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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ppra®정, Keppra®액, Keppra®주사 국내제품설명서. 한국UCB제약 (as of 22 April 2020)

[제품명] 케프라Ⓡ정 25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케프라Ⓡ정 50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케프라Ⓡ정 100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전문의약품][성상] 250 mg; 파란색의 타원형 필름코팅정제, 500 mg, 노란색의 타원형 필름코팅정제, 1,000 mg, 흰색의 타원형 필름코팅정제 [효능·효과] 1. 단독요법 - 처음 간질로 진단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4세 이상) 2.부가요법 - 기존 1차 간질
치료제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 발작의 치료(4세 이상) - 소아 간대성 근경련 간질(Juvenile Myoclonic Epilepsy)환자의 근간대성 발작의 치료(12세 이상) - 특발성 전신성 간질(Idiopathic Generalized Epilepsy)환자의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의 치료(12세 이상) 레비티라세탐 주사제는 경구투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환자에 투여한다. [용법·용량] 필름코팅정제

2회 균등한 용량으로 나누어 투여한다. 레비티라세탐 치료는 정맥 또는 경구 투여로 시작할 수 있다. 경구에서 정맥 또는 그 반대로 투여경로를 바꾸는 경우, 용량적정 없이 바로 투여할 수 있으며, 1일 총 투여량 및 투여횟수는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부분발작의 단독요법 및 부가요법(4세 이상) · 성인(18세 이상)및 
체중이 50 kg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2주 내지 4주마다 1일 1,000 mg[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며, 최대권장용량은 1일 3000 mg이다. · 4세~11세의 소아 및 체중이 50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년 초회량은 1일 2회, 1회 10 mg/kg으로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1일 60 mg/kg[1회 30 mg/kg, 1일 2회]

