개의 문

항을 통해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고, 추가 기준으로 이 증상

들이 동일한 시기에 발생했는지, 증상으로 인한 기능상의 문제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답하도록 한다. 13개의 문항 중 7개 이상에서 

‘예’라고 대답한 경우, 이 증상들이 동일한 시기에 나타난 경우, 

이 증상들로 인해 중등도 이상의 문제가 초래되는 경우의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할 때에 양극성장애가 있다고 판단한다. 국내의 

타당도 연구에 의한 Korean version MDQ는 13개의 문항 중 7
개를 만족하기만 하더라도 2가지 추가 기준에 관계없이 양극성

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22 

2. 뇌전증 환자의 우울증은 어떻게 치료하나?

뇌전증 환자의 우울증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증상을 완전관해

(complete remission)시키는 것이지만, 뇌전증의 우울증을 어떻

게 치료할지에 대한 근거중심의학은 아직 성립되지 않았다. 하지

만 기본적으로 치료 방식은 일차성 우울증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항우울제를 사용하는 약물치료(pharmacotherapy)와 인지행동요법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BT) 같은 심리치료(psychotherapy)
로 나뉜다. 

1) 뇌전증 약의 조절

우울증에 대한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감행하기 전 환자의 우울

증이 뇌전증 약에 의한 의인효과(iatrogenic effect)인지를 감별하

는 것이 중요하다.9,23-26 첫째로 우울증을 잘 유발하는 뇌전증 약

인 페노바르비탈, 벤조디아제핀, 토피라메이트, 조니사마이드, 

비가바트린, 레비티라세탐, 페람파넬이 특히 정신질환력이나 가

족력을 가진 환자에게 투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는 정

신질환력이나 가족력을 가진 환자에게 기분을 안정화하는 특성

을 가진 뇌전증 약인 카바마제핀, 옥스카바제핀, 발프로에이트, 

Table 1. The Korean version of the Neurological Disorders Depression Inventory for Epilepsy (K-NDDI-E)
Please circle the number that best describes your feelings over the past 2 weeks including the day of the assessment.　
Always or often Sometimes Rarely Never

Everything is a struggle 4 3 2 1
Nothing I do is right 4 3 2 1
Feel guilty 4 3 2 1
I’d be better off dead 4 3 2 1
Frustrated 4 3 2 1
Difficulty finding pleasure 4 3 2 1

A cutoff score of major depressive disorder is 11.
Adated from Ko et al.14 (Epilepsy Behav 2012;25:539-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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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모트리진을 쓰다가 갑자기 중단한 것은 아닌지를 확인한다. 셋

째는 선택세로토닌재흡수억제제(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SSRIs)와 같은 항우울제를 쓰고 우울증이 좋아진 환

자에게 효소유발 뇌전증 약인 카바마제핀, 페니토인, 페노바르비

탈을 추가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다. 즉, 효소유발 뇌전증 

약이 항우울제의 대사를 촉진하여 효과를 떨어뜨린 것인지 확인

한다. 넷째는 우울증이 아닌 양극성장애 환자에게 항우울제를 투

여하는 경우로, 이때는 조증이 더 악화되어 양극성장애가 심각해

진다. 이런 경우 항우울제를 중단하고 기분을 안정화하는 특성을 

가진 뇌전증 약을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우울증의 치료원칙

최근에 국제뇌전증퇴치연맹 정신과학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성인 

뇌전증 환자에서 우울증의 치료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과 뇌전

증 이외의 우울증에 대한 치료에서 존재하는 지침과 권고사항을 

종합하여 뇌전증 환자의 우울증에 대한 치료의 임상진료 권고사

항을 만들었다.26 이에 따르면 경증 우울증의 경우 심리치료를 우

선 고려하고, 약물을 사용한다면 항우울제 중 SSRIs가 첫 선택 

약물이라 하였다(Level B). 중증도 또는 중증 우울증의 경우 

SSRIs 사용을 우선 고려하고, 이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미약하거나 

없을 때는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억제제(serotonin and 

norepinephrine reuptake inhibitors, SNRIs)인 벨라팍신으로 대

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였으며, 항우울제의 효과가 미약하면 심

리치료를 병행할 것을 권고하였다(Level C). 또한 자살 행동의 과

거력이 있는 환자는 항우울제 투여 첫 1주간 행동의 변화를 면밀

히 관찰하고 만약 자살 사고나 의도가 있다면 응급으로 정신건강

의학과 의사에게 의뢰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병

동에 입원하는 것을 권유하였다. 항우울제 투여 후 중증 우울증

이 동반되면 항우울제 과용량 투여에 의한 증상인지 확인할 필요

가 있으며, 환자가 정신병적 우울증(psychotic depression)을 보

이면 응급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의뢰하고 치료를 한다

면 항우울제에 항정신제제를 복합 투여하도록 권유하였다. 일반

적으로 SSRIs는 뇌전증 환자에서 발작의 악화를 초래하지 않는

다고 보았다(Level C). 항우울제 투여 기간은 첫 우울증상으로부

터 완전관해 후 적어도 6개월간 유지해야 하며, 이전에 우울증의 

병력이 있었던 환자는 완전관해 후 9개월까지 치료 기간을 연장

해야 하고, 중증 우울증이거나 잔여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그 증

상이 사라질 때까지 치료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외 SSRI 단독요법 강화전략으로 다른 기전의 항우울제나 항정신

제제를 병합할 수 있으며, 성요한초(St. John’s-Wort), 전기경련

요법, 광치료, 운동, 미주신경 자극술, 반복 두개경유자기자극 등

이 우울증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3) 우울증의 약물치료

새로이 진단된 뇌전증 환자뿐 아니라 외래를 방문하는 뇌전증 환

자에게 1년에 1번 정도는 NDDI-E나 PHQ-9를 이용하여 우울

증을 선별해야 한다. 우울증이 뇌전증에 미치는 여러 악영향을 

고려하여 경증이라도 그냥 관찰하면 안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

해야 하는데, 치료를 위해서는 항우울 효과뿐 아니라 발작에 안전

하고 부작용이 적은 SSRIs가 첫 번째 선택조건이 되며, SSRIs에 

효과가 없으면 SNRIs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우울증을 가진 뇌

전증 환자의 40%–75%는 불안증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SSRIs 
및 SNRIs는 이것의 치료에도 효과적이라고 하였다(Table 2).27 

SSRIs의 경우 도입 단계에 용량을 급속히 올리면 발작이 증가

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용량으로 2주 간격으로 서서히 올리도

록 한다. 어떤 종류의 SSRIs를 사용해야 하는지는 약제 간의 상

호작용, 특수 항우울제에 대한 반응이나 실패의 과거력, 항우울

제 사용의 가족력, 환자의 상황이나 동반질환 등을 고려하여 결

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시탈로프람과 설트랄린이 초기 약물치료

로 권장된다.26-29 한편 우울증의 고전적 약물치료제인 아미트립

틸린은 세로토닌 수용체뿐 아니라 노르에피네프린, 아세틸콜린, 

히스타민 수용체에 작용하여 강력한 항우울작용을 가지나, 하루 

권장 용량이 150–300 mg으로 심장독성, 녹내장, 정신착란 등 심

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에 일차약제로 권고되지 않는다.27 

Table 2. The effect of SSRIs and SNRIs on primary depression and anxiety disorders
Antidepressants Inhibitor Depressive disorder Panic disorder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Starting dose (mg/day) Maximum dose (mg/day)
Paroxetine (Paxil) SSRI + + + 10 60
Sertraline (Zoloft) SSRI + + 25 200
Fluoxetine (Prozac) SSRI + + 10 80
Citalopram (Celexa) SSRI + 10 60
Escitalopram (Lexapro) SSRI + + + 5 30
Fluvoxamine (Luvox) SSRI + + + 20 80
Venlafaxine (Effexor) SNRI + + + 37.5 300
Duloxetine (Cymbalta) SNRI + +/– + 30 120

SSRI,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SNRI, serotonin and norepinephrine reuptake inhibitor.
Modified from Kanner27 (Epilepsia 2013;54 Suppl 1:3-12) according to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약물의 치료 단계는 급성기 치료, 지속기 치료 및 유지기 치료

로 나뉜다.26-29 급성기 치료는 항우울제의 반응을 보이는 가장 효

과적인 용량을 찾는 시기로, 증상 완화를 목표로 하며 보통 6–12
주가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 임상의는 환자의 우울증이 악화하

거나 자살 충동이 있는지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2
주 간격으로 환자와 만나서 약물치료를 잘 받도록 권유하고 자살 

충동이나 약물 내성 등을 포함하는 약물의 부작용을 감시할 수 

있다. 약물의 반응기는 우울증상이 50% 이상 호전되는 시기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약물치료 후 첫 8주 내에서 관찰된다. 주의할 

점은 SSRI를 특히 우울 및 불안을 동시에 가진 환자에게 투여할 

시 치료 시작 후 얼마 되지 않아 안절부절 하거나 경증 불안증이 

발현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때는 1, 2주간 클로나제팜 0.5–1 

mg/day를 같이 줄 수 있다. 지속기 치료는 약물에 의한 우울증상

이 100% 호전되는 시기인 완전관해기 후 4–9개월 동안 치료하

는 것으로, 완전관해기의 지속을 목표로 하며 아울러 우울증의 

악화가 있는지 감시하고 이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약물에 

의한 증상의 완전관해기는 환자의 50%는 약물치료 후 첫 6개월 

내에, 67%는 2년 내에 경험하게 된다. 완전관해기가 6–12개월 

지속될 때 약물에 의한 증상의 회복기라고 정의하며, 약물을 중

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만약 이 시기 이전에 약물을 중지하게 

되면 증상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고 우울증이 더 악화하기도 한

다. 즉 증상이 남아있는 환자에게 약물을 중지하게 되면 1년 내 

환자의 80%가 재발하는 반면에,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 약물을 

중지하면 1년 내 20%만 재발한다고 한다. 유지기 치료는 재발을 

막기 위해 회복기 후 1년 또는 그 이상에서 약물치료를 지속하는 

것이다. 유지기 치료 전 3번 또는 그 이상의 재발을 보인 경우, 

지속기 치료에도 불구하고 잔여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 자살 위

험, 정신병증 등이 동반된 환자들에게 적응증이 된다. 이와 같은 

치료 단계를 토대로 뇌전증 환자에서 우울증의 약물치료 기간은 

첫 우울증상을 가진 경우는 완전관해기 후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며, 2번 이상의 우울증상이 반복된 경우는 완전관해

기 후 최소 9개월 이상의 치료 유지가 필요하다. 치료가 완료된 

후 약물을 갑자기 중단하면 감각장애나 보행실조 등의 금단증상

이 특히 반감기가 짧은 파록세틴에서 잘 발생하기 때문에 조심하

여야 한다. 

SSRIs와 SNRIs의 유해효과는 일차성 기분장애 환자의 약 

20%–30%에서 보고되며, 주로 초기에는 불안 및 초조를 보이고, 

이후 오심, 복통 등의 위장관 증상, 식욕 및 체중의 변화, 성기능

장애와 드물게는 불수의적 운동을 보인다.27,30 특히 SSRIs를 체중

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가진 발프로에이트, 가바펜틴. 프레가발

린, 카바마제핀과 같이 복용하면 체중 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난

다. SNRIs 계열 중 벨라팍신은 고혈압을 유발하고, 둘록세틴은 

고혈압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간질환이나 녹내장을 가진 환자에

게는 피하여야 한다. 모든 SSRIs 계열 약물이 성기능장애를 유발

하지만 시탈로프람, 에스시탈로프람 및 SNRIs 계열 약물들은 그 

빈도가 적다. 여러 인구 기반 연구들을 보면 SSRIs는 골다공증을 

유발하며, 특히 효소유발 뇌전증 약과 함께 복용하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다. 모든 SSRIs는 저나트륨혈증을 유발하므로 증상

을 악화시키는 카바마제핀, 옥스카바제핀, 에슬리카바제핀은 사

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모든 SSRIs는 출혈의 위험성을 가지므로 

발프로에이트와 사용할 시 주의를 요한다. 

임상의가 SSRIs와 SNRIs 중에 어느 것을 첫 번째 약물로 선택

할지에 대한 고려사항들이 있다. 첫째로 우울증이 동반하는 증상

인데, 불안증을 동반하는 환자에겐 SSRIs가 효과적이지만 우울

증이 피로나 느린 사고(slow thinking)를 동반하는 경우는 SNRIs
가 효과적이다.31 둘째로 뇌전증 약과의 약물동력학적 상호작용

이다. SSRIs 계열 약물들은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시토크롬 P450 

동종효소의 억제제이다. 예를 들어 플록세틴과 설트랄린은 혈중 

페니토인, 카바마제핀 농도를 높인다. 뇌전증 약과 억제적 상호

작용이 가장 작은 약물은 시탈로프람과 에스시탈로프람이고, 그 

다음이 설트랄린으로 경도의 억제효과를 가지며, 파록세틴과 플

루옥세틴이 중등도 억제효과, 그리고 플루복사민이 최대 억제효

과를 가진다.27 반면 SNRI계 약물들은 뇌전증 약과 상호작용이 

거의 없다. 한편 뇌전증 약이 항우울제의 혈중 농도에 영향을 끼

칠 수 있다.9,27,30,32 특히 1세대 약물인 페니토인, 페노바르비탈 및 

카바마제핀은 시토크롬 효소의 유도제로 항우울제의 혈중 농도

를 감소시킨다. 옥스카바제핀과 토피라메이트도 고용량에서는 

효소유도제로 작용한다. 하지만 가바펜틴, 프레가발린, 라모트리

진, 레비티라세탐, 조니사마이드, 클로바잠, 비가바트린 및 페람

파넬은 항우울제의 혈중 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약물들이다. 

결국 효소유도제와 사용되는 설트랄린, 파록세틴, 시탈로프람 및 

모든 삼환계항울제 약물들은 25%–30% 더 용량을 증가하여 복용

해야만 한다. 반면에 효소억제제인 발프로에이트는 아미트립틸

린과 노르트립틸린의 혈중 농도를 50%–60% 상승시키므로 주의

해야 한다.

