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질간질간질간질 환자를환자를환자를환자를 위한위한위한위한 의료의료의료의료 신분증과신분증과신분증과신분증과 안전안전안전안전 장치장치장치장치 (Medical ID and Safety Devices for People with Epilepsy) 
 

아래에 열거된 회사들은 간질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의 영리업자다. 비씨 간질협회는 이들 

회사와 어떤 이해관계, 금전관계나 다른 관련이 없고 그들 제품을 추천하지도 않는다. 구매 결정 전에 

의료 전문가와 확인하고 당신 스스로 조사하라. 

 

의료의료의료의료 신분증신분증신분증신분증  
 

MedicAlert  1-800-668-1507  www.medicalert.ca  

의료 신분증용 보석을 판매하고 당신의 의료 정보와 비상시 연락처를 의료 관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한다. 의료 신분증의 구입만이 아니라 매년 연회비를 내야 한다.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회비와 스테인리스스틸 팔찌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추가 

정보는 www.medicalert.ca/en/professionals/order.asp 에 있다. 

 
No Child Without  1-866-679-3220  www.nochildwithout.ca  

4~14살 학생에게 MedicAlert 신분증을 무료로 제공하는 자선 프로그램. 아이가 교육청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에 다녀야만 한다.  

 
Lauren's Hope  1-800-360-8680  www.laurenshope.com  

남녀와 소년, 소녀를 위한 매우 다양한 모양의 의료 신분증용 보석을 공급한다. 보석은 팔찌, 목걸이, 

부적, 가방 꼬리표와 임시 문신을 포함한다. 

 
Universal Medical ID Canada  1-800-616-3400  www.universalmedicalid.com/canada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기능적인 의료 신분증용 보석을 공급한다. 또한 의료 신분증을 사면 무료로 

글자를 새겨주고, 지갑용 카드와 연회비 없이 온라인 의료 등록이 제공된다. 이 등록으로 의료 

관계자가 간략한 의료 정보 요약, 의료 지침과 응급 시 연락처를 알 수 있다. 

 
Vital ID  250-760-0048  www.vitalid.ca  

오래가고 주문에 따라 제작된 방수 손목 띠를 판다. 이것들은 아이와 운동을 즐기는 사람에게 특히 

쓸모 있다. 의료 신분증이 팔찌 안에 들어 있어서 최신 정보로 쉽고 빠르게 바꿀 수 있다. 신발 꼬리표, 

운동 헬밋용 의료신분증과 일회용 안전 및 여행 손목 띠도 있다. 

 
Beading Hearts  1-888-961-7717  www.beadinghearts.ca  

여러 직업과 연령을 위한 싸고 유행에 맞춘 의료 신분증 제품을 판매한다. 구슬 팔찌, 방수되고 오래 

쓰는 가죽 손목 띠와 운동용 의료 신분증이 있다. 

 

아래에 의료 신분증을 파는 다른 회사의 링크가 있다:  

Beaded Daisy: www.beadeddaisy.com  
Creative Medical ID: www.creativemedicalid.com  
Custom Medical Bracelets: www.custommedicalbracelets.com  
Medical ID Store: www.medicalidstore.com  
N-Style ID: www.n-styleid.com  
Petite Baubles Boutique: www.petitebaublesboutique.com  
Sticky Jewelry: www.stickyj.com  
 



의료 신분증용 보석은 일부 약국이나 보석 가게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간질 같은 질병명이 생겨진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새기도록 비어있는 것도 있다. 

 

약약약약 복용복용복용복용 알리미알리미알리미알리미  
 

약통에 약을 정리하도록 권장한다. 이것들은 대부분의 약국에 있고 크기와 형태가 다양하다. 약 정리를 

돕는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에는 다음 것들이 포함된다: 

  
E-Pill  1-800-549-0095  www.epill.com  

처방대로 약을 복용하도록 알려주는 다양한 약 복용 알림 장치와 약통을 판다. 타이머가 달린 약 

제공기, 진동 알림 시계와 삐삐가 있다. 

 
OnTimeRX  1-866-944-8966  www.ontimerx.com  

이메일,전화 또는 스마트폰에 일정에 맞춰 메시지를 보내주는 약 복용 알림 서비스.  