g/kg[1회 10 mg/kg, 1일 2회] 초과하여 증량 혹은 감량해서는 안된다. 유효한 최저 용량을 복용한다. 최대권장용량은 1일 3000 mg이다. 체중이 20 kg 이하인 소아의 경우, 100 mg/ml 경구용 액제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된다. 체중이 20~40 kg인 소아의 경우, 1일 500 mg[1회 250 mg, 1일 2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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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mg[1회 500 mg, 1일 2회]으로 투여를 시작하며 2주마다 1일 1,000 mg씩 증량하여 최대 1일 3,000 mg[1회 1500 mg, 1일 2회]을 투여할 수 있다. 체중이 50 kg 이상인 소아의 용량은 성인 용량과 같다. 2. 소아 환자에서의 근간대성 발작의 부가요법(12세 이상)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마다 1
일 1,000 mg씩 증량하여 권장 1일 용량인 3,000 mg까지 증량한다. 1일 3,000mg 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연구되지 않았다. 3.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의 부가요법(12세 이상) · 성인(18세 이상) 및 체중이 50kg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일 1,000 mg[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 마다 1일 1,000 mg[1회500 mg, 1일 2회] 씩 증량하여 권장 1일 용량인 3,000 mg[1회 1,500 mg, 1일 2회]
까지 증량한다. 1일 3,000 mg 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적절히 연구되지 않았다. · 체중이 50 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년 이 약은 1일 20mg/kg[1회 10mg/kg, 1일 2회]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마다 1일 20 mg/kg[1회10 mg/kg, 1일 2회] 씩 증량하여 권장 1일 용량인 60 mg/kg[1회 30 mg/kg, 1일 2회]까지 증량한다. 1일 60 mg/kg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적절히 연구되지 않았다. 4. 신장애 환자 레비티라세탐 청
소율이 신기능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환자의 신장기능에 따라 개별적으로 투여한다. 신장애 환자에서의 용량조절은 의약품 첨부문서를 참조한다. 5. 간장애 환자 경증에서 중등증의 간장애 환자에는 용량조절이 필요치 않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의 경우,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신부전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60 mL/min/1.73㎡ 미만일 경우 1일 유지량을 50% 감량하는 것이 좋다. 6. 소아 경구용 제제
는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의 불충분으로 1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권장되지 않는다. 4세 이하의 소아에서의 정제 투여는 적용되지 않으며 1개월 이상의 영아에서는 액제를 투여하여야 한다. 주사제는 1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7. 고령자(65세 이상) 신기능이 약화된 노인 환자에서 용량조정이 권장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자살충동과 자살행동 항간질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간질약을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에 대하여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항간질약을 처방 받는 간질과 다른 많은 질병은 그 자체가 이환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간질약 처방 시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
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 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 한다. 2) 신경정신과적 이상반응 · 부분발작 · 성인 - 이 약은 1) 졸음, 피로, 2) 협조운동장애, 3) 행동이상 등의 중추신경계 이상반응을 발생시킨다. 졸음, 무력증, 협조운동장애는 이 약 투여 후 첫 4주 이내에 가장 빈번히 발생하였다. · 소아 - 레비티라세탐정을 투여한 소아환자에 있어, 이 약은 졸음, 피로, 행동이상을 나타내었다. · 1차성 전신 강직-간
대 발작 이 약은 1차성 전신 강직-간대발작이 있는 6세 이상의 환자에서 행동학적 장애와 관련이 있었다. 3) 투약 중단 이 약을 포함한 간질치료제는 발작 빈도가 증가되는 잠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이 약 투여를 중단하는 경우, 성인 및 체중이 50 kg이상인 청소년은 500 mg을 1일 2회 매 2-4주 마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소아의 경우, 용량 감소는 매 2주마다 1일 2회 10 mg/kg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주성분이나 다른 피롤리돈 유도체 또는 다른 구성성분에 과민 반응이 있는 환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레비티라세탐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자살, 자살 시도 및 자살 상상이 보고되었다. 우울 및/또는 자살 상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처방의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환자에게 권고해야 한다. 2) 신장애 환자에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 용량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중증의 간
장애 환자에서는 용량 선택 전에 신기능 검사가 권장된다. (용법용량 참조) 3) 혈구수감소 (호중구감소증, 무과립구증,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가 레비티라세탐 투여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투여개시시에 나타난다. 중대한 무력감, 발열, 재발성 감염 또는 응고장애를 경험한 환자의 경우 전혈구수 검사가 권고된다(‘4. 이상반응 4) 시판 후 수집된 이상반응’항 참조). 5) 이상행동 및 공격
성 행동: 레비티라세탐은 자극과민성 및 공격성을 포함한 정신병적 증상과 행동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레비티라세탐 투여 환자들은 중요한 기분 및/또는 인격 변화를 나타내는 정신과적 징후 발현에 대해 모니터되어야 한다. 그러한 행동들이 인지된다면 투여 조정 또는 점진적 투여 중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투여 중단 시, 용법용량 항을 참조한다. [제조원] 1) 제조의뢰자: UCB Pharma S.A. Belgium 2) 제조자: UCB Pharma S.A. 
Belgium [수입자] 한국유씨비제약㈜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69 A+ Asset Tower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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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케프라Ⓡ액 100 mg/mL(레비티라세탐) [전문의약품][성상] 갈색 유리병에 든 무색 내지 연한 황갈색의 투명한 액제 [효능·효과] 
1. 단독요법 - 처음 간질로 진단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4세 이상) 2. 부가요법 - 기존 1차 간질치
료제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1개월 이상) - 소아 간대성 근경련 
간질(Juvenile Myoclonic Epilepsy) 환자의 근간대성 발작의 치료(12세 이상) - 특발성 전신성 간질(Idiopathic Generalized Epilepsy) 환자
의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의 치료(12세 이상) 레비티라세탐 주사제는 경구투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환자에 투여한다. [용법·용량] - 
필름코팅정제와 액제는 경구투여 하며 식사와 관계없이 투여할 수 있고,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한다. - 1일 용량은 1일 2회 균등한 용
량으로 나누어 투여한다. - 레비티라세탐 치료는 정맥 또는 경구 투여로 시작할 수 있다. - 경구에서 정맥 또는 그 반대로 투여경로를 바꾸
는 경우, 용량적정 없이 바로 투여할 수 있으며, 1일 총 투여량 및 투여 횟수는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 부분발작의 단독요법(4세 이
상) · 성인(18세 이상)및 체중이 50kg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
에 따라, 2주 내지 4주마다 1일 1,000 mg[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며, 최대권장용량은 1일 3,000mg이다. · 4-11
세의 소아 및 체중이 50 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년 초회량은 1일 2회, 1회 10 mg/kg으로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1일 60 
mg/kg[1회 30 mg/kg, 1일 2회]까지 증량할 수 있으며 용량변경은 2주마다 1일 20 mg/kg[1회 10 mg/kg, 1일 2회] 초과하여 증량 혹은 감
량해서는 안된다. 유효한 최저 용량을 복용 한다. 체중이 50 kg 이상인 소아의 용량은 성인 용량과 같다. 소아와 청소년을 위한 권장용량은 
아래 표와 같다.