항우울제를 뇌전증 환자에게 투여할 때 임상의들의 관심사 중 

한 가지는 이 약제들이 발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지 않을까 라

는 것이다. 이것은 우울증을 가진 뇌전증 환자에게 항우울제 사

용을 꺼리는 주요소로 작용한다. 여러 문헌을 고찰해 보면 모든 

약제가 과용량과 대사저하로 인해 혈중 농도가 많이 높아지게 되

면 발작이 유발된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치료 농도에서도 발작을 

유발하는 항우울제는 클로미프라민, 마프로틸린, 아목사핀과 부

프로피온이 있다.33 비록 이런 약제들이 발작을 유도할 수 있지만 

약제의 효과를 떠나 단지 우울장애가 발작을 악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므로 적절한 항우울제 투여는 우울증을 감소시

켜 발작을 예방하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www.jepilia.org

Epilia: Epilepsy Commun 2022;4(2):49-56

53



www.jepilia.org

Diagnosis and Treatment of Depression in Patients with Epilepsy

54

4) 우울증의 심리치료

뇌전증 환자에게 심리치료를 시행하면 우울증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최근에 코크란 검토를 통해 판명되었다.34 

이를 바탕으로 국제뇌전증퇴치연맹 심리학 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성인 및 아동 뇌전증 환자의 심리치료에 대해 근거중심 권고사항

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따르면 뇌전증 환자의 인지기능 장애, 우

울 및 불안증 등을 치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심리치료

를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다고 권고하였다.35 심리치료의 대표적

인 방법으로 CBT가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거의 불

편을 느끼지 않을 생각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해하거나 혹은 두려움을 느끼

고 우울증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사고의 틀이나 패턴 자체를 실

제적인 실습요법에 의해 개선해 나가는 치료방법이다. 2009년 

미국에서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CBT와 설트랄린의 비교연

구에 의하면, MDD를 가진 뇌전증 환자의 60%가 CBT를 통해 

완전관해에 도달하였고 이는 설트랄린의 효과에 버금가는 것이

라고 보고하였다.36 이후 2012년까지 발표된 6개의 무작위 통제

연구와 7개의 사례분석을 통해 체계적 검토를 한 결과 CBT는 뇌

전증 환자의 우울증을 의미 있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판명

되었다.37 CBT는 우울증상이 경증에서 중등도인 경우 단독으로, 

또는 약물치료와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우울증상이 심하거

나 정신병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도 약물치료와 병행하여 시행

할 수 있다.26  

5) 정신건강의학과에 의뢰하는 우울증

우울증을 가진 뇌전증 환자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의뢰하

는 경우는 자살 위험성이 높거나, 정신병적 증상을 가지며 우울

증이 양극성장애의 한 부분이거나, 적절한 용량의 서로 다른 계

열의 항우울제 두 종류를 사용해도 완전관해에 도달하지 못한 경

우이다.27,31 그 외에는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신경과 의사가 약물

의 부작용과 상호작용을 고려하고 환자와의 밀접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적절한 항우울제를 선택한다면 충분한 치료효과를 기

대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1월에 신경과의 SSRIs와 SNRIs의 

60일 처방 급여 제한이 법적으로 폐지되면서 이제는 신경과 의

사도 항우울제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무분별한 남용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 증가와 정부의 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므

로 임상의는 우선 약물치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이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결론

뇌전증 환자의 약 1/4은 우울증을 가지며 그 빈도는 난치성 뇌전

증일 경우 더 증가한다. 뇌전증 환자의 우울증은 자살 위험성을 

높이고, 난치성 뇌전증을 유발하며, 약물의 부작용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복용순응도를 낮추어 약물치료를 어렵게 만든다. 또한 

다양한 사회·심리학적 및 정신·신체적 영향을 끼쳐 궁극적으로 

환자의 삶의 질은 매우 낮아지게 된다. 이런 이유들로 뇌전증 환

자를 보는 임상의는 환자에게 우울증이 동반되어 있는지를 확인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바쁜 외래진료에서 간단히 

우울증을 선별하는 NDDI-E 설문지 검사가 개발되었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울증을 진단하면 즉각적인 치

료를 시작해야 하는데, 뇌전증 약에 의한 우울증상이 아니라면 

경증의 우울증에는 심리치료가 우선 추천되며 경우에 따라 

SSRIs나 SNRIs 등의 약물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중등도 또는 

중증의 우울증인 경우 약물치료가 원칙이며 여기에 심리치료인 

CBT가 약물치료와 병행되면 좀더 효과적일 수 있다. SSRIs와 

SNRIs의 60일 처방 제한이 풀린 지금 항우울제를 무분별하게 사

용하기 보다는 약물 사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여 합당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

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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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statins were developed as drugs to suppress cholesterol synthesis, they also prevent vascular 
diseases as off-target effects. Numerous experimental and clinical studies have proven that statins 
could be beneficial for reducing ictogenesis and epileptogenesis. We aimed to summarize and elabo-
rate on up-to-date evidence of the role of statins in epilepsy and consider the mechanisms responsi-
ble for their beneficial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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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스타틴(statin)은 간 내에서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용체를 증가시

켜 혈액 내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줄임으로써, 심혈관질환의 일차

와 이차 예방에 효과를 보이는 약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후 

simvastatin을 이용한 연구에서 콜레스테롤의 농도와 상관없이 

모두 주요 혈관질환의 발생률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서, 콜레스

테롤 비의존적인 부가 효과, 예를 들어 항혈전, 혈관 생성, 항염

증, 항산화 효과가 스타틴의 효과의 중요한 측면임이 밝혀졌다.1 

스타틴은 acetyl-CoA로부터 콜레스테롤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속도제한효소인 β-hydroxy β-methylglutaryl-CoA (HMG-CoA) 

환원효소를 억제한다.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중간 산물인 geranyl 
pyrophosphate와 farnesyl phosphate이 스타틴에 의한 부가 효과

와 관련되어 있다. 1987년 lovastatin이 미국 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승인한 이후 8개 종류의 스

타틴이 처방되고 있는데, 공통구조인 dihydroxypentanoic acid이 

약리적 작용을 하며 각기 다른 나머지 부분이 약동학적 성질을 

결정하게 된다. 

스타틴이 뇌내로 들어오는 과정은 스타틴이 수용친화적

(hydrophilic)이냐, 지용친화적(liphophilic)이냐에 따라 다르다. 대

표적으로 atorvastatin, lovastatin, simvastatin, fluvastatin, 

pitavastatin은 지용친화적으로 수동적으로 혈액뇌장벽을 투과하

나, 수용친화적인 pravastatin, rosuvastatin은 organic anion 

transporting polypeptide와 같은 특이 수용체를 통해 뇌 안으로 통

과된다.2 

본론 

1. 스타틴의 발작 억제

스타틴을 이용하여 발작 억제력을 실험한 동물 연구는 많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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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atorvastatin을 사용한 연구가 가장 많은데, N-methyl-D-

aspartate (NMDA) 수용체를 자극하는 kainic acid를 주입하여 발

작 유발 전 7일 동안 10 mg/kg를 투여하면, 발작 유발 1–2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발작의 횟수가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게 된다.3 

흥미롭게도 스타틴을 발작 유발 이후에 주입했을 때는 발작 억제

효과가 없었다. Atorvastatin은 pentylene tetrazol이나 quinolinic 
acid4로 유발된 발작에서도 같은 억제효과를 보였다. 그 외의 스

타틴으로 lovastatin, simvastatin이 kainic acid 유발 발작을 억제

하는 효과를 보였으며, 미국 국립보건원(U.S. National Institution 

of Health)의 발작 억제제 스크리닝 프로토콜의 핵심모델인 

audiogenic seizure 모델을 이용한 연구에서 대부분의 스타틴이 발

작 억제효과를 나타냈다. 

2. 스타틴의 뇌전증 발생 억제

뇌전증은 한 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뇌손상 이후 뇌

신경 조직이 발작에 유리한 환경, 즉 발작의 역치를 낮추는 방향

으로 서서히 변해가다가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자발적인 발작이 

반복되는 상황이 되게 된다. 현재까지 사람에서 뇌전증 발생을 

억제한다는 증거를 가진 어떠한 약제도 개발되지 못했다. 뇌에 

화학자극 또는 전기자극 등을 주고 수주 또는 수개월 후 발생하

는 자발 발작모델 실험은 어려운 점이 많다. 실험기간이 길어 장

기간 동안의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발작 수가 충분히 많아야 약

효를 비교할 수 있으며, 발작이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

므로(clustering)5 결과 해석 시 유의하여야 한다. 

WAG/Rij 쥐 모델은 결신뇌전증의 유전자 동물모델인데, 스타

틴을 17주 투여하고 5개월 후 뇌파로 극서파(spike and wave)의 

수를 비교하였을 때, 대조군에 비해 atorvastatin과 simvastatin 투

여군에서 현저히 적었다. 투여량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났는데, 

atorvastatin 5 mg/kg에는 대조군과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10 mg/kg에서는 효과를 보였다.6 참고로 10 mg/kg의 용량은 임

상에서 환자에게 처방하는 기본 용량인 10 mg의 10배 정도에 해

당하는 용량이다. 스타틴의 투여 기간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Kainic acid로 일정 기간 발작 지속상태를 유지한 4–6개월 후의 

뇌파 모니터링 실험에서 simvastatin을 초기 14일만 투여하고도 

극파의 수가 대조군에 비해 의미 있게 줄어들었다.7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 atorvastatin을 전기자극 유발 발작 지속상태 전후 14일

간 투여하고 6주 후 뇌파를 모니터링하였을 때 발작이 줄지 않다

는 결과도 있으므로,8 투여 용량 못지않게 투여 기간도 중요한 실

험적, 임상적 고려사항이 되겠다. 

3. 스타틴의 발작 발생 억제와 뇌전증 발생 억제 기전

스타틴의 발작 억제 기전 중 하나는, 흥분성 신경전달물질인 

glutamate와 그 수용체의 감소 및 억제성 물질인 GABA 

(γ-aminobutyric acid)와 그 수용체의 증가이다. 그 외에 신경염

증 반응도 발작 전후에 증가하는데, 뇌 내의 염증성 사이토카인 

증가와, 말초혈액으로부터 뇌로 전달되는 염증세포의 동원이 모

두 관여한다. 염증성 사이토카인, 예를 들어 interleukin (IL)-beta
는 COX-2와 함께 NMDA 수용체의 증가를 일으켜 발작 유발 

및 악화에 관여한다. 실험적으로 발작 지속상태를 유발하게 되면, 

세포사와 아교세포증가가 일어나고 이상 신경 네트워크가 형성된

다.6,9 이런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자발 발작의 영역, 즉 뇌전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 스타틴이 관여하게 된다(Fig. 1). 

1) 신경전달물질에 작용

스타틴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춤으로써 세포막 성분 변화를 일

으켜 NMDA 매개성 흥분 독성과 AMPA 수용체(α-amino-3-

hydroxy-5-methyl-4-isoxazolepropionic acid receptor)의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10 또한 스타틴은 중간 산물인 isoprenoid 

합성을 저해함으로써, GTPase 신호체계를 방해한다.11 하지만 

스타틴에 의한 뇌 내 콜레스테롤의 변화는 매우 미미하여, 콜레

스테롤의 뇌 내 농도 자체의 변화가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

라는 것이 정설이다. 스타틴은 시냅스(synapse)에서 glutamate의 

재흡수를 회복시켜 흥분성을 감소시킨다.

2) 세포 보호 효과

발작 유발에 따른 해마의 세포사를 스타틴이 억제하는 효과가 있

다. Kainic acid3,7 모델과 quinolonic acid4 모델에서 atorvastatin 

또는 simvastatin이 발작 유발에 따른 세포사를 줄이는 효과를 보

였다. 세포사가 자발 발작, 즉 뇌전증 발생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

만, 스타틴에 의한 세포 보호 효과는 이후에 발생하는 발작파의 

양을 줄이는 데에 관여할 것으로 추측된다. 스타틴의 세포 보호 

효과에는 세포자멸사를 유발하는 Mst1의 억제가 관여하고,12 gli-
al cell-derived neurotrophic factor와 같은 신경영양인자(neuro-
trophic factor)의 증가도 기전의 하나로 제시되었다.13 PI3K/Akt 
인산화는 세포의 생존과 증식에 중요한 신호전달체계인데, 스타

Fig. 1. Diagram of statin effect on ictogenesis and epileptogenesis. 
GABA, γ-aminobutyr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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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이 이를 증가시키며 세포자멸사와 연관되는 Bax, caspase3 등

의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끼친다.4,14 

3) 지질 과산화(lipid peroxidation) 억제

자유 라디칼(free radical)은 세포막에서 전자를 빼앗아 세포 손상

을 일으키는데, 스타틴은 산화 형태의 글루타치온(glutathione)을 

증가시켜 지질과산화를 억제함으로써 세포사를 억제한다.9 또한 

산화질소(nitric oxide)는 저농도에서 대개 자유 라디칼을 청소하

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스타틴은 혈관 내피세포, 평활근세포, 아

교세포에서 산화질소 합성효소(nitric oxide synthase)를 증가시

키고, 이로 인해 산화질소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15 

4) 글리코겐 생성효소 인산화효소 3β (glycogen synthase kinase 

-3β)

글리코겐 생성효소 인산화효소 3β (glycogen synthase kinase-3β, 

GSK-3β)는 신경세포의 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자이면서 신

경세포의 생존과 축삭돌기(axon)의 성장에 관여하는데, 발작을 

유발하면 이 단백질의 양의 증가하므로 뇌전증 치료의 목표 중 

하나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스타틴은 발작 후 GSK-3β의 증

가를 억제한다.16 

5) 신경염증 억제

스타틴은 신경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신경염증과 뇌전증 

발작을 모두 다루기에는 지면의 제한이 있어, 간단하게 설명하고

자 한다. 신경염증은 신속한 반응으로 흥분성 이온통로를 증가시

켜 발작 발생에 기여하고, 장기적인 반응으로 nuclear factor 
kappa-B의 증가를 통해 신경세포의 구조적·기능적 변화를 일으

켜 뇌전증 형성에 기여한다.17 신경염증 반응을 크게 위치에 따라 

2개로 구분하면 뇌 내 반응과 말초동원 반응으로 나눌 수 있는

데, 스타틴은 두 군데 모두 억제한다. Pilocarpine 유발 발작 지속

모델에서 해마 조직의 사이토카인 mRNA를 측정하였을 때, 뇌

전증이 발생하기 전, 즉 뇌전증 잠복기에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1β, tumor necrosis factor α, IL-6가 증가하는데, 이는 신경염

증이 뇌전증 발생에 기여한다는 증거가 된다. Lovastatin 20 mg/

kg를 투여한 군에서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하지 않았다.18  

발작 유발 시에 케모카인(chemokine) 분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말초혈액에서 뇌 쪽으로 단핵구의 이동이 일어나서 뇌염증

이 가중된다. 스타틴은 케모카인의 분비를 억제하고, 혈액뇌장벽

의 투과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19 말초혈액의 백혈구가 뇌 안으

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혈관 내피세포와의 접촉, 즉 백혈구의 α4-

intergrin과 혈관 내피세포의 vascular cell adhesion protein 1의 

접촉이 필요하다. 말초혈액에서 동원되는 염증세포는 뇌전증 발

작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데, 최근 α4-intergrin의 항체인 

natalizumab의 뇌전증 효과에 대한 2상 임상연구 결과, 위약에 

비해 –14.4%의 발작 억제효과를 보였다.20 

4. 임상연구는 어디까지 왔는가?

스타틴의 뇌전증 발작 관련 임상연구로는 현재까지 총 12개의 

코호트 연구가 있다. 그 대상은 뇌졸중 후 급성발작 또는 뇌전증, 

뇌종양 후 뇌전증, 뇌출혈 후 발작이 연구대상이었다. 연구 중인 

주요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뇌졸중 후 급성발작/뇌졸중 후 뇌전증(poststroke seizure/

poststroke epilepsy)

급성기의 뇌허혈은 세포막의 손상을 일으켜 소디움 통로, 칼슘 

통로의 변화를 일으키며, 전해질의 항상성을 깨뜨려서 발작을 일

으킨다. 이후 재관류가 일어나면, 산화 스트레스와 함께 혈액뇌

장벽이 깨져서 말초 염증세포들의 뇌 내 침투가 일어나는데, 이

를 허혈 후 급성발작의 기전으로 설명한다. 뇌출혈의 경우에는 

혈액세포 성분의 직접적인 신경세포 자극도 발작 발생 기전의 하

나이다.21 

2,969명의 급성 뇌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스타틴 사용자와 비

사용자를 propensity scoring matching하여 치료군 886명 대 비

치료군 886명을 1:1로 비교하였을 때, 스타틴 사용자에서 급성

기 발작이 적게 나타났다(odds ratio [OR], 0.23; P <  0.001).22 

1,832명의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뇌졸중 발생 이후 3일 이내

에 3일 이상의 스타틴을 사용하고 평균 2.5년을 관찰한 연구에

서, 스타틴을 사용하였을 때 급성발작이 감소하였고(OR, 0.36) 

급성기 발작을 경험한 환자의 경우에는 스타틴을 쓰면 만성기 발

작, 즉 뇌전증 발생도 억제됨을 확인하였다(OR, 0.34).23 이 연구

에서는 96%의 환자가 스타틴으로 atorvastatin을 사용하였다. 

477명의 뇌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 3일 이내

의 스타틴으로 치료한 군을 12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 스타틴

의 뇌전증 발생률 차이가 재차 확인되었다(OR, 0.28; P =  

0.0012).24,25 

2) 뇌졸중 외 뇌전증 연구

스타틴이 뇌경색의 재발을 억제하므로,25,26 뇌전증의 발작 억제 

및 뇌전증 발생 억제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도 스타틴의 투

여는 뇌경색 치료에 필수요소이다. 하지만, 급성 뇌경색이 아닌 

뇌전증 환자군에서도 스타틴이 유용할까? 전역 군인들을 대상으

로 한 장기추적 코호트 연구27에서 1,843명에게 뇌전증이 발생하

였고 1,023,376명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뇌전증 발생군에서는 

스타틴 사용자가 21.3%, 비발생군에서는 30.3%로 스타틴 사용

자의 뇌전증 발생률이 적었다(OR, 0.65).2 150,555명의 관상동

맥 재관류 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증례 대조군

(nested case-control)연구28는 217명의 스타틴 사용자와 2,170명

의 매칭 대조군을 비교하였는데, 스타틴이 뇌전증으로 인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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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를 감소시켰다(adjusted risk ratio, 0.65). 또한 143명을 대

상으로 한 뇌전증지속상태 레지스트리 연구에서도 스타틴은 사

망률을 감소시켰다(relative risk reduction, 0.38).29 하지만, 

1,149,384명의 스타틴 투여자만을 대상으로 한 인구 기반 연구

에서 스타틴을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했을 때 

발작의 차이는 없었다. 이 연구는 스타틴을 사용할 때와 사용하

지 않을 때를 개인 내에서 비교한 연구로서, 스타틴을 사용하지 

않았다 해도 그 지속 효과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해석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5. 뇌전증 환자의 스타틴 복용 시 고려사항

1) 어떤 스타틴이 좋을까?