 

머리머리머리머리 보호보호보호보호 장비장비장비장비 
 

Danmar Products  1-800-783-1998  www.danmarproducts.com  

안전장비 특히 주문한 크기의 헬밋을 제작한다. 외피가 부드럽거나 딱딱한 모델이 있고, 턱과 안면 

보호개도 있다. 다른 제품으로 머리 지지대, 부양 장비와 용변 보조기가 있다. 

 
Plum Enterprises  1-800-321-7586  www.plument.com  

다양한 전도(쓰러짐) 안전 장비를 생산한다. 가벼운 발포고무로 된 머리 보호개인 ProtectaCap이 있고 

다른 제품으론 다리, 팔, 엉덩이를 포함 신체의 다양한 부위를 위한 특별한 패딩 등이 있다.  

 

발작발작발작발작 감시기감시기감시기감시기  
 

갓난아기 감시기가 다른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발작 소리를 듣는데 유용할 수 있다. 다른 장비는 

이상한 움직임과 이상한 호흡 양상이나 돌아다니기 같은 다른 증상을 감시할 수 있는 센서가 달린 다른 

장치들이 있다. 이들 행동의 감지 가능성은 많은 요소에 좌우되기에 이 꼭 감지되지는 않음을 

주목하라. 

 
The SmartWatch   1-888-334-5045   www.smart-monitor.com  

회사는 이 장치가 “동작 감지와 경보 손목시계”라고 한다. 이 장치가 “지속적으로 동작을 감시하고, 

이상행동 정보를 분석하고 경보를 울리며 확실하게 이런 이상을 기록한다”고 한다. 

 
EasyLink UK Epilepsy Monitors and Alarms  0153-626-4869  www.easylinkuk.co.uk  

“강직성간대경련 발작을 감지하도록 고안됐다”고 제조자가 말하는 여러 종류의 감시기. 다른 제품에는 

호흡감지기, 침대와 문 이탈 감시기 등이 있다. 이 회사는 일부 감시기는 “마이크와 함께 발작 전이나 

도중의 발성을 감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Epilepsy Motion Detection Monitor  1-800-268-0184  
http://stevens.ca/generic.htm?ECINFO=EPILEPSY    

침대에서의 동작을 잘 감지하는 장치이다. 이 회사는 이 장치가 “돌보미를 돕고 동작이 수반되는 수면 

시의 발작을 알아챌 가능성을 높이도록” 고안돼 있다고 말한다. 

 
Emfit Movement Monitor  1-877-323-6348   www.emfit.com/en/care/products_care/movement-
monitor  

이 감시기는 수면 중 일어날 수 있는 “돌보미나 가족이 알아야 할 어떤 유형의 동작”을 감시한다. 

회사는 이 장치가 수면 중의 근육경련과 같은 이상 동작을 감시, 감지하는데 이상적”이라고 말한다.  



 
BedSeizureAlarm.com  1-877-606-7243  www.bedseizurealarm.com  

이 회사는 경련성 발작 중에 생기는 떨림,경련을 감지하도록 고안됐다”고  하는 두 종류의 감시기를 

판다. 이 회사는 한 감시기는 “보다 약한 발작 동작도 감지할 것”이라고 한다. 다른 경우 이 감시기는 

“호흡정지와 침대 이탈도 감지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다른 장비들  

 
Safety Placemat  1-904-993-2157  www.seizuresupport.com/products.htm  

조절되지 않는 실조성 발작이 있는 아이의 엄마가 고안한 이 플레이스 매트로 머리, 얼굴이나 턱을 

보호하기 위해 탁자 모서리를 포함한 표면을 싼다. 판매 수익의 일부를 여러 간질재단에 기부한다. 

 
Sleep-Safe Pillows  www.sleep-safe.co.uk  

야간 발작이 있는 사람의 수면 중 질식을 막기 위해 쓸 수 있는 베개다. 부드럽고 구멍이 매우 많은 

발포고무로 만들어졌고, 독특한 모양과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일반 베개보다 훨씬 많은 공기가 흐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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