체중 초회량 1회 10 mg/kg, 1일 2회 최대량 1회 30 mg/kg, 1일 2회

15 kg(1) 1회 150 mg/kg, 1일 2회 1회 450 mg/kg, 1일 2회

20 kg(1) 1회 200 mg/kg, 1일 2회 1회 600 mg/kg, 1일 2회

25 kg(1) 1회 250 mg/kg, 1일 2회 1회 750 mg/kg, 1일 2회

50 kg 이상(2) 1회 500 mg/kg, 1일 2회 1회 1,500 mg/kg, 1일 2회
(1) 체중이 20 kg 이하인 소아의 경우, 100 mg/ml 경구용 액제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된다.
(2) 체중이 50 kg 이상인 소아와 청소년의 용법·용량은 성인과 동일하다.
2. 부분발작의 부가요법(1개월 이상) · 성인(18세이상) 및 체중이 50 kg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2주 내지 4주마다 1일 1,000 mg[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며, 최대권장
용량은 1일 3,000 mg이다. · 6~23개월 영아, 2세~11세의 소아 및 체중이 50 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년 초회량은 1일 2회, 1회 10 mg/
kg으로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1일 60 mg/kg[1회 30 mg/kg, 1일 2회]까지 증량할 수 있으며 용량변경은 2주마다 1일 20 
mg/kg[1회 10 mg/kg, 1일 2회] 초과하여 증량 혹은 감량해서는 안된다. 유효한 최저 용량을 복용한다. 체중이 50 kg이상인 소아의 용량은 
성인 용량과 같다. 6개월 이상 영아 및 소아와 청소년을 위한 권장용량은 아래 표와 같다.

체중 초회량 1회 10 mg/kg, 1일 2회 최대량 1회 30 mg/kg, 1일 2회

6 kg(1) 1회 60 mg/kg, 1일 2회 1회 180 mg/kg, 1일 2회

10 kg(1) 1회 100 mg/kg, 1일 2회 1회 300 mg/kg, 1일 2회

15 kg(1) 1회 150 mg/kg, 1일 2회 1회 450 mg/kg, 1일 2회

20 kg(1) 1회 200 mg/kg, 1일 2회 1회 600 mg/kg, 1일 2회

25 kg 1회 250 mg/kg, 1일 2회 1회 750 mg/kg, 1일 2회

50 kg 이상(2) 1회 500 mg/kg, 1일 2회 1회 1,500 mg/kg, 1일 2회
(1) 체중이 20 kg 이하인 소아의 경우, 100 mg/ml 경구용 액제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된다.
(2) 체중이 50 kg 이상인 소아와 청소년의 용법·용량은 성인과 동일하다.
· 1~6개월 영아 초회량은 1일 2회, 1회 7 mg/kg으로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1일 2회, 1회 21 mg/kg까지 증량할 수 있으며 
용량변경은 2주마다 1일 2회, 1회 7 mg/kg을 초과하여 증량 혹은 감량해서는 안된다. 유효한 최저 용량을 복용한다. 영아는 100 mg/mL 
경구용 액제로 치료를 시작하여야 한다. 1개월-6개월 영아를 위한 권장용량은 아래 표와 같다.

