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과여행과여행과여행과 간질간질간질간질  (Travel and Epilepsy) 

 

일이나 여가로 하는 여행은 간질 환자의 생활의 일부이다.  간질의 예측할 수 없는 특성과 아울러 낯선 

환경은 성공적인 여행을 계획하는 것이 어려워 보일 수 있으나 상식과 앞선 계획으로 성인이나 어린이 

간질 환자가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다. 

 

의사와의사와의사와의사와 상담상담상담상담 

적어도 여행 한 달 전에 여행 계획을 의논하고 정보나 도움을 청하기 위해 의사나 간호사와 이야기하라. 

예로 출발 전에 약을 더 받기 위해 처방전을 받거나 보험 신청서에 의사의 서명이 필요할 수 있다.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면 항경련제에 영향을 주는지를 문의하라. 정기적으로 여행을 한다면 치료 선택이나 

약물 평가에 고려할 수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의사와 의논하라. 

 

조심스럽게조심스럽게조심스럽게조심스럽게 짐을짐을짐을짐을 챙겨라챙겨라챙겨라챙겨라 

여행 전 항공사의 최근 수하물 규정을 확인하라. 달리 규정되지 않으면 휴대용 가방에 원래의 약 

병째로 여행 내내 충분한 양을 넣고 다녀라. 또한 휴대용 가방을 잃어버릴 경우를 대비해 부치는 

가방에 여분의 약을 넣어라. 

 

의료의료의료의료 신분증을신분증을신분증을신분증을 휴대하라휴대하라휴대하라휴대하라 

당신의 건강 상태, 비상 시 연락처와 발작 시 무엇을 해야 하나를 요약한 카드를 지갑에 휴대하라. 

가능하면 여행하는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카드도 소지하라. 약물이 여행국에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면 

그 이름도 적어라. 의료 팔찌 착용을 고려하라. 의료 정보용 지갑 카드와 보석의 예가 필요하면 비씨 

간질협회로 연락하라. 

 

치료에치료에치료에치료에 대한대한대한대한 효과효과효과효과 

간질 관리를 위한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여건을 고려하라.  
 

� 약물: 시간대가 바뀐다면 맞춰서 복용 일정을 조정하도록 계획하라. 또는 당신에게 편리하거나 짧은 

여행이라면 원래 복용 시간에 복용하도록 시계의 알람을 맞춰라. 
 

� 미주 신경 자극기 (VNS): 의사나 간호사에게 미리 권고 사항에 대해 문의하라. 기기 등록 카드나 

기기 유형과 관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은 종이를 휴대하도록 하라.  
 

� 케톤 식이요법: 간호사나 영양사에게 여행 중의 식단 계획을 이야기하라. 식사 준비를 위해 부엌이 

달린 숙소를 예약하라. 저울과 냉장 박스를 가져 가고, 크림 같은 주요 재료를 그 지역에서 찾아 봐라. 

 

발작발작발작발작 유발유발유발유발 요인요인요인요인 

일부 간질 환자는 발작을 더 잘 일으키게 하는 유발요인을 알고 있다. 이 요인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가장 흔한 유발 요인은 수면 부족과 약 미복용인데 이 둘 다 시간대를 넘어 여행하거나 새로운 장소를 

방문할 때 더 일어나기 쉽다. 건강 전반에 주의를 기울이고 탈수나 고열에 주의해라. 최상의 건강 

상태가 누구에게나 최대한 여행을 즐기는데 도움이 된다. 

 



 

발작발작발작발작 유형유형유형유형 

당신의 일반적 증상과 다른 환경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고려하라. 예를 들어 

기억력 문제가 있으면 호텔 연락 정보와 길안내와 함께 상세한 여행 일정을 가방에 휴대하라. 누군가 

여행에 동행할 수 있나 의논하도록 하고, 복잡한 일을 피하도록 계획을 세워라. 

 

여가여가여가여가 활동활동활동활동 

계획하고 조심하면 여행지에서 체험할 수 있는 대부분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발생 가능한 

일들을 고려하고 수상 운동과 등반에 특히 조심하라. 여행 동반자, 강사, 인명 구조원이 당신의 안전 

요구를 알도록 하라. 

 

여행여행여행여행 보험보험보험보험 

해외로 나갈 때 어느 캐나다인이나 여행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간질 같은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회사별로 규정이 다르다. 맞는 보험을 찾기 어려우면 비씨 간질협회로 

연락하세요. 

 

특수특수특수특수 요구의요구의요구의요구의 수용수용수용수용 

표나 숙박을 예약할 때 특수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문의하라. 일부 회사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의 동행인에게 저렴한 요금을 부과할 것이다. 

 

귀가귀가귀가귀가 

집에 돌아와서 정상적인 일상과 건강상태로 되돌아 가기 위해 시간을 가져라. 시간을 내서 앉아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이 다음 여행 때 고려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봐라. 그런 뒤에 다음 목적지를 계획하도록 

하라! 

 

관련관련관련관련 사이트사이트사이트사이트 

 국제 간질 위원회에서 간질 환자를 위한 여행 소책자를 여러 언어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www.ibe-epilepsy.org/publications/travellers-handbook    
 

어린이 간질 환자의 여행에 대한 조언은 다음 사이트에 있다. 

www.aboutkidshealth.ca/En/ResourceCentres/Epilepsy/AtHomeandAtSchool/LeisureandRecreation/P
ages/Epilepsy-and-Travel.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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