Simvastatin, lovastatin, atorvastatin, fluvastatin, pravastatin의 ka-
inic acid 유발 발작 억제효과를 비교한 동물연구 결과 simvasta-
tin과 lovastatin이 비교 우위를 보였고,30 audiogenic seizure 유발 

억제효과는 lovastatin과 pravastatin이 atorvastatin, fluvastatin, 

simvastatin보다 우수하였다.31 그 효과의 차이를 스타틴의 혈액

뇌장벽 투과력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으나, 각각의 동물실험 모델

과 비교 용량이 다르므로 특정 스타틴의 발작 억제 비교 우위를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들다. 최근 발표된 종설 연구는 심뇌혈관질

환에서 오랜 약물사용 경험과, 부작용에 대한 풍부한 데이터, 또 

뇌전증 분야에서의 후향적 스타틴의 효과 결과를 바탕으로 

atorvastatin을 가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약으로 주장하였다.32 

2) 용량은 어떻게 해야 하나? 

동물실험에서 발작 억제효과가 atorvastatin 5 mg/day는 없었고 

10 mg/day에서 나타나, 스타틴의 발작 억제효과는 용량 의존적

이었다.6 임상연구에서도 용량 의존적인 효과가 증명되었는데, 

1,033명의 허혈성 뇌졸중 환자를 전향적으로 표준 용량과 2배 

용량의 스타틴군으로 구분하여 18개월간 관찰하였을 때, 표준 

용량군은 2.54%의 환자에게 뇌졸중 후 뇌전증이 발생한 데 반

해, 2배 용량군에서는 0.41%만 발생하였다.33 20,858명의 뇌경

색 환자를 대상으로 한 뇌졸중 후 뇌전증 발생률도 저용량과 고

용량의 스타틴군 간에 의미 있는 효과 차이를 보였다.34 같은 그

룹에서 7,435명의 뇌 내출혈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같은 결

과를 보였다.35  

3) 스타틴과 발작 억제제(antiseizure medication)의 상호관계 

1세대 발작 억제제는 많은 약이 cytochrome P450을 유도하고, 

이에 의해 혈중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상승시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을 높인다.36 이러한 이유로 2세대 또는 3세대 발작 억제

제로 교체하거나,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출 목적으로 스타틴을 투

여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뇌전증 환자에서 심뇌혈관질환 위험이 

높거나 스타틴을 투여하고 있는 뇌경색 환자에서 뇌전증이 발생

하는 경우도 많아서, 스타틴과 발작 억제제 간의 상호 영향을 이

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타틴 사용 상태에서 발작 억제제, 특히 효소유도(enzyme-

inducing) 발작 억제제를 투여하면, 대개 스타틴의 효과가 감소한

다. 1세대 발작 억제제 중 carbamazepine, phenytoin, phenobarbital, 
primidone, 2세대 중에서는 oxcarbazepine, 3세대 중에서는 

eslicarbazepine, rufinamide가 cytochrome 3A4을 유도하는데, 이로 

인해 3A4로 대사되는 스타틴인 simvastatin, atorvastatin, lovastatin
은 농도가 감소한다.37,38 한편 Dravet 증후군의 치료제인 stripentol
은 3A4의 억제효과가 있다.

발작 억제제를 사용하는 상태에서 스타틴을 투여하였을 때는 

발작 억제제의 농도가 상승할 수 있다.31,37 그 기전은 경쟁적인 대

사관계 때문일 수도 있고, 단백질 결합에 대한 경쟁으로 자유 형

태의 발작 억제제 농도가 상승하여 뇌 내 농도를 높일 수도 있겠

지만, 정확한 기전은 밝혀져 있지 않다. 모두 동물실험에서의 결

과이며, 뇌전증 약물의 농도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끼치

는 임상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하다. 

결론

다양한 동물실험들이 스타틴의 뇌전증 발작 억제효과를 보여주

었고, 그 기전으로 설명 가능한 다양한 부가효과가 증명되었다. 

대규모 후향적 임상연구 결과도 스타틴의 급성발작 억제효과와, 

뇌전증 발생 예방효과를 뒷받침해 주었다. 하지만, 적절한 연구 

대상자의 규모와 뇌전증 원인 질환, 스타틴 투여 용량 및 종류를 

제어한 전향적인 무작위 연구는 전무하므로, 스타틴의 뇌전증 치

료효과에 대한 과신은 아직 금물이다. 또, 고용량 스타틴 투여 시 

예상되는 간손상 또는 근손상 위험에 대한 위험-이득의 고려가 

필요하므로, 뇌경색을 포함한 심뇌혈관 이상이 없고, 고지혈증이 

아닌 뇌전증 환자에서의 투여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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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licarbazepine acetate is an advanced antiseizure medication that is an improvement upon carba-
mazepine and oxcarbazepine. This novel antiseizure medication regulates voltage-gated sodium 
channels and provides fewer adverse effects and better tolerability. Herein, we present the character-
istics, pharmacokinetics, and drug interactions of eslicarbazepine acetate based on the research that 
has been conducted to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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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Eslicarbazepine acetate (ESL)은 포르투갈의 Bial 사에서 개발한 

항경련제로서, 1999년에 처음 소개되어 2009년에 유럽에서 사

용 승인되었다.1 2013년에 미국 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승인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말에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약물로서, 유럽의 여러 나라에 비하여 

약 10년 정도 늦게 도입된 셈이다. 

ESL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약물의 화학적 특징, carba-
mazepine이나 oxcarbazepine과의 관계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종설에서는 ESL의 대한민국 도입에 맞춰서 약물의 특성과 약

동학, 그리고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여러 연구에서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나씩 짚어보겠다. 

본론

1. 거울상이성질체(enantiomer) 

화학에서 이성질체(isomer)란 동일한 분자식을 가진 서로 다른 

구조의 분자를 말한다. 이성질체는 구조이성질체와 입체이성질

체로 나뉜다. 구조이성질체는 분자식이 같지만 원자가 결합할 때 

서로 다른 배열 또는 구조를 가진 것, 즉 분자식이 같지만 원자의 

연결 구조가 다른 것이다. 입체이성질체는 구조적으로 같지만 공

간에서 배열이 다른 화합물로서, 비대칭 중심(chiral center)이 있

는 원자를 가지는 분자는 입체이성질체를 가질 수 있다. 이 때 서

로 겹쳐지지 않는 분자 구조를 가진 입체이성질체를 거울상이성

질체(enantiomer)라고 한다. 이러한 관계의 두 분자를 사람의 왼

손과 오른손에 빗대어 카이랄(chira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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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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손’을 뜻하는 그리스어 ‘chiros’에서 유래되었다. 카이랄 

분자를 명명하는 방법 중 R/S 명명법은 유기화합물에서 거울상

이성질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다. 비대칭 중심의 치환기를 

칸-인골드-프렐로그 순위 규칙에 따라 우선 순위를 붙이는데, 비

대칭 중심을 회전시켜서 우선 순위가 가장 낮은 치환기를 관찰자

에서 먼 방향에 두었을 때 나머지 치환기가 오른쪽으로 순위가 

감소하는지 왼쪽으로 순위가 감소하는지에 따라서 분류한다. 오

른쪽(시계 방향)으로 감소하면 R, 왼쪽(반시계 방향)으로 감소하

면 S를 붙인다.2,3 

ESL은 carbamazepine과 oxcarbazepine의 5-카복사미드 치환

기(carboxamide substitute)를 갖는 디벤자제핀핵(dibenzazepine 

nucleus)을 공유하지만 -10,11 위치에서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 

이러한 분자 구조의 차이는 약물 대사의 차이를 만드는데, 바로 

carbamazepine의 대사에서 독성을 가질 수 있는 carbamaze-
pine-10,11-epoxide를 생성하지 않는 것이다. Oxcarbazepine는 

carbamazepine-10,11-epoxide의 생성을 줄이는 목적으로 개량

된 약물이며, 10-ketoreduction을 거쳐 10-hydroxy-carbazepine
으로 대사된 후 licarbazepine이 되는 방식을 따른다.4 이 과정에

서 oxcarbazepine은 S-licarbazepine과 R-licarbazepine이라는 두 

개의 거울상이성질체로 대사된다. Oxcarbazepine가 대사되어 생

성되는 S-licarbazepine과 R-licarbazepine의 비율은 4:1로 알려

져 있다.5-7 그 결과 carbamazepine에 비하여 부작용의 빈도나 강

도는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같은 종류의 부작용을 보이고 있다.6 

ESL의 화학 구조는 (S)-10-acetoxy-10,11-dihydro-5H-

dibenz[b,f]azepine-5-carboxamide로서(Fig. 1), 이전의 연구에 

의하면 같은 분자량의 oxcarbazepine을 투여했을 때보다 

S-licarbazepine에의 노출은 약 16%까지 증가한다.6,8,9 ESL이 대

사되어 생성되는 S-licarbazepine과 R-licarbazepine의 비율은 약 

20:1로 알려져 있다. 

2. 전압의존성 소디움 통로(voltage-gated sodium channel) 

ESL은 전압의존성 소디움 통로(voltage-gated sodium channel, 
VGSC)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약물이다. VGSC의 느린 비활성

화(slow inactivation)을 주된 기전으로 하며, 지속적 Na+ 전류 

(INaP)의 모순적 상향조절(upregulation)이 없다. 잘 알려져 있듯

이, 신경의 흥분은 주로 Na+에 의해 결정된다. 활동 전위 곡선의 

빠른 상승(음전위)은 신경세포의 Na+ 채널의 개방으로 인한 급격

한 일시적 Na+ 내향 전류(INaT)에 의해 발생한다. 그러나 Na+ 채

널의 일부는 탈분극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방된 상태로 남아있

다. 이 INaP는 역치 이하의 전압 범위에서 활성화되며, 따라서 세

포막 흥분성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arbamazepine은 VGSC의 과분극을 일으키는데, 역치 이하의 

전압에서 INaP의 완연한 증가가 관찰되며 활성도나 전압에 따른 

Fig. 1. Oxcarbazepine and licarbazepines. The ratio of the metabolites 
of oxcarbazepine, S-licarbazepine and R-licarbazepine, is 4:1.

INaT의 비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10 이러한 현상을 INaP의 모

순적 상향조절이라고 하며, 반복적인 신경 활성을 감소시키는 효

과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은 carbamazepine과 같이 Na+

에 작용하는 약물에서 뇌전증에 대한 불응성을 설명하는 주요 기

전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반면 ESL은 INaP에 영향을 주지 않

아 반복적인 신경 활성에 대해 억제 효과가 유지되는 것이 확인

되어, carbamazepine에 대한 약물불응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11 

한편, ESL은 carbamazepine과 oxcarbazepine에 비하여 빠르게 

활성화되는 Nav1.3 소디움 통로에 대해서 carbamazepine에 비하

여 비활성화된 소디움 통로에 대해 선택성이 더 높다.12 Nav1.7과 

Nav1.8 소디움 통로에 대해서는 R-licarbazepine에 비하여 ESL
이 약 5–10배의 친화성을 보여주었다.

3. 약물동력학 

ESL은 eslicarbazepine의 전구약물로서(S-MHD), 구강으로 투여 

후 빠르게 흡수되어 간에서 환원된다. S-licarbazepine의 생체이

용률은 약 94%이다.13 S-licarbazepine은 cytochromes P450 

(CYP) system에서 다시 oxcarbazepine과 R-licarbazepine으로 전

환되기도 하지만, 그 양은 미미하다(Fig. 2).14 투여 후 first pass 
metabolism (또는 presystemic metabolism), 즉 전신 순환이 일어

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대사에서 eslicarbazepine으로 전환되므

로, oxcarbazepine 또는 R-licarbazepine이 생성되는 비율이 5% 

내외가 된다.4,7,9 또한 ESL은 carbamazepine10,11-epoxide로 대

사되지 않고 혈액 내 oxcarbazepine 및 R-licarbazepine을 낮게 

유지하게 되는 oxcarbazepine에 비하여 약물동력학적으로 이득

이 있다. 

ESL은 식사에 상관 없이 투여할 수 있으며,15 하루 두 번 투여

한 경우보다 하루 한 번 투여한 경우에 혈중 최고 농도가 약 32% 

Oxcarbazepine

S-licarbazep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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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HO

NH2

O

O

NH2

N

O

H OH

NH2

N

N



높았고, 24시간 동안의 약물에의 노출을 곡선하면적(area under 
curve)로 나타냈을 때 하루 한 번과 하루 두 번의 용법에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16 따라서 ELS은 하루 한 번 투여하는 것이 타

당하다. ESL의 혈중 농도는 투여하는 약물의 용량과 관련이 있

다. ESL 800 mg을 투여하는 경우 혈중 최저 농도와 최고 농도의 

중간값은 각각 4.2 µg/mL와 15.5g/mL이며, 1,200 mg에서는 각

각 8.9 µg/mL와 23.0 µg/mL로 보고되었다.6,17 건강한 성인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ELS의 반감기는 단일 투여 후 약 9시간

(ELS 20 mg)에서 17시간(ESL 1,200 mg)이었고 다회 투여 후에

는 20시간에서 24시간이었다. ESL 400, 800, 1,200 mg을 반복

적으로 구강으로 투여한 후 혈중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 것은 약 

2.5시간에서 3시간이었다.16 단백 결합은 약 30%이며,6 하루 한 

번 투약으로 약 4, 5일 후에 혈액 내 농도가 안정상태에 이른다. 

ESL은 주로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약 2/3는 비결합 상태(free 

form)로 배출된다.16 투여되는 약물의 약 92%는 ESL으로 배출되

며, 나머지는 R-licarbazepine, oxcarbazepine, ESL-glucuronide, 

R-licarbazepine-glucuronide, oxcarbazepine-glucuronide 등이다

(Fig. 2). ESL의 약동학은 콩팥 기능에 영향을 받으므로,7,18 크레

아티닌 청소율(creatinine clearance, Ccr)이 60 mL/min 이하인 

경우 ESL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여서 사용해야 한다. 만약 Ccr이 

< 30 mL/min인 경우에는 ESL의 용량 결정에 대한 충분한 근거

가 없다. 간 기능 이상이 있는 환자에서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ESL의 혈중 농도의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으며,19 특히 간문맥-체

순환 단락(portal systemic shunt)가 있는 환자에서도 혈중 농도에

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약물 상호작용

ESL은 CYP2C9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0 CYP2C19
에 대해서는 carbamazepine이나 oxcarbazepine의 활성물질인 

licarbazepine에 의한 CYP2C19 억제와 유사하다.21 그 외의 CYP 

동형 단백질(isoform)에 거의 영향이 없다. ESL은 clobazam, 

clonazepam, gabapentin, phenobarbital, phenytoin, lamotrigine, 

primidone, valproate에 의한 대사억제가 없다. 

Carbamazepine과 함께 투여할 경우, ESL의 농도는 약 30%의 

감소가 발생하지만 carbamazepine의 농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

다.17,22 Phenytoin과 함께 투여할 경우 ESL의 농도는 약 33% 감소

하며, phenytoin은 약 35% 증가한다.22,23 Phenobarbital에 의하여 

ESL의 농도는 약 34% 감소한다.22 Valproic acid와 levetiracetam은 

Fig. 2. Metabolic pathways of eslicarbazepine acetate. Eslicarbazepine is eliminated in unchanged (60%) or glucoronated form (30%). The ratio 
of S-licarbazepine to R-licarbazepine is 20:1.
GLU, glucuron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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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L를 투여해도 혈중 농도의 변화가 없으며,16,22 lamotrigine과 

topiramate는 각각 약 14%와 18% 정도 감소한다.16,22,24 그러나 

ESL은 valproic acid, levetiracetam, lamotrigine, 그리고 topiramate
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Clobazam과 gabapentin은 ELS과 의미있

는 상호작용이 알려지지 않았다. Carbamazepine, phenytoin, 그리

고 phenobarbital은 용량 조절이 필요하지만, 그 이외의 항경련제

와 병용할 경우에는 용량 조절의 필요성이 떨어진다. 