체중 초회량 1회 7 mg/kg, 1일 2회 최대량 1회 21 mg/kg, 1일 2회

4 kg 1회 28 mg (0.3 mL), 1일 2회 1회 84 mg (0.85 mL), 1일 2회

5 kg 1회 35 mg (0.35 mL), 1일 2회 1회 105 mg (1.05 mL), 1일 2회

7 kg 1회 49 mg (0.5 mL), 1일 2회 1회 147 mg(1.5 mL), 1일 2회

3. 소아 환자에서의 근간대성 발작의 부가요법(12세 이상)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마다 1일 1,000 
mg 씩 증량하여 권장 1일 용량인 3,000 mg까지 증량한다. 1일 3,000 mg 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연구되지 않았다. 4. 1차성 전신 강
직-간대 발작의 부가요법(12세 이상) · 성인(18세 이상) 및 체중이 50kg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일 1,000 mg[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 마다 1일 1,000 mg[1회 500 mg, 1일 2회]씩 증량하여 권장 1일 용량인 3,000 mg[1회 1,500 mg, 1
일 2회]까지 증량한다. 1일 3,000 mg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적절히 연구되지 않았다. · 체중이 50 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년 이 약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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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와 청
소년을 위한 권장용량은 아래 표와 같다.

체중 초회량 1회 10 mg/kg, 1일 2회 최대량 1회 30 mg/kg, 1일 2회

15 kg(1) 1회 150 mg/kg, 1일 2회 1회 450 mg/kg, 1일 2회

20 kg(1) 1회 200 mg/kg, 1일 2회 1회 600 mg/kg, 1일 2회

25 kg 1회 250 mg/kg, 1일 2회 1회 750 mg/kg, 1일 2회

50 kg 이상(2) 1회 500 mg/kg, 1일 2회 1회 1,500 mg/kg, 1일 2회
(1) 체중이 20 kg 이하인 소아의 경우, 100 mg/mL 경구용 액제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된다.
(2) 체중이 50 kg 이상인 소아와 청소년의 용법·용량은 성인과 동일하다.
5. 신장애 환자 레비티라세탐 청소율이 신기능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환자의 신장 기능에 따라 개별적로 투여한다. 성인에서의 용량조절은 
아래 표를 참조한다. 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환자의 크레아티닌 청소율(CLcr, mL/min)값이 필요하며, 성인에서는 아래 공식을 이용하여 혈청
크레아티닌(mg/dl) 수치로부터 얻을 수 있다.

CLcr(mL/min)=
[140-나이(연령)] X 체중(kg)

(X 0.85: 여성의경우)
72 X 혈청크레아티닌(mg/dl)

이후, CLcr은 체표면적(BSA)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CLcr(mL/min/1.73㎡)=
CLcr(mL/min)

X 1.73
체표면적(BSA, ㎡)

신장애를 가진 성인 환자의 용량 조정법

군
크레아티닌 청소율
(mL/min/1.73㎡)

1회 용량 용법

정상 ≥80 500-1,5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경증 50-79 500-1,0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중등증 30-49 250-75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중증 <30 250-5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말기신질환
투석환자(1) - 500-1,000 mg 1일 1회(2)

(1) 투여 첫째날에는 초기부하용량 750 mg의 투여가 권장된다.
(2) 투석 후, 250 - 500 mg의 추가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영아, 소아 및 청소년은 아래 공식을 사용한다.

