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경기와간질폐경기와간질폐경기와간질폐경기와간질 (Menopause and Epilepsy) 
 

폐경기는발작장애와무슨관련이있나폐경기는발작장애와무슨관련이있나폐경기는발작장애와무슨관련이있나폐경기는발작장애와무슨관련이있나? 

폐경기는 난소가 활동을 멈추고, 월경 주기가 멈추고, 성호르몬의 양이 줄어드는 여성 생애의 

시기이다. 호르몬이 뇌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호르몬 변화가 있던 다른 시기처럼 폐경을 겪으면서 

일부 여성은 성 패턴이 바뀐다. 호르몬과 간질에 대한 이와 같은 정보지를 받으시려면 비씨 간질협회에 

연락하십시오. 
 

내내내내 나이는나이는나이는나이는 50 인데인데인데인데 내내내내 월경월경월경월경 주기가주기가주기가주기가 뜸하고뜸하고뜸하고뜸하고 전신에전신에전신에전신에 일과일과일과일과성성성성 열감도열감도열감도열감도 있다있다있다있다. 이것이이것이이것이이것이 다른다른다른다른 종류의종류의종류의종류의 발작인가발작인가발작인가발작인가? 

어어 여성여은 발작의 일부로 상기상을 느느지느 아아도 발작이 아니다. 당신 또또의 여성이 폐경을 

겪고 폐경의 불불한 부작부으로 열감을 느느는 것은 흔한 일이다. 의의나 신경과 전문의에전 말하고, 

구구하는데도도을 얻어얻. 
 

나는나는나는나는 때때로때때로때때로때때로 에스트로겐이에스트로겐이에스트로겐이에스트로겐이 발작을발작을발작을발작을 초또했고초또했고초또했고초또했고, 폐경폐경폐경폐경 후후후후 에스트로겐에스트로겐에스트로겐에스트로겐 양이양이양이양이 줄었다고줄었다고줄었다고줄었다고 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 왜왜왜왜 발작이발작이발작이발작이 

나아지지않는가나아지지않는가나아지지않는가나아지지않는가? 

이는 복잡하다. 에스트로겐이 발작과 관련될 수 있는 뇌세포를 자극한다. 다른 여성 호르몬인 

프로전스테론은 어어 여성여의 발작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두 호르몬 양 

모두 폐경으로 줄어여기에 발작 양상에 어어 변화가 생길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폐경기를 겪으면서 

어어 여성은 발작이 늘어나고, 어어여성은 줄어여며, 어어 여성은 전혀 변화가 없다. 
 

엄아가엄아가엄아가엄아가 뼈가뼈가뼈가뼈가 약하고약하고약하고약하고 나는나는나는나는 폐경기가폐경기가폐경기가폐경기가 되면되면되면되면 에스트로겐을에스트로겐을에스트로겐을에스트로겐을 복부해야복부해야복부해야복부해야 한다고한다고한다고한다고 여었다여었다여었다여었다. 내가내가내가내가 발작이발작이발작이발작이 있다면있다면있다면있다면 

그렇전그렇전그렇전그렇전 할할할할 수수수수 있나있나있나있나? 

에스트로겐 복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 가지 요인에 기초한 개구적인 것으로 의의와 의논해야 한다. 

폐경기에 에스트로겐 보충제를 복부하는 것을 호르몬 대체 요법(HRT)이얻 한다. 이는 골다공증(뼈가 

약해지는 것)에 대한 보호가 되고 열감을 줄여준다. 하지느, 자궁암과 유방암의 위험을 높인다. 당신과 

의의가 당신의 건강과 가족력을 고려해 이 요법의 잇점과 당신의 위험을 견주어 볼 수 있다. 
 

에스트로겐 보충제를 복부한다면 아아도 프로전스테론도 같이 복부할 것이다. 연구가 더 필요하기는 

하지느 프로전스테론을 복부하는 것은 발작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가 될 수 있다. 어어 여성여에전는 

인공합성된 프로전스테론 보다 천연 프로전스테론이 발작 조절에 더 도도이 된다. 
 

에스트로겐을에스트로겐을에스트로겐을에스트로겐을 복부할복부할복부할복부할 수수수수 없다면없다면없다면없다면 골다공증을골다공증을골다공증을골다공증을 막기막기막기막기 위해위해위해위해 할할할할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다른다른다른다른 방법이방법이방법이방법이 있나있나있나있나? 

칼슘이 풍부한 식의를 하고, 의의에전 비타민 D 가 여어있는 칼슘 보충제에 대해 문의하얻.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음주를 제한하얻. 금연하얻. 이 모두가 어느 여성에전나 건강한 삶의 일부이지느 폐경 

후의 뼈의 질병을 줄일 수 있다. 
 

나이가여면항경련제를바꾸나나이가여면항경련제를바꾸나나이가여면항경련제를바꾸나나이가여면항경련제를바꾸나? 

이는 여러 가지 요인에 달려있다. 발작 조절이 더 어려워지면 의의는 다른 항경련제를 시도하고자 할 

수 있다. 몸이 노화상에 따얻 신진대의가 바뀌고, 약물 복부량도 변경해야 할 수 있다. 어어 항경련제는 

뼈의 약화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의의와 이런 문제가 당신에전 생길 수 있는지 확인하얻. 
 
 



 

나는나는나는나는 중년인데중년인데중년인데중년인데 최근에최근에최근에최근에 발작발작발작발작 빈도가빈도가빈도가빈도가 늘어났다늘어났다늘어났다늘어났다. 이를이를이를이를 폐경기폐경기폐경기폐경기 현상의현상의현상의현상의 일부로일부로일부로일부로 그냥그냥그냥그냥 받아여여야받아여여야받아여여야받아여여야 하나하나하나하나? 

폐경이폐 갑작스갑전 일어나는 것이 아니얻 일일적으로 하나의 과정과을 유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작 양상의 변화는 의의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발작 빈도의 증가가 호르몬 변화에느 관련된 것이 

아니얻 다른 원인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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