ESL 1,200 mg/day와 병용투여할 경우에 ethinylestradiol/le-
vonorgestrel로 구성된 경구피임약은 약 40% 내외의 감소가 발생

하며, 이에 따라 800 mg 이상의 ESL을 복용할 경우에는 경구피

임약의 용량 감소에 의한 피임 실패가 예상되므로 피임 방법의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oxcarbazepine에 의

한 CYP3A 관련 대사 항진으로 경구피임약의 혈중 농도 감소가 

발생하는데,25 ESL에 의한 경구피임약의 혈중 농도 감소도 같은 

기전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Warfarin을 ESL 1,200 mg/day와 병용투여할 경우, S-warfarin
에서 약 23%의 혈중 농도 감소가 확인되었으며, R-warfarin에서

는 의미 있는 혈중 농도 감소가 없었다.26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

는 ESL과 warfarin을 병용투여하는 거의 모든 경우에 프로트롬

빈 시간(prothrombin time) 국제표준화비율(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의 추적 관찰이 필요하겠다. ESL은 혈중 지질 

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27 병용투여하

는 rosuvastatin과 simvastatin의 혈중 최고 농도는 각각 61%–64%

와 41%–60% 정도로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다.28,29 Atorvastatin
과 ESL의 병용투여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CYP450과 연관된 statin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혈중 농도의 감소

가 예상된다.27 Metformin과 digoxin은 ESL 1,200 mg/day의 병

용투여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7,30,31 

정리 

ESL은 licarbazepine의 거울상이성질체 중 S-licarbazepine이며, 

S-licarbazepine과 R-licarbazepine의 비율은 약 20:1이다. ESL은 

특징적으로 느린 소디움 통로 비활성화(slow Na+ channel inacti-
vation)을 주된 기전으로 하며, 소디움 통로에 대한 선택성과 친

화성에서 carbamazepine이나 oxcarbazepine에 비해 우월하다. 

ESL은 구강 투여 후 간에서 대사되어 소변으로 배출된다. ESL을 

병용투여할 경우 carbamazepine, phenytoin, phenobarbital, 
warfarin, statin, 그리고 경구피임약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므

로 주의가 필요하다.

Carbamazepine과 oxcarbazepine의 한계를 극복한 ESL의 국내 

도입으로, 뇌전증 치료에서 새로운 선택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앞으로 ESL의 활약으로 더 나은 뇌전증 치료 성적을 거둘 수 있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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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K and YWC. 

References 

1. Benes J, Parada A, Figueiredo AA, et al. Anticonvulsant and sodi-
um channel-blocking properties of novel 10,11-dihydro- 
5H-dibenz[b,f]azepine-5-carboxamide derivatives. J Med Chem 
1999;42:2582-2587. 

2. Korean Society for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KSBMB). Encyclopedia of biochemistry. Seoul: KSBMB, 
2019:138-139. 

3. McMurry JE. Fundamentals of organic chemistry. Belmont, CA: 
Cengage Learning, 2010:206-213. 

4. Fortuna A, Sousa J, Alves G, Falcão A, Soares-da-Silva P. Devel-
opment and validation of an HPLC-UV method for the simulta-
neous quantification of carbamazepine, oxcarbazepine, eslicarba-
zepine acetate and their main metabolites in human plasma. 
Anal Bioanal Chem 2010;397:1605-1615. 

5. Volosov A, Xiaodong S, Perucca E, Yagen B, Sintov A, Bialer M. 
Enantioselective pharmacokinetics of 10-hydroxycarbazepine 
after oral administration of oxcarbazepine to healthy Chinese 
subjects. Clin Pharmacol Ther 1999;66:547-553.

 6. Bialer M, Soares-da-Silva P. Pharmacokinetics and drug interac-
tions of eslicarbazepine acetate. Epilepsia 2012;53:935-946.  

7. Keating GM. Eslicarbazepine acetate: a review of its use as ad-
junctive therapy in refractory partial-onset seizures. CNS Drugs 
2014;28:583-600.  

8. Hainzl D, Parada A, Soares-da-Silva P. Metabolism of two new 
antiepileptic drugs and their principal metabolites S(+)- and R 
(-)-10,11-dihydro-10-hydroxy carbamazepine. Epilepsy Res 
2001;44:197-206. 

9. Bialer M, White HS. Key factors in the discovery and develop-
ment of new antiepileptic drugs. Nat Rev Drug Discov 2010;9: 
68-82. 

https://doi.org/10.1021/jm980627g
https://doi.org/10.1021/jm980627g
https://doi.org/10.1021/jm980627g
https://doi.org/10.1021/jm980627g
https://doi.org/10.1007/s00216-010-3673-0
https://doi.org/10.1007/s00216-010-3673-0
https://doi.org/10.1007/s00216-010-3673-0
https://doi.org/10.1007/s00216-010-3673-0
https://doi.org/10.1016/s0009-9236(99)90061-9
https://doi.org/10.1016/s0009-9236(99)90061-9
https://doi.org/10.1016/s0009-9236(99)90061-9
https://doi.org/10.1016/s0009-9236(99)90061-9
https://doi.org/10.1111/j.1528-1167.2012.03519.x
https://doi.org/10.1111/j.1528-1167.2012.03519.x
https://doi.org/10.1007/s40263-014-0182-2
https://doi.org/10.1007/s40263-014-0182-2
https://doi.org/10.1007/s40263-014-0182-2
https://doi.org/10.1016/s0920-1211(01)00231-5
https://doi.org/10.1016/s0920-1211(01)00231-5
https://doi.org/10.1016/s0920-1211(01)00231-5
https://doi.org/10.1016/s0920-1211(01)00231-5
https://doi.org/10.1038/nrd2997
https://doi.org/10.1038/nrd2997
https://doi.org/10.1038/nrd2997


10. Uebachs M, Opitz T, Royeck M, et al. Efficacy loss of the anti-
convulsant carbamazepine in mice lacking sodium channel beta 
subunits via paradoxical effects on persistent sodium currents. J 
Neurosci 2010;30:8489-8501. 

11. Doeser A, Soares-da-Silva P, Beck H, Uebachs M. The effects of 
eslicarbazepine on persistent Na+ current and the role of the 
Na+ channel β subunits. Epilepsy Res 2014;108:202-211. 

12. Soares-da-Silva P, Pires N, Bonifácio MJ, Loureiro AI, Palma N, 
Wright LC. Eslicarbazepine acetate for the treatment of focal ep-
ilepsy: an update on its proposed mechanisms of action. Phar-
macol Res Perspect 2015;3:e00124. 

13. Galiana GL, Gauthier AC, Mattson RH. Eslicarbazepine acetate: 
a new improvement on a classic drug family for the treatment of 
partial-onset seizures. Drugs R D 2017;17:329-339. 

14. Fontes-Ribeiro C, Nunes T, Falcão A, et al. Eslicarbazepine ace-
tate (BIA 2-093) : relative bioavailability and bioequivalence of 
50 mg/mL oral suspension and 200mg and 800mg tablet for-
mulations. Drugs R D 2005;6:253-260. 

15. Maia J, Vaz-da-Silva M, Almeida L, et al. Effect of food on the 
pharmacokinetic profile of eslicarbazepine acetate (BIA 2-093). 
Drugs R D 2005;6:201-206. 

16. Almeida L, Soares-da-Silva P. Safety, tolerability, and pharmaco-
kinetic profile of BIA 2-093, a novel putative antiepileptic, in a 
rising multiple-dose study in young healthy humans. J Clin Phar-
macol 2004;44:906-918. 

17. Perucca E, Elger C, Halász P, Falcão A, Almeida L, Soares-da-Sil-
va P. Pharmacokinetics of eslicarbazepine acetate at steady-state 
in adults with partial-onset seizures. Epilepsy Res 2011;96:132-
139. 

18. Maia J, Almeida L, Falcão A, et al. Effect of renal impairment on 
the pharmacokinetics of eslicarbazepine acetate. Int J Clin Phar-
macol Ther 2008;46:119-130. 

19. Almeida L, Potgieter JH, Maia J, Potgieter MA, Mota F, Soares-
da-Silva P. Pharmacokinetics of eslicarbazepine acetate in pa-
tients with moderate hepatic impairment. Eur J Clin Pharmacol 
2008;64:267-273. 

20. Bialer M, Johannessen SI, Kupferberg HJ, Levy RH, Perucca E, 
Tomson T. Progress report on new antiepileptic drugs: a sum-
mary of the Eigth Eilat Conference (EILAT VIII). Epilepsy Res 
2007;73:1-52. 

21. Lakehal F, Wurden CJ, Kalhorn TF, Levy RH. Carbamazepine 

and oxcarbazepine decrease phenytoin metabolism through in-
hibition of CYP2C19. Epilepsy Res 2002;52:79-83. 

22. Falcão A, Fuseau E, Nunes T, Almeida L, Soares-da-Silva P. Phar-
macokinetics, drug interactions and exposure-response relation-
ship of eslicarbazepine acetate in adult patients with partial-onset 
seizures: population pharmacokinetic and pharmacokinetic/
pharmacodynamic analyses. CNS Drugs 2012;26:79-91. 

23. Patsalos PN. Drug interactions with the newer antiepileptic 
drugs (AEDs)--part 1: pharmacokinetic and pharmacodynamic 
interactions between AEDs. Clin Pharmacokinet 2013;52:927-
966. 

24. Almeida L, Nunes T, Sicard E, et al. Pharmacokinetic interaction 
study between eslicarbazepine acetate and lamotrigine in healthy 
subjects. Acta Neurol Scand 2010;121:257-264. 

25. Fattore C, Cipolla G, Gatti G, et al. Induction of ethinylestradiol 
and levonorgestrel metabolism by oxcarbazepine in healthy 
women. Epilepsia 1999;40:783-787. 

26. Vaz-da-Silva M, Almeida L, Falcão A, et al. Effect of eslicarbaze-
pine acetate on the steady-state pharmacokinetics and pharma-
codynamics of warfarin in healthy subjects during a three-stage, 
open-label, multiple-dose, single-period study. Clin Ther 
2010;32:179-192. 

27. Mintzer S, Wechsler RT, Rogin JB, et al. Effects of adjunctive esli-
carbazepine acetate on serum lipids in patients with partial-onset 
seizures: Impact of concomitant statins and enzyme-inducing 
antiepileptic drugs. Epilepsy Res 2018;141:83-89. 

28. Gidal BE, Mintzer S, Schwab M, et al. Evidence for a pharmaco-
kinetic interaction between eslicarbazepine and rosuvastatin: 
potential effects on xenobiotic transporters. Epilepsy Res 2017; 
135:64-70. 

29. Falcão A, Pinto R, Nunes T, Soares-da-Silva P. Effect of repeated 
administration of eslicarbazepine acetate on the pharmacokinet-
ics of simvastatin in healthy subjects. Epilepsy Res 2013;106: 
244-249. 

30. Rocha JF, Vaz-da-Silva M, Almeida L, et al. Effect of eslicarbaze-
pine acetate on the pharmacokinetics of metformin in healthy 
subjects. Int J Clin Pharmacol Ther 2009;47:255-261. 

31. Vaz da Silva M, Costa R, Soares E, et al. Effect of eslicarbazepine 
acetate on the pharmacokinetics of digoxin in healthy subjects. 
Fundam Clin Pharmacol 2009;23:509-514. 

www.jepilia.org

Epilia: Epilepsy Commun 2022;4(2):63-67

67

https://doi.org/10.1523/jneurosci.1534-10.2010
https://doi.org/10.1523/jneurosci.1534-10.2010
https://doi.org/10.1523/jneurosci.1534-10.2010
https://doi.org/10.1523/jneurosci.1534-10.2010
https://doi.org/10.1016/j.eplepsyres.2013.11.022
https://doi.org/10.1016/j.eplepsyres.2013.11.022
https://doi.org/10.1016/j.eplepsyres.2013.11.022
https://doi.org/10.1002/prp2.124
https://doi.org/10.1007/s40268-017-0197-5
https://doi.org/10.1007/s40268-017-0197-5
https://doi.org/10.1007/s40268-017-0197-5
https://doi.org/10.2165/00126839-200506050-00001
https://doi.org/10.2165/00126839-200506050-00001
https://doi.org/10.2165/00126839-200506040-00002
https://doi.org/10.2165/00126839-200506040-00002
https://doi.org/10.2165/00126839-200506040-00002
https://doi.org/10.1177/0091270004267591
https://doi.org/10.1177/0091270004267591
https://doi.org/10.1177/0091270004267591
https://doi.org/10.1177/0091270004267591
https://doi.org/10.1016/j.eplepsyres.2011.05.013
https://doi.org/10.5414/cpp46119
https://doi.org/10.5414/cpp46119
https://doi.org/10.5414/cpp46119
https://doi.org/10.1007/s00228-007-0414-1
https://doi.org/10.1007/s00228-007-0414-1
https://doi.org/10.1007/s00228-007-0414-1
https://doi.org/10.1007/s00228-007-0414-1
https://doi.org/10.1016/j.eplepsyres.2006.10.008
https://doi.org/10.1016/j.eplepsyres.2006.10.008
https://doi.org/10.1016/j.eplepsyres.2006.10.008
https://doi.org/10.1016/j.eplepsyres.2006.10.008
https://doi.org/10.1016/s0920-1211(02)00188-2
https://doi.org/10.1016/s0920-1211(02)00188-2
https://doi.org/10.1016/s0920-1211(02)00188-2
https://doi.org/10.2165/11596290-000000000-00000
https://doi.org/10.1007/s40262-013-0087-0
https://doi.org/10.1007/s40262-013-0087-0
https://doi.org/10.1007/s40262-013-0087-0
https://doi.org/10.1007/s40262-013-0087-0
https://doi.org/10.1111/j.1600-0404.2009.01233.x
https://doi.org/10.1111/j.1600-0404.2009.01233.x
https://doi.org/10.1111/j.1600-0404.2009.01233.x
https://doi.org/10.1111/j.1528-1157.1999.tb00779.x
https://doi.org/10.1111/j.1528-1157.1999.tb00779.x
https://doi.org/10.1111/j.1528-1157.1999.tb00779.x
https://doi.org/10.1016/j.clinthera.2010.01.014
https://doi.org/10.1016/j.clinthera.2010.01.014
https://doi.org/10.1016/j.clinthera.2010.01.014
https://doi.org/10.1016/j.eplepsyres.2018.02.001
https://doi.org/10.1016/j.eplepsyres.2018.02.001
https://doi.org/10.1016/j.eplepsyres.2018.02.001
https://doi.org/10.1016/j.eplepsyres.2018.02.001
https://doi.org/10.1016/j.eplepsyres.2017.05.005
https://doi.org/10.1016/j.eplepsyres.2017.05.005
https://doi.org/10.1016/j.eplepsyres.2017.05.005
https://doi.org/10.1016/j.eplepsyres.2017.05.005
https://doi.org/10.1016/j.eplepsyres.2013.04.009
https://doi.org/10.5414/cpp47255
https://doi.org/10.5414/cpp47255
https://doi.org/10.5414/cpp47255
https://doi.org/10.1111/j.1472-8206.2009.00691.x
https://doi.org/10.1111/j.1472-8206.2009.00691.x
https://doi.org/10.1111/j.1472-8206.2009.00691.x


Posterior reversible encephalopathy syndrome (PRES) is a neurological disorder characterized by 
its reversibility both radiologically and clinically, and it typically has a favorable prognosis. Its etio-
pathogenesis is not clear, although it is known that it involves endothelial dysfunction of the posteri-
or cerebral vasculature, leading to failed cerebral autoregulation. We report a patient with PRES that 
may have been caused by an immune-mediated response to decitab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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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서론

가역적 후뇌병증 증후군(posterior reversible encephalopathy 

syndrome, PRES)은 1996년 Hinchey 등1이 15명의 환자를 분석

하여 처음으로 제안한 용어로, 고혈압과 자간증, 신장질환 환자 

또는 cyclosporine, tacrolimus, methotrexate 등과 같은 면역억제

제 및 세포독성 제제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다. 