CLcr(mL/min/1.73㎡)=
키(cm) X ks

혈청크레아티닌(mg/dl)

ks = 0.45 (1세 미만 영아), ks = 0.55 (13세 미만 소아 및 청소년 여성), ks = 0.7 (청소년 남성)
신장애를 가진 영아, 소아 및 50 kg 미만의 청소년 환자의 용량 조정법

군
크레아티닌 청소율
(mL/min/1.73㎡)

1회 용량 및 용법

1-6개월 영아
6-23개월 영아 및 소아 및

50 kg 미만의 청소년

정상 ≥80
7-21 mg/kg(0.07-0.21 mL/kg)

1일 2회
10-30 mg/kg(0.10-0.30 mL/kg)

1일 2회

경증 50-79
7-14 mg/kg(0.07-0.14 mL/kg)

1일 2회
10-20 mg/kg(0.10-0.20 mL/kg)

1일 2회

중등증 30-49
3.5-10.5 mg/kg(0.035-0.105 mL/kg)

1일 2회
5-15 mg/kg(0.05-0.15 mL/kg)

1일 2회

중증 <30
3.5-7 mg/kg(0.035-0.07 mL/kg)

1일 2회
5-10 mg/kg(0.05-0.10 mL/kg)

1일 2회

말기신질환
투석환자(1) -

7-14 mg/kg(0.07-0.14 mL/kg)
1일 1회(1)(3)

10-20 mg/kg(0.10-0.20 mL/kg)
1일 1회(2)(4)

(1) 투여 첫째날에는 10.5 mg/kg (0.105 mL/kg)의 부하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2) 투여 첫째날에는 15 mg/kg (0.15 mL/kg)의 부하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3) 투석 후, 3.5 - 7 mg (0.035 - 0.07 mL/kg)의 추가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4) 투석 후, 5 - 10 mg (0.05 - 0.10 mL/kg)의 추가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6. 간장애 환자 경증에서 중등증의 간장애 환자에는 용량조절이 필요치 않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의 경우,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신부전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60 mL/min/1.73㎡ 미만일 경우 1일 유지량을 50% 감량하는 것이 좋다. 7. 소아 경구용 
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의 불충분으로 1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권장되지 않는다. 4세 이하의 소아에서의 정제 투여는 적용되지 않으
며 1개월 이상의 영아에서는 액제를 투여하여야 한다. 주사제는 1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투여가 권
장되지 않는다. 8. 고령자(65세 이상) 신기능이 약화된 노인 환자에서 용량조정이 권장된다. [사용상의주의사항] 1. 경고 1) 자살충동과 자
살행동 항간질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간질약을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에 대하여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항간질약을 처방 받는 간질과 다른 많
은 질병은 그 자체가 이환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간질약 처방 시 환
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 한다. 2) 신경정신과적 이상반
응 · 부분발작 · 성인 – 이 약은 1) 졸음, 피로, 2) 협조운동장애, 3) 행동이상 등의 중추신경계 이상반응을 발생시킬 수 있다. 졸음, 무력증, 협
조운동장애는 이 약 투여 후 첫 4주 이내에 가장 빈번히 발생하였다. · 소아 – 레비티라세탐정을 투여한 소아환자에 있어, 이 약은 졸음, 피
로, 행동이상을 나타내었다. ·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 이 약은 1차성 전신 강직-간대발작이 있는 6세 이상의 환자에서 행동학적 장애와 
관련이 있었다. 3) 투약 중단 이 약을 포함한 간질치료제는 발작 빈도가 증가되는 잠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이 
약 투여를 중단하는 경우, 성인 및 체중이 50 kg이상인 청소년은 500 mg을 1일 2회 매 2-4주마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6개월 이상의 
소아의 경우, 용량 감소는 매 2주마다 1일 2회 10 mg/kg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6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 용량 감소는 매 2주 마다 1일 2
회 7 mg/kg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주성분이나 다른 피롤리돈 유도체 또는 다른 구성성분에 과
민 반응이 있는 환자 2) 경구용 액제의 경우, 말티톨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드물게 과당내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의 경우 이 약을 
복용해서는 안된다.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경구용 액제의 경우, 알레르기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파라옥시안식향산메칠, 파
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한다. 2) 레비티라세탐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자살, 자살 시도 및 자살 상상이 보
고되었다. 우울 및/또는 자살 상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처방의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환자에게 권고해야 한다. 3) 신장애 환자에 이 약을 투
여하는 경우 용량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에서는 용량 선택 전에 신기능 검사가 권장된다. (용법.용량 참조) 4) 혈구수감
소 (호중구감소증, 무과립구증,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가 레비티라세탐 투여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반
적으로 투여개시시에 나타난다. 중대한 무력감, 발열, 재발성 감염 또는 응고장애를 경험한 환자의 경우 전혈구수 검사가 권고된다(‘4. 이상
반응 4) 시판 후 수집된 이상반응’항 참조). 5) 이상행동 및 공격성 행동: 레비티라세탐은 자극과민성 및 공격성을 포함한 정신병적 증상과 
행동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레비티라세탐 투여 환자들은 중요한 기분 및/또는 인격 변화를 나타내는 정신과적 징후 발현에 대해 모니터되
어야 한다. 그러한 행동들이 인지된다면 투여 조정 또는 점진적 투여 중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투여 중단 시, 용법용량 항을 참조한다. [제조
원] 1) 제조의뢰자 UCB Pharma S.A. 벨기에 2) 제조자 NEXTPharma SAS. 프랑스 [수입자] 한국유씨비제약㈜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
로 369 A+ Asset Tower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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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케프라Ⓡ주사 100 mg/mL(레비티라세탐) [전문의약품][성상] 무색 투명한 액이 든 유리 바이알 주사제 [효능·효과] 레비티라세탐 
주사제는 경구투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환자에 투여한다. 1. 단독요법–처음 간질로 진단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
는 부분발작의 치료(16세 이상) 2. 부가요법–기존 1차 간질치료제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2 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
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16세 이상) - 소아 간대성 근경련 간질(Juvenile Myoclonic Epilepsy) 환자의 근간대성 발작의 치료(16세 이상) 
- 특발성 전신성 간질(Idiopathic Generalized Epilepsy) 환자의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의 치료(16세 이상) [용법·용량] 레비티라세탐 
치료는 정맥 또는 경구 투여로 시작할 수 있다. 경구에서 정맥 또는 그 반대로 투여경로를 바꾸는 경우, 용량적정 없이 바로 투여할 수 있으
며, 1일 총 투여량 및 투여횟수는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주사제는 정맥으로만 투여하며 반드시 투여 전에 희석되어야 한다. 투여용량
을 100 mL의 배합가능한 희석제로 희석하고, 15분간 정맥주입한다. (표1 및 사용상의주의사항 중 ‘13. 적용상의 주의’항 참조)
<표1> 케프라주의 조제 및 투여