PRES 환자에서는 두통, 구역, 구토뿐 아니라 시력 저하와 발작

과 같은 국소적 신경학적 이상과 함께 특징적인 뇌영상검사 이

상이 동반되는데, 주로 양쪽 대뇌 후방에 국한되는 혈관성 뇌부

종이다.2 대뇌피질은 백질부보다 더욱 치밀하고 조직화되어 있

어 부종에 대해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PRES 발생 초기에 부종

이 피질에서 먼저 시작되더라도 많은 수분이 쌓이지 못 하고, 병

변이 진행되면서 피질하 백질 부위로 부종이 이동하게 되는데, 

초기 연구에서는 시간이 경과한 중등도 이상의 환자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어 PRES 환자에서의 부종은 피질하 백질 부위에서

만 관찰된다고 오인하였다.3 하지만,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기술의 발전으로 fluid-attenuated 

inversion recovery (FLAIR) 영상기법이 출현하면서 PRES 환자

에서 피질하 백질뿐 아니라 피질에서도 뇌 부종이 확인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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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혈관의 교감신경이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되어 자동조절능이 

취약하여 MRI 이상 소견이 주로 나타나는 두정 후두엽 외에도 

전두엽, 측두엽, 소뇌, 기저핵, 또는 뇌간에서도 병변이 보고되

었다.2,3 이러한 병변은 전형적으로는 가역적이지만, 드물게 세포

독성 부종이나 뇌출혈이 동반되어 나쁜 예후를 보일 수 있다.2 

PRES의 발병 기전은 아직도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오

래 전부터 고혈압에 의한 혈액뇌장벽 손상으로 인해 혈관성 부종

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20%에서 30%의 환자들

은 혈압이 거의 정상인 경우가 있어2 모든 PRES의 병태생리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혈관내피세포 손상이 

PRES를 설명하는 가설로 제기되었는데,2 원인에 따라 항암제와 

같은 독성 물질이나 케모카인에 의해 발생하는 세포독성 가설

(cytotoxic theory)과, T세포를 경유한 면역체계의 활성을 강조한 

면역원성 가설(immunogenic theory)로 나눌 수 있다.4 이를 통해 

다양한 항암제들의 PRES 발생 기전을 설명할 수 있는데, 저자들

은 골수형성이상증후군(myelodysplastic syndrome, MDS)에서 

사용되는 DNA 메틸전이효소저해제(DNA methyl-transferase 

inhibitors)인 데시타빈(decitabine; 5-aza-2’deoxycytidine) 치료 

후 PRES가 발생한 증례를 처음으로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

고자 한다.  

증례

76세 여자 환자가 주로 좌측 팔에 나타나는 전신 간대성 경련을 

주소로 타원에서 본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환자는 당뇨와 고혈

압 병력이 있었으나, 뇌졸중, 치매 등 신경과 관련 과거 병력은 

없었다. 다만, 본원 내원 2년 전에 혈액검사에서 우연히 범혈구

감소증 소견이 보여 시행한 골수 생검에서 다계열 이형성을 동반

한 MDS로 진단받은 뒤 5개월간 cyclosporine을 투여받았지만, 

효과가 없어 내원 5주 전에 중단한 기왕력이 있었다. 이후 내원 3
주 전에 데시타빈을 1회 투여받았고, 다음 날 전신 위약감을 호소

하여 수액 치료 후 퇴원하였으며, 당시 시행한 뇌 MRI에서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이후 더 이상의 데시타빈 투여는 없었다.

본원 내원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110/70 mmHg, 맥박 수 122
회/분, 호흡 수 24회/분, 체온 36.8°C였고, 이전 병원에서 투여

한 lorazepam으로 혼돈 상태였다. 일반 혈액검사 및 생화학검사 

중 백혈구 수치는 3,400/μL, 적혈구는 10.7 g/dL 및 혈소판은 

18,000/μL로 범혈구감소증 이외에 간기능검사나 신장기능검사

상 이상 소견은 없었다. 발작 원인 평가를 위해 시행한 뇌척수액 

검사에서도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에 속하였다. 

본원 전원 뒤 발작 소견에 대해 환자에게 뇌파검사 시행과 함

께 lorazepam 2 mg을 정맥 주사하였지만 증상 호전은 없었고, 우

측에서 2–3 Hz의 주기편측 뇌전증모양 방전이 지속적으로 관찰

되어(Fig. 1A) levetiracetam 1 g을 부하 투여하였다. 이후 시행한 

뇌 MRI의 FLAIR 영상에서 양측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에 산재

한 피질하 백질 부위에 고 신호강도의 병변이 확인되었으며, 특

히 이러한 소견은 우측에서 좀 더 뚜렷하였다(Fig. 2A) 

상기 소견들을 종합하여 항암제에 의해 발현한 PRES로 진단

하였고, 3일 동안 하루 1 g의 methylprednisolone 충격 치료 및 항

경련제 투약(valproate 1,600 mg/day, levetiracetam 3,000 mg/day)
을 시작하였다. 치료 후 시행한 뇌파검사(Fig. 1B)와 뇌 MRI 
(Fig. 2B)에서 진단 당시 보였던 이상 소견은 사라졌으며, 신경학

적 증상이 없는 상태로 퇴원하였다.

결론

데시타빈은 급성골수성백혈병과 MDS 환자에게 항암화학요법 

약물로 사용되는 DNA 메틸전이효소저해제 중 하나로, 일반 세

포보다 많은 양의 메틸화된 DNA를 가지고 있는 암 세포에서 탈

메틸화를 촉진시켜 암 세포의 대사를 저해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

다. 다른 항암제에 비하여 비교적 안전한 약물5로 2006년도 FDA 

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과메틸화에 의해 동면상태인 종양 억제 유

전자를 탈메틸화 기전을 통해 다시 활성상태로 만들어 종양 세포

의 분화, 세포고사, 노화를 촉진하는 과정이 주목을 받았다.6 하

지만, 데시타빈의 정확한 항암효과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 연구에서는 데시타빈이 부분적으로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기전을 통해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는 주장

을 제기하였다.7 

이러한 면역반응과 관련하여 데시타빈의 드물지만 심각한 부

작용 사례가 최근 보고되고 있다. 한 증례 보고에서는 약물로 인

한 혈소판감소증 치료를 위해 데시타빈을 3일간 사용한 환자에

게서 신 기능 악화가 발생한 뒤 조직검사로 미세혈관병증

(thrombotic microangiopathy)이 진단되었다.8 저자들은 정확한 

발생 기전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데시타빈을 투여받은 환자들 

일부에서 3주 안에 신장기능 이상이 있었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증례 보고의 환자에게서 미세혈관병증을 일으킬 만한 다른 선행 

원인이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데시타빈을 미세혈관병증의 원인

으로 추정하였다.8 이번 증례에서도 환자는 데시타빈 투여 후 

PRES와 관련된 증상이 3주가 지난 시점에서 발생하였는데, 이

는 면역 기전이 뇌혈관 내피세포 손상을 일으키기까지 시간이 소

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PRES와 마찬가지로 악성 고혈압 환자에서 동반되는 미세혈관

병증은 고혈압 이외에도 자가면역 기전, 악성종양, 약제, 임신, 

이식 등 2차성 요인에 의한 미세혈관 손상으로 미세혈관용혈빈

혈, 혈소판감소증이 동반되는 임상 증후군이다. PRES와 비슷한 

발생 인자를 공유하는 만큼 미세혈관병증 환자들의 뇌 MRI에서 

PRES가 진단되는 경우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9 또한, 이 두 증후

군의 조직병리 결과에서 급성 및 만성 혈관 손상이 유사하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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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된다는 점은 이들의 밀접한 관련성을 시사하고 있다.9 

앞서의 증례 보고8에서 환자의 신장에 미세혈관병증을 초래한 

내피세포의 기능 이상 기전이 이번 증례 환자의 뇌혈관 내피세포

에서도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한 발생 기전을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증례의 환자에게 PRES를 발생시킬 만한 선행 

혈압 증가가 없었다는 점과 methylprednisolone 사용 후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데시타빈의 암 세포에 대한 

면역원성 증진을 유도하는 일부 면역체계에 대한 작용 기전7으로 

인해 내피세포 손상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몇몇 항암제에서 우리 몸의 암 세포에 대한 선천 면역체

계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사이토카인 생성과 내피세포

의 활성으로 인해 혈관뇌장벽 손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이와 같이 이번 증례의 PRES 발병에 면역 기전이 작용했을 가

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저자들은 그 효과에 대한 임상연구가 부

족하여 PRES의 표준 치료로 알려지지 않은 methylprednisolone
을 진단 초기에 투여하였다. 최근에 화학요법과 관련되어 발생한 

PRES 환자 70명의 증례 보고들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PRES
로 보고되었던 70명 중 9명에서 고용량의 스테로이드가 사용되

었으나 대부분의 치료 성적은 사용하지 않은 그룹과 비슷하였다. 

하지만, 치료 하루 만에 신경학적인 증상이 급격하게 호전되었던 

증례도 있었다.10 물론 PRES의 치료 원칙은 고혈압 및 신부전 등 

발병 위험 요인들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며, 모든 치료가 동시

에 진행되기 때문에 methylprednisolone의 단독적인 효과를 판단

하기 어려우나, 환자의 추정 발병 원인에 따라 신중하게 스테로

이드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데시타빈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약물

로 알려져 있다. 작용 기전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연구가 진행 

Fig. 1. Electroencephalography (EEG) of the patient. (A) The initial EEG shows 2 to 3 Hz lateralized periodic discharges in the right 
temporoparietal region. (B) Follow-up EEG recorded 4 days later shows no epileptiform discharges.

AA

BB



중이지만,7 현재 MDS 환자에게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만큼 부작

용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다. PRES와 관련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환자에서 데시타빈 투여 후 신경계 이상을 시사하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치료 및 평가를 적

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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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과 관련된 독창성 있는 모든 임상적 혹은 실험적 논문을 

수록한다. 원고의 종류는 원저, 종설, 증례보고, 특집, 편집인

에게 보내는 글 등으로 한다.

1) 원저(Original article)

원저는 뇌전증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보고한다. 원저는 다음의 

형식으로 원고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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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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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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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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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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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r contributions), 참고문헌(References)의 순서로 작

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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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원고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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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이내로 제한한다.

2) 종설(Review) 또는 특집(Special report)

종설 또는 특집은 뇌전증과 관련된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춘 

고찰이다. 특집은 뇌전증에 초점을맞춘 기고나 지침으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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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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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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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의 형식으로 원고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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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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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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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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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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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ons), 참고문헌(References) 의 순서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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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원고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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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이내로 제한한다.

3) 증례보고(Case report)

뇌전증과 관련된 새로운 증상, 진단, 치료 등과 관련된 증례를 

보고한다. 증례는 장황하지 않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 초점

을 맞추어 기술한다. 증례보고는 다음의 형식으로 원고를 준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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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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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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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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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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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ons), 참고문헌(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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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원고를 준비한다.

초록은 150 단어 이내, 참고문헌은 10개 이내, Keywords는 

3개 이내, 표와 그림의 수는 합하여 3개 이내로 제한한다

4)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Letter to the editor)

최근 1년간 “에필리아: 뇌전증과 사회”에 출판된 특정 논문에 

대한 건설적인 비평 또는 의견을 서술할 수 있다. 이 글은 편집

인에 의해 게재여부가 결정된다. 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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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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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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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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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ons), 참고문헌(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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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원고를 준비한다

본문 단어 수는 750 단어 이내, 참고문헌은 5개 이내, 표와 그

림의 수는 합하여 1개 이내로 제한한다.

2. 원고의 내용(Manuscript)

1) 표지(Title page)

표지에는 논문의 국문 제목, 저자명 및 소속을 기재하며, 영문

으로 동일한 내용을 위의 순서에 의거하여 기재한다. 영문 성

명은 약어를 쓰지 않는다. 저자들의 소속은 오른쪽 어깨 번호

로 소속과 저자명을 일치시킨다.

제목은 논문의 목적을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며, 연구 방법이 

중요한 경우 부제목을 설정할 수 있다.

표지 하단에 교신저자(Address for correspondence)의 이름, 

소속,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메일 주소를 영문으로 기

록한다.

2) 본문(Main body)

본문에는 저자의 소속, 성명 등은 일체 포함하지 않는다.

(1) 초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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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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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단을 나눈다. 종설, 특집, 증례보고는 구분 없이 한 문단으로 

작성한다.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은 초록을 포함하지 않는다. 

특집은 내용에 따라서 초록을 생략할 수 있다. 초록에서는 참

고문헌을 인용할 수 없다.

영문 초록 하단에는 Keywords를 기재하며 영문으로 Index 

Medicus의 주제색인(MeSH-Medical Subject Headlines)

에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서론(Introduction)

연구의 목적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제시하며 배경에 관한 기술

은 목적과 연관이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3) 방법(Methods)

연구의 계획, 대상과 방법을 순서대로 기술한다. 환자의 진단

을 어떻게 확인하였는지,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였는지를 상세

히 기록한다. 실험 방법이 주안점인 경우 재현 가능하도록 구

체적으로 기술한다. 기계 및 약품의 경우 괄호 안에 제조 회사, 

도시 및 국적을 기입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연구기

관의 임상시험 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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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ements)을 명시해야 한다.

www.jepil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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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Results)

연구 결과를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나열하고, 실측치에 변동이 

많은 생물학적 계측에서는 통계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표를 사

용할 경우 본문에 표의 내용을 중복 기술할 필요는 없으며, 다

만 중요한 경향과 요점은 간략히 기술한다.

(5) 고찰(Discussion)

연구 결과에 대해 다른 연관 자료와 비교 분석하면서 고찰한

다. 연구 결과의 내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결론과 연구의 

목적을 연관시킨다. 새롭고 중요한 관찰을 강조하며, 결과의 

내용을 중복 기술하지 않는다. 관찰한 소견의 의미 및 한계점

을 기술한다.

(6) 감사의 글(Acknowledgment)

본 연구에 기여하였으나 공동저자로의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

에 대한 감사의 글을 넣을 수 있다. 연구 기여자의 구체적인 역

할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여야 하며(예를 들면, 자료 수집, 재정

적 보조, 통계 처리, 실험 분석 등), 저자는 당사자에게 감사의 

글에 이름을 기재한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아

야 한다. 해당 내용이 없으면 ‘없음’으로 적는다.

(7) 이해 충돌(Conflict of interest)

저자는 원고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 지원이나 논문에 

대한 이해 관계에 충돌이 있다면 이를 명시한다. 해당 내용이 

없으면 ‘없음’으로 적는다.

(8) 저자 기여도(Author contributions)

각 저자들이 본 연구에 기여한 바를 명시하며 영문으로 기술한

다. 저자의 기여 항목별로 핵심적인 기여를 한 저자의 영문 이

니셜을 명시한다. 저자의 기여 항목 예시는 다음과 같다: 

Conceptualization, Data curation, Formal analysis, 

Funding acquisition, Investigation, Methodology, Proj-

ect administration, Resources, Software, Supervision, 

Validation, Visualization, Writing–original draft, and 

Writing–review & editing.

(9) 참고문헌(References)

참고문헌은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의 

밴쿠버 표기 양식(Vancouver style)을 따라야 한다.

- 국내 문헌을 포함한 모든 문헌은 영문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한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 번

호와 함께 기록하고 본문에는 어깨번호를 붙여야 한다.

- 한 곳의 인용할 참고문헌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빈 여백 없

이 콤마(,)로 문헌번호를 구분하고, 3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

이픈(-)을 사용한다(예: 3-5 또는 3-5,7).

- 6인 이하 저자인 경우는 전원을 기록하며, 7인 이상인 경우

는 최초 3인 후에 “et al.”로 끝맺는다.

- 학술지명의 표기는 Index Medicus의 공인 약어를 사용하

고, 이탤릭체를 사용한다.

- 출판하지 않은 자료는 참고문헌에 기술할 수 없으며, 부득이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문에 괄호하고 “(홍길동, 개인적 의

견 교환)” 혹은 “(홍길동, 미출간 데이터)”와 같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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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어야 하며, 출판 예정인 저널 또는 단행본의 이름을 기

술한다.

다음의 예제를 참고한다.

<정기 학술지의 논문>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연도;권수: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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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 based upon 20 case records. J Korean Neurol 

Assoc 1985;3:24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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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ct of reducing interns’ work hours on serious 

medical errors in intensive care units. N Engl J Med 

2004;351:1838-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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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ten GF. Early morning dystonia in Parkinson’s 

disease. Neurology 1998;51:28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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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nogenicity and occupational lung cancer. En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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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행본>

저자명. 도서명. 발행판수. 발행지: 발행사, 연도;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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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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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행본 내의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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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발행사, 연도;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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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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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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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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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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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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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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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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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표(Table)

표는 개별 파일로 제출한다. 표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기

록한다. 제목은 절 혹은 구의 형태로 표 상단에 기술하고,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설명은 표 하단에 문장의 형태로 기

술한다. 표의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지 않고도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독자적인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본문에서 인용할 때, 

‘Table’이라는 표식 뒤에 한 칸을 띄고 본문 인용 순서대로 아

라비아 숫자 번호를 사용한다. 분량은 4줄 이상의 데이터를 포

함하며 1쪽을 넘지 않는다. 약어 사용 시 해당 표의 하단에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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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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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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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면서 설명한다.

4) 그림 또는 사진(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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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at). 사진 또는 그림의 설명은 영문으로 기록한다. 제목은 

절 혹은 구의 형태로 영문으로 기술하고, 첫 자를 대문자로 표

기한다. 설명은 그림 아래에 문장의 형태로 기술한다. 그림 또

는 사진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지 않고도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독자적인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본문에서 인용할 때, 

‘Fig.’라는 표식 뒤에 한 칸을 띄고 본문 인용 순서대로 아라비

아 숫자 번호를 사용한다. 동일 번호의 사진이나 그림이 2개 이

상인 경우, 아라비아 숫자 이후에 알파벳 글자를 기입하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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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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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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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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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을 바꾸면서 설명한다. 저자가 천연색 게재를 원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출판 전에 알리며, 그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논문 심사 과정(Review Process)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은 접수한 원고를 먼저 심사하며, 다

음과 같은 경우에 심의 없이 저자에게 반송할 수 있다: (1) 본 

잡지의 성격과 연관이 없는 원고, (2) 투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

은 원고, (3) 본 잡지의 학문적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원

고. 편집위원회는 접수한 원고를 2명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하

여 심의를 받은 후, 게재 적합성에 대하여 최종 판정한다. 필요

한 경우, 제3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심사자는 저자 정보를 

알 수 없다.

교정쇄(Proofreading)

저자는 출판사로부터 교정쇄를 받으면, 저자는 주의 깊게 오타

나 원고와 잘못된 부분을 살펴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때 

이루어진 원고의 변화로 인해 마지막 수정본과 그 의미가 달라

지지 않아야 한다. 교정쇄는 저자에 의해 교정되어야 하며 최

종적으로 편집인이 확인한 후 출판한다.

편집위원회는 내용이 변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구 수정을 할 

수 있다.

원고 제출(Sub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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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ail.com)로 워드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원고 투고 및 문의처>

대한임상뇌전증연구학회

주소: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 (신당

동,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2층 신경과 뇌영상분석실)

전화: +82-53-258-4376

팩스: +82-53-258-4380

전자우편: epilia.journal@gmail.com

<규정의 발효>

1) 본 규정은 2019년 0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www.jepil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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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임상뇌전증연구학회(에필리아)의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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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unity)’에 투고 또는 발표하는 논문에 대해서 투고자 

또는 발표자, 그리고 대한임상뇌전증연구학회원들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 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

며 준수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2조(적용대상)

‘에필리아: 뇌전증과 사회’에 투고되는 모든 원고, 출판물, 투

고자, 대한임상뇌전증연구학회의 발표자와 발표물.

제3조(위반행위)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

는 위조

2)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

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

하는 변조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

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

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

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

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

시’ 행위

5) 타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를 

본 학회지에 투고, 게재하거나 본 학회지에 투고 중인 원고

를 타 학술지에 임의로 전재하는 중복 게재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

난 행위

제4조(윤리규정의 준수)

논문 투고자는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논문의 투고 신청시 

표지 윤리규정 서약서 양식 ‘연구윤리규정 준수’란에 반드시 

서명,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윤리위원회)

연구윤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한임상뇌전증

연구학회 내에 윤리위원회를 둔다.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4

인의 윤리위원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한다.

제6조(윤리규정 심의)

연구윤리 위반 사항에 대한 제보가 있으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신속히 소집하여 적절한 조사와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7조(위반에 대한 처리)

1. 제보자에 대한 처리

1) 연구규정 위반에 대한 제보는 본 학회의 회원 및 비회원 누

구나 가능하다.

2) 제보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

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의 제보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

명의 제보라도 위원회에서 그 내용과 증거가 구체적이라고 

판단되면 조사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보자의 소속 신원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

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한다.

4) 허위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제보자는 제보 이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

여 본 학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수 있으며 본 학회는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2. 피조사자에 대한 처리

1)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조사자가 서

면, 혹은 출석 해명 등을 통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

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2) 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

Publication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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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3.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처리

1) 윤리위원회에서 확정될 경우 그 처리 결과를 학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에 관한 기록은 본 학회에 보관한다. 보관 기간

은 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이사회는 연구규정 위반자의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회원 

자격 정지, 혹은 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며 향후 위반자

의 본 학회지 투고 자격을 결정한다.

제8조

기타 위배되는 상황에 대한 심사 및 처리 절차는 대한의학학술

지편집인협의회에서 제정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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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bo_id=7)에 따른다.

www.jepil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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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제목

국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영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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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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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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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경우에는 본 논문이 심사되지 않고 반송될 수 있습니다.

[연구윤리 규정 Ethical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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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이양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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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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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갈등 Conflict of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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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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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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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성명

                                                                                                                                                      

                                                                                                                                                      

                                                                                                                                                      

                                                                                                                                                      

                                                                                                                                                      

                                                                                                                                                      

서명

                                                                                                                                                      

                                                                                                                                                      

                                                                                                                                                      

                                                                                                                                                      

                                                                                                                                                      

                                                                                                                                                      

날짜

                                                                                                                                                      

                                                                                                                                                      

                                                                                                                                                      

                                                                                                                                                      

                                                                                                                                                      

                                                                                                                                                      

저자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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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PRA®’S EXPERIENCE FOR EPILEPSY PATIENTS

15 th

지난 15년간 함께 해주신 길, 환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앞으로도 케프라®는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케프라®정 25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 케프라®정 50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 케프라®정 100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제품명] 케프라Ⓡ정 25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케프라Ⓡ정 50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케프라Ⓡ정 1000밀리그램(레비티
라세탐) [전문의약품] [성상] 250 mg; 파란색의 타원형 필름코팅정제, 500 mg; 노란색의 타원형 필름코팅정제, 1000 mg; 흰
색의 타원형 필름코팅정제 [효능·효과] 1. 단독요법 - 처음 뇌전증으로 진단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
분발작의 치료(4세 이상) 2. 부가요법 - 기존 1차 뇌전증치료제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
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4세 이상) - 소아 간대성 근경련 뇌전증(Juvenile Myoclonic Epilepsy) 환자의 근간대성 발작
의 치료(12세 이상) - 특발성 전신성 뇌전증(Idiopathic Generalized Epilepsy) 환자의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의 치료(12세 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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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하
여야 한다. 1. 부분발작의 단독요법 및 부가요법(4세 이상) · 성인(18세 이상) 및 체중이 50 kg 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
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그러나 발작감소 대비 잠재적 이상반응에 대한 의사의 평가에 근거하여, 초회량을 1
일 2회, 1회 250 mg으로 낮출 수 있으며 2주 후에 1일 2회, 1회 500 mg으로 증량할 수 있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2주 
내지 4주마다 1일 500 mg [1회 250 mg, 1일 2회] 또는 1일 1000 mg [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며, 최
대권장용량은 1일 3000 mg[1회 1500 mg, 1일 2회] 이다. · 4세~11세의 소아 및 체중이 50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년; 초회량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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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감량해서는 안된다. 유효한 최저 용량
을 복용한다. 최대권장용량은 1일 3000 mg이다. 체중이 20 kg 이하인 소아의 경우, 100 mg/ml 경구용 액제로 치료를 시작하
는 것이 권장된다. 체중이 20~40 kg인 소아의 경우, 1일 500 mg [1회 250 mg, 1일 2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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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mg [1회 500 mg, 1일 2회]으로 투여를 시작하며 2주마다 1일 1000 mg씩 증량하여 최대 1일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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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발작감소 대비 잠재적 이상반응에 대한 의사의 평가에 근거
하여, 초회량을 1일 2회, 1회 250 mg으로 낮출 수 있으며 2주 후에 1일 2회, 1회 500 mg으로 증량할 수 있다. 임상적 반응과 내
약성에 따라, 2주마다 1일 500 mg[1회 250 mg, 1일 2회] 또는 1일 1000 mg[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
며 최대권장용량은 1일 3000mg[1회 1500 mg, 1일 2회] 이다. 1일 3,000mg 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연구되지 않았다. 3. 1
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의 부가요법(12세 이상) · 성인(18세 이상) 및 체중이 50 kg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일 1000 
mg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그러나 발작감소 대비 잠재적 이상반응에 대한 의사의 평가에 근거하여, 초회
량을 1일 2회, 1회 250 mg으로 낮출 수 있으며 2주 후에 1일 2회, 1회 500 mg으로 증량할 수 있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
라, 2주마다 1일 500 mg[1회 250 mg, 1일 2회] 또는 1일 1000mg [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며, 최대
권장용량은 1일 3000 mg[1회 1500 mg, 1일 2회] 이다. 1일 3000 mg 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적절히 연구되지 않았다. · 체
중이 50 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년; 이 약은 1일 20 mg/kg [1회 10 mg/kg, 1일 2회]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마다 1일 
20 mg/kg [1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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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되지 않았다. 4. 신장애 환자 레비티라세탐 청소율이 신기능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환
자의 신장기능에 따라 개별적으로 투여한다. 신장애 환자에서의 용량조절은 의약품 첨부문서를 참조한다. 5. 간장애 환자 경증
에서 중등증의 간장애 환자에는 용량조절이 필요치 않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의 경우,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신부전을 과소평
가할 수 있다. 따라서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60 mL/min/1.73m2 미만일 경우 1일 유지량을 50% 감량하는 것이 좋다. 6. 소아 경
구용 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의 불충분으로 1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권장되지 않는다. 4세 이하의 소아에서의 정제 투여
는 적용되지 않으며 1개월 이상의 영아에서는 액제를 투여하여야 한다. 주사제는 1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이 확
립되지 않았으므로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7. 고령자(65세 이상) 신기능이 약화된 노인 환자에서 용량조정이 권장된다. [사
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자살충동과 자살행동 항뇌전증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뇌전증약을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
화에 대하여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항뇌전증약을 처방받는 뇌전증과 다른 많은 질병은 그 자체가 이환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
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 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뇌전증약 처방 시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
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 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한다. 2) 신경정신과적 이상반응 ①부분발작; · 성

인 - 이 약은 1) 졸음, 피로, 2) 협조운동장애, 3) 행동이상 등의 중추신경계 이상반응을 발생시킨다. 졸음, 무력증, 협조운동장애
는 이 약 투여 후 첫 4주 이내에 가장 빈번히 발생하였다. · 소아 - 레비티라세탐정을 투여한 소아환자에 있어, 이 약은 졸음, 피
로, 행동이상을 나타내었다. ②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 이 약은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이 있는 6세 이상의 환자에서 행
동학적 장애와 관련이 있었다. 3) 투약 중단 이 약을 포함한 뇌전증치료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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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소아의 경우, 용량 감소는 매 2주마다 1일 2회 10 mg/kg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
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주성분이나 다른 피롤리돈 유도체 또는 다른 구성성분에 과민 반응이 있는 환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
히 투여할 것 1) 레비티라세탐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자살, 자살 시도 및 자살 상상이 보고되었다. 우울 및/또는 자살 상상의 증
상이 있는 경우 처방의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환자 (및 보호자) 에게 권고해야 한다. 2) 신장애 환자에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 용
량 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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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으며 일반적으로 투여개시시에 나타난다. 중대한 무력감, 발열, 재발성 감염 또는 응고장애를 경험한 환자의 경우 전혈구수 검
사가 권고된다(‘4. 이상반응 4) 시판 후 수집된 이상반응’항 참조). 4) 이상행동 및 공격성 행동; 레비티라세탐은 자극과민성 및 
공격성을 포함한 정신병적 증상과 행동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레비티라세탐 투여 환자들은 기분 및/또는 인격 변화를 나타내
는 정신과적 징후 발현에 대해 모니터되어야 한다. 그러한 행동들이 인지된다면 투여 조정 또는 점진적 투여 중단을 고려하여
야 한다. 투여 중단 시, 용법용량 항을 참조한다. 5) 발작의 악화: 발작 악화 라는 역설적인 반응이 특히 레비티라세탐 투여 초기 
또는 용량 증가 시에 보고되었다. 발작의 악화가 발생한 경우, 환자는 의사와 즉시 상의하여야 한다. 6) 심전도 QT 간격 연장: 
시판 후 경험에서 심전도 QT 간격 연장이 드물게 보고되었다. QTc 간격 연장 환자, QTc 간격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병용하
고 있는 환자, 또는 관련 심장 질환 또는 전해질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투여 시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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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
다. * Keppra® 국내제품설명서, 한국유씨비제약㈜ (as of 08 June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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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PRA®’S EXPERIENCE FOR EPILEPSY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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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년간 함께 해주신 길, 환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앞으로도 케프라®는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케프라®정 25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 케프라®정 50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 케프라®정 100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제품명] 케프라Ⓡ정 25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케프라Ⓡ정 50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케프라Ⓡ정 1000밀리그램(레비티
라세탐) [전문의약품] [성상] 250 mg; 파란색의 타원형 필름코팅정제, 500 mg; 노란색의 타원형 필름코팅정제, 1000 mg; 흰
색의 타원형 필름코팅정제 [효능·효과] 1. 단독요법 - 처음 뇌전증으로 진단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
분발작의 치료(4세 이상) 2. 부가요법 - 기존 1차 뇌전증치료제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
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4세 이상) - 소아 간대성 근경련 뇌전증(Juvenile Myoclonic Epilepsy) 환자의 근간대성 발작
의 치료(12세 이상) - 특발성 전신성 뇌전증(Idiopathic Generalized Epilepsy) 환자의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의 치료(12세 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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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하
여야 한다. 1. 부분발작의 단독요법 및 부가요법(4세 이상) · 성인(18세 이상) 및 체중이 50 kg 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
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그러나 발작감소 대비 잠재적 이상반응에 대한 의사의 평가에 근거하여, 초회량을 1
일 2회, 1회 250 mg으로 낮출 수 있으며 2주 후에 1일 2회, 1회 500 mg으로 증량할 수 있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2주 
내지 4주마다 1일 500 mg [1회 250 mg, 1일 2회] 또는 1일 1000 mg [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며, 최
대권장용량은 1일 3000 mg[1회 1500 mg, 1일 2회] 이다. · 4세~11세의 소아 및 체중이 50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년; 초회량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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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감량해서는 안된다. 유효한 최저 용량
을 복용한다. 최대권장용량은 1일 3000 mg이다. 체중이 20 kg 이하인 소아의 경우, 100 mg/ml 경구용 액제로 치료를 시작하
는 것이 권장된다. 체중이 20~40 kg인 소아의 경우, 1일 500 mg [1회 250 mg, 1일 2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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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mg [1회 500 mg, 1일 2회]으로 투여를 시작하며 2주마다 1일 1000 mg씩 증량하여 최대 1일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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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발작감소 대비 잠재적 이상반응에 대한 의사의 평가에 근거
하여, 초회량을 1일 2회, 1회 250 mg으로 낮출 수 있으며 2주 후에 1일 2회, 1회 500 mg으로 증량할 수 있다. 임상적 반응과 내
약성에 따라, 2주마다 1일 500 mg[1회 250 mg, 1일 2회] 또는 1일 1000 mg[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
며 최대권장용량은 1일 3000mg[1회 1500 mg, 1일 2회] 이다. 1일 3,000mg 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연구되지 않았다. 3. 1
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의 부가요법(12세 이상) · 성인(18세 이상) 및 체중이 50 kg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일 1000 
mg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그러나 발작감소 대비 잠재적 이상반응에 대한 의사의 평가에 근거하여, 초회
량을 1일 2회, 1회 250 mg으로 낮출 수 있으며 2주 후에 1일 2회, 1회 500 mg으로 증량할 수 있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
라, 2주마다 1일 500 mg[1회 250 mg, 1일 2회] 또는 1일 1000mg [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며, 최대
권장용량은 1일 3000 mg[1회 1500 mg, 1일 2회] 이다. 1일 3000 mg 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적절히 연구되지 않았다. · 체
중이 50 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년; 이 약은 1일 20 mg/kg [1회 10 mg/kg, 1일 2회]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마다 1일 
20 mg/kg [1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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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되지 않았다. 4. 신장애 환자 레비티라세탐 청소율이 신기능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환
자의 신장기능에 따라 개별적으로 투여한다. 신장애 환자에서의 용량조절은 의약품 첨부문서를 참조한다. 5. 간장애 환자 경증
에서 중등증의 간장애 환자에는 용량조절이 필요치 않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의 경우,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신부전을 과소평
가할 수 있다. 따라서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60 mL/min/1.73m2 미만일 경우 1일 유지량을 50% 감량하는 것이 좋다. 6. 소아 경
구용 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의 불충분으로 1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권장되지 않는다. 4세 이하의 소아에서의 정제 투여
는 적용되지 않으며 1개월 이상의 영아에서는 액제를 투여하여야 한다. 주사제는 1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이 확
립되지 않았으므로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7. 고령자(65세 이상) 신기능이 약화된 노인 환자에서 용량조정이 권장된다. [사
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자살충동과 자살행동 항뇌전증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뇌전증약을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
화에 대하여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항뇌전증약을 처방받는 뇌전증과 다른 많은 질병은 그 자체가 이환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
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 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뇌전증약 처방 시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
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 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한다. 2) 신경정신과적 이상반응 ①부분발작; · 성

인 - 이 약은 1) 졸음, 피로, 2) 협조운동장애, 3) 행동이상 등의 중추신경계 이상반응을 발생시킨다. 졸음, 무력증, 협조운동장애
는 이 약 투여 후 첫 4주 이내에 가장 빈번히 발생하였다. · 소아 - 레비티라세탐정을 투여한 소아환자에 있어, 이 약은 졸음, 피
로, 행동이상을 나타내었다. ②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 이 약은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이 있는 6세 이상의 환자에서 행
동학적 장애와 관련이 있었다. 3) 투약 중단 이 약을 포함한 뇌전증치료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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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소아의 경우, 용량 감소는 매 2주마다 1일 2회 10 mg/kg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
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주성분이나 다른 피롤리돈 유도체 또는 다른 구성성분에 과민 반응이 있는 환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
히 투여할 것 1) 레비티라세탐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자살, 자살 시도 및 자살 상상이 보고되었다. 우울 및/또는 자살 상상의 증
상이 있는 경우 처방의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환자 (및 보호자) 에게 권고해야 한다. 2) 신장애 환자에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 용
량 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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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으며 일반적으로 투여개시시에 나타난다. 중대한 무력감, 발열, 재발성 감염 또는 응고장애를 경험한 환자의 경우 전혈구수 검
사가 권고된다(‘4. 이상반응 4) 시판 후 수집된 이상반응’항 참조). 4) 이상행동 및 공격성 행동; 레비티라세탐은 자극과민성 및 
공격성을 포함한 정신병적 증상과 행동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레비티라세탐 투여 환자들은 기분 및/또는 인격 변화를 나타내
는 정신과적 징후 발현에 대해 모니터되어야 한다. 그러한 행동들이 인지된다면 투여 조정 또는 점진적 투여 중단을 고려하여
야 한다. 투여 중단 시, 용법용량 항을 참조한다. 5) 발작의 악화: 발작 악화 라는 역설적인 반응이 특히 레비티라세탐 투여 초기 
또는 용량 증가 시에 보고되었다. 발작의 악화가 발생한 경우, 환자는 의사와 즉시 상의하여야 한다. 6) 심전도 QT 간격 연장: 
시판 후 경험에서 심전도 QT 간격 연장이 드물게 보고되었다. QTc 간격 연장 환자, QTc 간격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병용하
고 있는 환자, 또는 관련 심장 질환 또는 전해질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투여 시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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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
다. * Keppra® 국내제품설명서, 한국유씨비제약㈜ (as of 08 June 2022)

KR-P-KP-EPI-2200004

KEPPRA®’S EXPERIENCE FOR EPILEPSY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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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년간 함께 해주신 길, 환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앞으로도 케프라®는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케프라®정 25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 케프라®정 50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 케프라®정 100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제품명] 케프라Ⓡ정 25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케프라Ⓡ정 50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케프라Ⓡ정 1000밀리그램(레비티
라세탐) [전문의약품] [성상] 250 mg; 파란색의 타원형 필름코팅정제, 500 mg; 노란색의 타원형 필름코팅정제, 1000 mg; 흰
색의 타원형 필름코팅정제 [효능·효과] 1. 단독요법 - 처음 뇌전증으로 진단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
분발작의 치료(4세 이상) 2. 부가요법 - 기존 1차 뇌전증치료제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
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4세 이상) - 소아 간대성 근경련 뇌전증(Juvenile Myoclonic Epilepsy) 환자의 근간대성 발작
의 치료(12세 이상) - 특발성 전신성 뇌전증(Idiopathic Generalized Epilepsy) 환자의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의 치료(12세 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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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하
여야 한다. 1. 부분발작의 단독요법 및 부가요법(4세 이상) · 성인(18세 이상) 및 체중이 50 kg 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
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그러나 발작감소 대비 잠재적 이상반응에 대한 의사의 평가에 근거하여, 초회량을 1
일 2회, 1회 250 mg으로 낮출 수 있으며 2주 후에 1일 2회, 1회 500 mg으로 증량할 수 있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2주 
내지 4주마다 1일 500 mg [1회 250 mg, 1일 2회] 또는 1일 1000 mg [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며, 최
대권장용량은 1일 3000 mg[1회 1500 mg, 1일 2회] 이다. · 4세~11세의 소아 및 체중이 50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년; 초회량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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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감량해서는 안된다. 유효한 최저 용량
을 복용한다. 최대권장용량은 1일 3000 mg이다. 체중이 20 kg 이하인 소아의 경우, 100 mg/ml 경구용 액제로 치료를 시작하
는 것이 권장된다. 체중이 20~40 kg인 소아의 경우, 1일 500 mg [1회 250 mg, 1일 2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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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mg [1회 500 mg, 1일 2회]으로 투여를 시작하며 2주마다 1일 1000 mg씩 증량하여 최대 1일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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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발작감소 대비 잠재적 이상반응에 대한 의사의 평가에 근거
하여, 초회량을 1일 2회, 1회 250 mg으로 낮출 수 있으며 2주 후에 1일 2회, 1회 500 mg으로 증량할 수 있다. 임상적 반응과 내
약성에 따라, 2주마다 1일 500 mg[1회 250 mg, 1일 2회] 또는 1일 1000 mg[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
며 최대권장용량은 1일 3000mg[1회 1500 mg, 1일 2회] 이다. 1일 3,000mg 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연구되지 않았다. 3. 1
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의 부가요법(12세 이상) · 성인(18세 이상) 및 체중이 50 kg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일 1000 
mg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그러나 발작감소 대비 잠재적 이상반응에 대한 의사의 평가에 근거하여, 초회
량을 1일 2회, 1회 250 mg으로 낮출 수 있으며 2주 후에 1일 2회, 1회 500 mg으로 증량할 수 있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
라, 2주마다 1일 500 mg[1회 250 mg, 1일 2회] 또는 1일 1000mg [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며, 최대
권장용량은 1일 3000 mg[1회 1500 mg, 1일 2회] 이다. 1일 3000 mg 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적절히 연구되지 않았다. · 체
중이 50 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년; 이 약은 1일 20 mg/kg [1회 10 mg/kg, 1일 2회]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마다 1일 
20 mg/kg [1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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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되지 않았다. 4. 신장애 환자 레비티라세탐 청소율이 신기능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환
자의 신장기능에 따라 개별적으로 투여한다. 신장애 환자에서의 용량조절은 의약품 첨부문서를 참조한다. 5. 간장애 환자 경증
에서 중등증의 간장애 환자에는 용량조절이 필요치 않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의 경우,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신부전을 과소평
가할 수 있다. 따라서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60 mL/min/1.73m2 미만일 경우 1일 유지량을 50% 감량하는 것이 좋다. 6. 소아 경
구용 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의 불충분으로 1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권장되지 않는다. 4세 이하의 소아에서의 정제 투여
는 적용되지 않으며 1개월 이상의 영아에서는 액제를 투여하여야 한다. 주사제는 1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이 확
립되지 않았으므로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7. 고령자(65세 이상) 신기능이 약화된 노인 환자에서 용량조정이 권장된다. [사
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자살충동과 자살행동 항뇌전증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뇌전증약을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
화에 대하여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항뇌전증약을 처방받는 뇌전증과 다른 많은 질병은 그 자체가 이환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
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 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뇌전증약 처방 시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
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 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한다. 2) 신경정신과적 이상반응 ①부분발작; · 성

인 - 이 약은 1) 졸음, 피로, 2) 협조운동장애, 3) 행동이상 등의 중추신경계 이상반응을 발생시킨다. 졸음, 무력증, 협조운동장애
는 이 약 투여 후 첫 4주 이내에 가장 빈번히 발생하였다. · 소아 - 레비티라세탐정을 투여한 소아환자에 있어, 이 약은 졸음, 피
로, 행동이상을 나타내었다. ②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 이 약은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이 있는 6세 이상의 환자에서 행
동학적 장애와 관련이 있었다. 3) 투약 중단 이 약을 포함한 뇌전증치료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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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소아의 경우, 용량 감소는 매 2주마다 1일 2회 10 mg/kg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
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주성분이나 다른 피롤리돈 유도체 또는 다른 구성성분에 과민 반응이 있는 환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
히 투여할 것 1) 레비티라세탐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자살, 자살 시도 및 자살 상상이 보고되었다. 우울 및/또는 자살 상상의 증
상이 있는 경우 처방의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환자 (및 보호자) 에게 권고해야 한다. 2) 신장애 환자에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 용
량 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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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으며 일반적으로 투여개시시에 나타난다. 중대한 무력감, 발열, 재발성 감염 또는 응고장애를 경험한 환자의 경우 전혈구수 검
사가 권고된다(‘4. 이상반응 4) 시판 후 수집된 이상반응’항 참조). 4) 이상행동 및 공격성 행동; 레비티라세탐은 자극과민성 및 
공격성을 포함한 정신병적 증상과 행동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레비티라세탐 투여 환자들은 기분 및/또는 인격 변화를 나타내
는 정신과적 징후 발현에 대해 모니터되어야 한다. 그러한 행동들이 인지된다면 투여 조정 또는 점진적 투여 중단을 고려하여
야 한다. 투여 중단 시, 용법용량 항을 참조한다. 5) 발작의 악화: 발작 악화 라는 역설적인 반응이 특히 레비티라세탐 투여 초기 
또는 용량 증가 시에 보고되었다. 발작의 악화가 발생한 경우, 환자는 의사와 즉시 상의하여야 한다. 6) 심전도 QT 간격 연장: 
시판 후 경험에서 심전도 QT 간격 연장이 드물게 보고되었다. QTc 간격 연장 환자, QTc 간격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병용하
고 있는 환자, 또는 관련 심장 질환 또는 전해질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투여 시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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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
다. * Keppra® 국내제품설명서, 한국유씨비제약㈜ (as of 08 June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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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PRA®’S EXPERIENCE FOR EPILEPSY PATIENTS

15 th

지난 15년간 함께 해주신 길, 환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앞으로도 케프라®는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케프라®정 25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 케프라®정 50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 케프라®정 100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제품명] 케프라Ⓡ정 25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케프라Ⓡ정 50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케프라Ⓡ정 1000밀리그램(레비티
라세탐) [전문의약품] [성상] 250 mg; 파란색의 타원형 필름코팅정제, 500 mg; 노란색의 타원형 필름코팅정제, 1000 mg; 흰
색의 타원형 필름코팅정제 [효능·효과] 1. 단독요법 - 처음 뇌전증으로 진단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
분발작의 치료(4세 이상) 2. 부가요법 - 기존 1차 뇌전증치료제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
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4세 이상) - 소아 간대성 근경련 뇌전증(Juvenile Myoclonic Epilepsy) 환자의 근간대성 발작
의 치료(12세 이상) - 특발성 전신성 뇌전증(Idiopathic Generalized Epilepsy) 환자의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의 치료(12세 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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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하
여야 한다. 1. 부분발작의 단독요법 및 부가요법(4세 이상) · 성인(18세 이상) 및 체중이 50 kg 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
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그러나 발작감소 대비 잠재적 이상반응에 대한 의사의 평가에 근거하여, 초회량을 1
일 2회, 1회 250 mg으로 낮출 수 있으며 2주 후에 1일 2회, 1회 500 mg으로 증량할 수 있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2주 
내지 4주마다 1일 500 mg [1회 250 mg, 1일 2회] 또는 1일 1000 mg [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며, 최
대권장용량은 1일 3000 mg[1회 1500 mg, 1일 2회] 이다. · 4세~11세의 소아 및 체중이 50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년; 초회량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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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감량해서는 안된다. 유효한 최저 용량
을 복용한다. 최대권장용량은 1일 3000 mg이다. 체중이 20 kg 이하인 소아의 경우, 100 mg/ml 경구용 액제로 치료를 시작하
는 것이 권장된다. 체중이 20~40 kg인 소아의 경우, 1일 500 mg [1회 250 mg, 1일 2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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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mg [1회 500 mg, 1일 2회]으로 투여를 시작하며 2주마다 1일 1000 mg씩 증량하여 최대 1일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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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발작감소 대비 잠재적 이상반응에 대한 의사의 평가에 근거
하여, 초회량을 1일 2회, 1회 250 mg으로 낮출 수 있으며 2주 후에 1일 2회, 1회 500 mg으로 증량할 수 있다. 임상적 반응과 내
약성에 따라, 2주마다 1일 500 mg[1회 250 mg, 1일 2회] 또는 1일 1000 mg[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
며 최대권장용량은 1일 3000mg[1회 1500 mg, 1일 2회] 이다. 1일 3,000mg 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연구되지 않았다. 3. 1
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의 부가요법(12세 이상) · 성인(18세 이상) 및 체중이 50 kg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일 1000 
mg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그러나 발작감소 대비 잠재적 이상반응에 대한 의사의 평가에 근거하여, 초회
량을 1일 2회, 1회 250 mg으로 낮출 수 있으며 2주 후에 1일 2회, 1회 500 mg으로 증량할 수 있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
라, 2주마다 1일 500 mg[1회 250 mg, 1일 2회] 또는 1일 1000mg [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며, 최대
권장용량은 1일 3000 mg[1회 1500 mg, 1일 2회] 이다. 1일 3000 mg 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적절히 연구되지 않았다. · 체
중이 50 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년; 이 약은 1일 20 mg/kg [1회 10 mg/kg, 1일 2회]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마다 1일 
20 mg/kg [1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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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되지 않았다. 4. 신장애 환자 레비티라세탐 청소율이 신기능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환
자의 신장기능에 따라 개별적으로 투여한다. 신장애 환자에서의 용량조절은 의약품 첨부문서를 참조한다. 5. 간장애 환자 경증
에서 중등증의 간장애 환자에는 용량조절이 필요치 않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의 경우,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신부전을 과소평
가할 수 있다. 따라서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60 mL/min/1.73m2 미만일 경우 1일 유지량을 50% 감량하는 것이 좋다. 6. 소아 경
구용 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의 불충분으로 1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권장되지 않는다. 4세 이하의 소아에서의 정제 투여
는 적용되지 않으며 1개월 이상의 영아에서는 액제를 투여하여야 한다. 주사제는 1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이 확
립되지 않았으므로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7. 고령자(65세 이상) 신기능이 약화된 노인 환자에서 용량조정이 권장된다. [사
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자살충동과 자살행동 항뇌전증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뇌전증약을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
화에 대하여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항뇌전증약을 처방받는 뇌전증과 다른 많은 질병은 그 자체가 이환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
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 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뇌전증약 처방 시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
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 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한다. 2) 신경정신과적 이상반응 ①부분발작; · 성

인 - 이 약은 1) 졸음, 피로, 2) 협조운동장애, 3) 행동이상 등의 중추신경계 이상반응을 발생시킨다. 졸음, 무력증, 협조운동장애
는 이 약 투여 후 첫 4주 이내에 가장 빈번히 발생하였다. · 소아 - 레비티라세탐정을 투여한 소아환자에 있어, 이 약은 졸음, 피
로, 행동이상을 나타내었다. ②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 이 약은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이 있는 6세 이상의 환자에서 행
동학적 장애와 관련이 있었다. 3) 투약 중단 이 약을 포함한 뇌전증치료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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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소아의 경우, 용량 감소는 매 2주마다 1일 2회 10 mg/kg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
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주성분이나 다른 피롤리돈 유도체 또는 다른 구성성분에 과민 반응이 있는 환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
히 투여할 것 1) 레비티라세탐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자살, 자살 시도 및 자살 상상이 보고되었다. 우울 및/또는 자살 상상의 증
상이 있는 경우 처방의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환자 (및 보호자) 에게 권고해야 한다. 2) 신장애 환자에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 용
량 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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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으며 일반적으로 투여개시시에 나타난다. 중대한 무력감, 발열, 재발성 감염 또는 응고장애를 경험한 환자의 경우 전혈구수 검
사가 권고된다(‘4. 이상반응 4) 시판 후 수집된 이상반응’항 참조). 4) 이상행동 및 공격성 행동; 레비티라세탐은 자극과민성 및 
공격성을 포함한 정신병적 증상과 행동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레비티라세탐 투여 환자들은 기분 및/또는 인격 변화를 나타내
는 정신과적 징후 발현에 대해 모니터되어야 한다. 그러한 행동들이 인지된다면 투여 조정 또는 점진적 투여 중단을 고려하여
야 한다. 투여 중단 시, 용법용량 항을 참조한다. 5) 발작의 악화: 발작 악화 라는 역설적인 반응이 특히 레비티라세탐 투여 초기 
또는 용량 증가 시에 보고되었다. 발작의 악화가 발생한 경우, 환자는 의사와 즉시 상의하여야 한다. 6) 심전도 QT 간격 연장: 
시판 후 경험에서 심전도 QT 간격 연장이 드물게 보고되었다. QTc 간격 연장 환자, QTc 간격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병용하
고 있는 환자, 또는 관련 심장 질환 또는 전해질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투여 시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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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
다. * Keppra® 국내제품설명서, 한국유씨비제약㈜ (as of 08 June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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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PRA®’S EXPERIENCE FOR EPILEPSY PATIENTS

15 th

지난 15년간 함께 해주신 길, 환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앞으로도 케프라®는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케프라®정 25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 케프라®정 50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 케프라®정 100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제품명] 케프라Ⓡ정 25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케프라Ⓡ정 50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케프라Ⓡ정 1000밀리그램(레비티
라세탐) [전문의약품] [성상] 250 mg; 파란색의 타원형 필름코팅정제, 500 mg; 노란색의 타원형 필름코팅정제, 1000 mg; 흰
색의 타원형 필름코팅정제 [효능·효과] 1. 단독요법 - 처음 뇌전증으로 진단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
분발작의 치료(4세 이상) 2. 부가요법 - 기존 1차 뇌전증치료제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
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4세 이상) - 소아 간대성 근경련 뇌전증(Juvenile Myoclonic Epilepsy) 환자의 근간대성 발작
의 치료(12세 이상) - 특발성 전신성 뇌전증(Idiopathic Generalized Epilepsy) 환자의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의 치료(12세 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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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하
여야 한다. 1. 부분발작의 단독요법 및 부가요법(4세 이상) · 성인(18세 이상) 및 체중이 50 kg 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
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그러나 발작감소 대비 잠재적 이상반응에 대한 의사의 평가에 근거하여, 초회량을 1
일 2회, 1회 250 mg으로 낮출 수 있으며 2주 후에 1일 2회, 1회 500 mg으로 증량할 수 있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2주 
내지 4주마다 1일 500 mg [1회 250 mg, 1일 2회] 또는 1일 1000 mg [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며, 최
대권장용량은 1일 3000 mg[1회 1500 mg, 1일 2회] 이다. · 4세~11세의 소아 및 체중이 50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년; 초회량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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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감량해서는 안된다. 유효한 최저 용량
을 복용한다. 최대권장용량은 1일 3000 mg이다. 체중이 20 kg 이하인 소아의 경우, 100 mg/ml 경구용 액제로 치료를 시작하
는 것이 권장된다. 체중이 20~40 kg인 소아의 경우, 1일 500 mg [1회 250 mg, 1일 2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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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mg [1회 500 mg, 1일 2회]으로 투여를 시작하며 2주마다 1일 1000 mg씩 증량하여 최대 1일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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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발작감소 대비 잠재적 이상반응에 대한 의사의 평가에 근거
하여, 초회량을 1일 2회, 1회 250 mg으로 낮출 수 있으며 2주 후에 1일 2회, 1회 500 mg으로 증량할 수 있다. 임상적 반응과 내
약성에 따라, 2주마다 1일 500 mg[1회 250 mg, 1일 2회] 또는 1일 1000 mg[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
며 최대권장용량은 1일 3000mg[1회 1500 mg, 1일 2회] 이다. 1일 3,000mg 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연구되지 않았다. 3. 1
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의 부가요법(12세 이상) · 성인(18세 이상) 및 체중이 50 kg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일 1000 
mg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그러나 발작감소 대비 잠재적 이상반응에 대한 의사의 평가에 근거하여, 초회
량을 1일 2회, 1회 250 mg으로 낮출 수 있으며 2주 후에 1일 2회, 1회 500 mg으로 증량할 수 있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
라, 2주마다 1일 500 mg[1회 250 mg, 1일 2회] 또는 1일 1000mg [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며, 최대
권장용량은 1일 3000 mg[1회 1500 mg, 1일 2회] 이다. 1일 3000 mg 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적절히 연구되지 않았다. · 체
중이 50 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년; 이 약은 1일 20 mg/kg [1회 10 mg/kg, 1일 2회]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마다 1일 
20 mg/kg [1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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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되지 않았다. 4. 신장애 환자 레비티라세탐 청소율이 신기능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환
자의 신장기능에 따라 개별적으로 투여한다. 신장애 환자에서의 용량조절은 의약품 첨부문서를 참조한다. 5. 간장애 환자 경증
에서 중등증의 간장애 환자에는 용량조절이 필요치 않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의 경우,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신부전을 과소평
가할 수 있다. 따라서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60 mL/min/1.73m2 미만일 경우 1일 유지량을 50% 감량하는 것이 좋다. 6. 소아 경
구용 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의 불충분으로 1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권장되지 않는다. 4세 이하의 소아에서의 정제 투여
는 적용되지 않으며 1개월 이상의 영아에서는 액제를 투여하여야 한다. 주사제는 1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이 확
립되지 않았으므로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7. 고령자(65세 이상) 신기능이 약화된 노인 환자에서 용량조정이 권장된다. [사
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자살충동과 자살행동 항뇌전증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뇌전증약을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
화에 대하여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항뇌전증약을 처방받는 뇌전증과 다른 많은 질병은 그 자체가 이환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
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 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뇌전증약 처방 시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
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 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한다. 2) 신경정신과적 이상반응 ①부분발작; · 성

인 - 이 약은 1) 졸음, 피로, 2) 협조운동장애, 3) 행동이상 등의 중추신경계 이상반응을 발생시킨다. 졸음, 무력증, 협조운동장애
는 이 약 투여 후 첫 4주 이내에 가장 빈번히 발생하였다. · 소아 - 레비티라세탐정을 투여한 소아환자에 있어, 이 약은 졸음, 피
로, 행동이상을 나타내었다. ②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 이 약은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이 있는 6세 이상의 환자에서 행
동학적 장애와 관련이 있었다. 3) 투약 중단 이 약을 포함한 뇌전증치료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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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소아의 경우, 용량 감소는 매 2주마다 1일 2회 10 mg/kg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
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주성분이나 다른 피롤리돈 유도체 또는 다른 구성성분에 과민 반응이 있는 환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
히 투여할 것 1) 레비티라세탐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자살, 자살 시도 및 자살 상상이 보고되었다. 우울 및/또는 자살 상상의 증
상이 있는 경우 처방의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환자 (및 보호자) 에게 권고해야 한다. 2) 신장애 환자에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 용
량 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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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으며 일반적으로 투여개시시에 나타난다. 중대한 무력감, 발열, 재발성 감염 또는 응고장애를 경험한 환자의 경우 전혈구수 검
사가 권고된다(‘4. 이상반응 4) 시판 후 수집된 이상반응’항 참조). 4) 이상행동 및 공격성 행동; 레비티라세탐은 자극과민성 및 
공격성을 포함한 정신병적 증상과 행동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레비티라세탐 투여 환자들은 기분 및/또는 인격 변화를 나타내
는 정신과적 징후 발현에 대해 모니터되어야 한다. 그러한 행동들이 인지된다면 투여 조정 또는 점진적 투여 중단을 고려하여
야 한다. 투여 중단 시, 용법용량 항을 참조한다. 5) 발작의 악화: 발작 악화 라는 역설적인 반응이 특히 레비티라세탐 투여 초기 
또는 용량 증가 시에 보고되었다. 발작의 악화가 발생한 경우, 환자는 의사와 즉시 상의하여야 한다. 6) 심전도 QT 간격 연장: 
시판 후 경험에서 심전도 QT 간격 연장이 드물게 보고되었다. QTc 간격 연장 환자, QTc 간격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병용하
고 있는 환자, 또는 관련 심장 질환 또는 전해질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투여 시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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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
다. * Keppra® 국내제품설명서, 한국유씨비제약㈜ (as of 08 June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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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PRA®’S EXPERIENCE FOR EPILEPSY PATIENTS

15 th

지난 15년간 함께 해주신 길, 환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앞으로도 케프라®는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케프라®정 25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 케프라®정 50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 케프라®정 100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제품명] 케프라Ⓡ정 25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케프라Ⓡ정 50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케프라Ⓡ정 1000밀리그램(레비티
라세탐) [전문의약품] [성상] 250 mg; 파란색의 타원형 필름코팅정제, 500 mg; 노란색의 타원형 필름코팅정제, 1000 mg; 흰
색의 타원형 필름코팅정제 [효능·효과] 1. 단독요법 - 처음 뇌전증으로 진단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
분발작의 치료(4세 이상) 2. 부가요법 - 기존 1차 뇌전증치료제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
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4세 이상) - 소아 간대성 근경련 뇌전증(Juvenile Myoclonic Epilepsy) 환자의 근간대성 발작
의 치료(12세 이상) - 특발성 전신성 뇌전증(Idiopathic Generalized Epilepsy) 환자의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의 치료(12세 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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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하
여야 한다. 1. 부분발작의 단독요법 및 부가요법(4세 이상) · 성인(18세 이상) 및 체중이 50 kg 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
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그러나 발작감소 대비 잠재적 이상반응에 대한 의사의 평가에 근거하여, 초회량을 1
일 2회, 1회 250 mg으로 낮출 수 있으며 2주 후에 1일 2회, 1회 500 mg으로 증량할 수 있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2주 
내지 4주마다 1일 500 mg [1회 250 mg, 1일 2회] 또는 1일 1000 mg [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며, 최
대권장용량은 1일 3000 mg[1회 1500 mg, 1일 2회] 이다. · 4세~11세의 소아 및 체중이 50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년; 초회량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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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감량해서는 안된다. 유효한 최저 용량
을 복용한다. 최대권장용량은 1일 3000 mg이다. 체중이 20 kg 이하인 소아의 경우, 100 mg/ml 경구용 액제로 치료를 시작하
는 것이 권장된다. 체중이 20~40 kg인 소아의 경우, 1일 500 mg [1회 250 mg, 1일 2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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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mg [1회 500 mg, 1일 2회]으로 투여를 시작하며 2주마다 1일 1000 mg씩 증량하여 최대 1일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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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발작감소 대비 잠재적 이상반응에 대한 의사의 평가에 근거
하여, 초회량을 1일 2회, 1회 250 mg으로 낮출 수 있으며 2주 후에 1일 2회, 1회 500 mg으로 증량할 수 있다. 임상적 반응과 내
약성에 따라, 2주마다 1일 500 mg[1회 250 mg, 1일 2회] 또는 1일 1000 mg[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
며 최대권장용량은 1일 3000mg[1회 1500 mg, 1일 2회] 이다. 1일 3,000mg 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연구되지 않았다. 3. 1
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의 부가요법(12세 이상) · 성인(18세 이상) 및 체중이 50 kg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일 1000 
mg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그러나 발작감소 대비 잠재적 이상반응에 대한 의사의 평가에 근거하여, 초회
량을 1일 2회, 1회 250 mg으로 낮출 수 있으며 2주 후에 1일 2회, 1회 500 mg으로 증량할 수 있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
라, 2주마다 1일 500 mg[1회 250 mg, 1일 2회] 또는 1일 1000mg [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며, 최대
권장용량은 1일 3000 mg[1회 1500 mg, 1일 2회] 이다. 1일 3000 mg 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적절히 연구되지 않았다. · 체
중이 50 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년; 이 약은 1일 20 mg/kg [1회 10 mg/kg, 1일 2회]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마다 1일 
20 mg/kg [1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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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되지 않았다. 4. 신장애 환자 레비티라세탐 청소율이 신기능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환
자의 신장기능에 따라 개별적으로 투여한다. 신장애 환자에서의 용량조절은 의약품 첨부문서를 참조한다. 5. 간장애 환자 경증
에서 중등증의 간장애 환자에는 용량조절이 필요치 않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의 경우,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신부전을 과소평
가할 수 있다. 따라서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60 mL/min/1.73m2 미만일 경우 1일 유지량을 50% 감량하는 것이 좋다. 6. 소아 경
구용 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의 불충분으로 1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권장되지 않는다. 4세 이하의 소아에서의 정제 투여
는 적용되지 않으며 1개월 이상의 영아에서는 액제를 투여하여야 한다. 주사제는 1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이 확
립되지 않았으므로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7. 고령자(65세 이상) 신기능이 약화된 노인 환자에서 용량조정이 권장된다. [사
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자살충동과 자살행동 항뇌전증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뇌전증약을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
화에 대하여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항뇌전증약을 처방받는 뇌전증과 다른 많은 질병은 그 자체가 이환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
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 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뇌전증약 처방 시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
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 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한다. 2) 신경정신과적 이상반응 ①부분발작; · 성

인 - 이 약은 1) 졸음, 피로, 2) 협조운동장애, 3) 행동이상 등의 중추신경계 이상반응을 발생시킨다. 졸음, 무력증, 협조운동장애
는 이 약 투여 후 첫 4주 이내에 가장 빈번히 발생하였다. · 소아 - 레비티라세탐정을 투여한 소아환자에 있어, 이 약은 졸음, 피
로, 행동이상을 나타내었다. ②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 이 약은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이 있는 6세 이상의 환자에서 행
동학적 장애와 관련이 있었다. 3) 투약 중단 이 약을 포함한 뇌전증치료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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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소아의 경우, 용량 감소는 매 2주마다 1일 2회 10 mg/kg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
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주성분이나 다른 피롤리돈 유도체 또는 다른 구성성분에 과민 반응이 있는 환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
히 투여할 것 1) 레비티라세탐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자살, 자살 시도 및 자살 상상이 보고되었다. 우울 및/또는 자살 상상의 증
상이 있는 경우 처방의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환자 (및 보호자) 에게 권고해야 한다. 2) 신장애 환자에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 용
량 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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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으며 일반적으로 투여개시시에 나타난다. 중대한 무력감, 발열, 재발성 감염 또는 응고장애를 경험한 환자의 경우 전혈구수 검
사가 권고된다(‘4. 이상반응 4) 시판 후 수집된 이상반응’항 참조). 4) 이상행동 및 공격성 행동; 레비티라세탐은 자극과민성 및 
공격성을 포함한 정신병적 증상과 행동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레비티라세탐 투여 환자들은 기분 및/또는 인격 변화를 나타내
는 정신과적 징후 발현에 대해 모니터되어야 한다. 그러한 행동들이 인지된다면 투여 조정 또는 점진적 투여 중단을 고려하여
야 한다. 투여 중단 시, 용법용량 항을 참조한다. 5) 발작의 악화: 발작 악화 라는 역설적인 반응이 특히 레비티라세탐 투여 초기 
또는 용량 증가 시에 보고되었다. 발작의 악화가 발생한 경우, 환자는 의사와 즉시 상의하여야 한다. 6) 심전도 QT 간격 연장: 
시판 후 경험에서 심전도 QT 간격 연장이 드물게 보고되었다. QTc 간격 연장 환자, QTc 간격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병용하
고 있는 환자, 또는 관련 심장 질환 또는 전해질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투여 시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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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
다. * Keppra® 국내제품설명서, 한국유씨비제약㈜ (as of 08 June 2022)

KR-P-KP-EPI-2200004





C

M

Y

CM

MY

CY

CMY

K

∆�¿���∆�_2￢˜∫º∏�_√�∞°Ω￢¿Œ±§∞�_210x280_ot.pdf   1   2020. 7. 20.   오후 6:41


	epilia_v4n2_cover
	epilia_v4n2_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