투여량 투여용량 희석제용량 주입시간 투여횟수 1일 총 투여량

250 mg 2.5 mL (1/2 바이알) 100 mL 15분 1일 2회 500 mg/일

500 mg 5 mL (1 바이알) 100 mL 15분 1일 2회 1,000 mg/일

1,000 mg 10 mL (2 바이알) 100 mL 15분 1일 2회 2,000 mg/일

1,500 mg 15 mL (3 바이알) 100 mL 15분 1일 2회 3,000 mg/일

레비티라세탐을 4일을 초과하여 정맥 투여한 경험은 없다. 필름코팅정제와 액제는 경구투여 하며 식사와 관계없이 투여할 수 있고,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한다. 1일 용량은 1일 2회 균등한 용량으로 나누어 투여한다. [단독요법] 성인 및 16세 이상의 청소년 초회량은 1일 2회, 
1회 250 mg으로 시작하여, 2주 후 1일 2회, 1회 500 mg으로 증량 투여하도록 한다. 임상적 반응에 따라, 2주마다 1일 500 mg [1회 250 
mg, 1일 2회] 씩 증량할 수 있으며, 최대투여량은 1일 3,000 mg [1일 2회, 1회 1,500 mg]이다. [부가요법] 1. 부분발작 · 성인(18세 이상) 
및 청소년(16세 이상)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2주 내지 4주마다 1일 1,000 mg 
[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며, 최대권장용량은 1일 3,000 mg이다. 2. 소아 환자에서의 근간대성 발작(16세 이상)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마다 1일 1,000 mg씩 증량하여 권장 1일 용량인 3,000 mg까지 증량한다. 
1일 3,000 mg 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연구되지 않았다. 3.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16세이상) · 성인(18세 이상) 및 청소년(16세 이
상) 이 약은 1일 1,000 mg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 마다 1일 1,000 mg [1회 500 mg, 1일 2회]씩 증량하
여 권장 1일 용량인 3,000 mg [1회 1,500 mg, 1일 2회]까지 증량한다. 1일 3,000 mg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적절히 연구되지 않았다. 
4. 신장애 환자 레비티라세탐 청소율이 신기능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환자의 신장기능에 따라 개별적으로 투여한다. 성인에서의 용량조절
은 의약품 첨부문서의 표를 참조한다. 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환자의 크레아티닌 청소율(CLcr, mL/min) 값이 필요하며, 성인에서는 아래 공
식을 이용하여 혈청크레아티닌 (mg/dl) 수치로부터 얻을 수 있다.

CLcr(mL/min)=
[140-나이(연령)] X 체중(kg)

(X 0.85: 여성의경우)
72 X 혈청크레아티닌(mg/dl)

이후, CLcr은 체표면적(BSA)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CLcr(mL/min/1.73㎡)=
CLcr(mL/min)

X 1.73
체표면적(BSA, ㎡)

신장애를 가진 성인 환자의 용량 조정법

군
크레아티닌 청소율
(mL/min/1.73㎡)

1회 용량 용법

정상 ≥80 500-1,5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경증 50-79 500-1,0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중등증 30-49 250-75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중증 <30 250-5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말기신질환
투석환자

- 500-1,000 mg 1일 1회(2)

(1) 투여 첫째날에는 초기부하용량 750 mg의 투여가 권장된다.
(2) 투석 후, 250 - 500 mg의 추가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영아, 소아 및 청소년은 아래 공식을 사용한다.

CLcr(mL/min/1.73㎡)=
키(cm) X ks

혈청크레아티닌(mg/dl)

ks = 0.45(1세 미만 영아), ks = 0.55(13세 미만 소아 및 청소년 여성), ks = 0.7(청소년 남성)
신장애를 가진 영아, 소아 및 50 kg 미만의 청소년 환자의 용량 조정법

군
크레아티닌 청소율
(mL/min/1.73㎡)

1회 용량 및 용법

정상 ≥80 10-30 mg/kg 1일 2회

경증 50-79 10-20 mg/kg 1일 2회

중등증 30-4 59 -15 mg/kg 1일 2회

중증 <3 50 -10 mg/kg 1일 2회

말기신질환
투석환자(1) - 10-20 mg/kg 1일 1회(1)(2)

(1) 투여 첫째날에는 15 mg/kg의 부하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2) 투석 후, 5 - 10 mg의 추가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5. 간장애 환자 경증에서 중등증의 간장애 환자에는 용량조절이 필요치 않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의 경우,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신부전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60 mL/min/1.73 ㎡ 미만일 경우 1일 유지량을 50% 감량하는 것이 좋다. 6. 소아 주사제
는 1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4세 이하의 소아에서의 정제 투여는 적용되
지 않으며 1개월 이상의 영아에서는 액제를 투여하여야 한다. 경구용 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의 불충분으로 1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권장되지 않는다. 7. 고령자(65세 이상) 신기능이 약화된 노인 환자에서 용량조정이 권장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자살충동과 
자살행동 항간질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간질약을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
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에 대하여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항간질약을 처방받는 간질과 다른 
많은 질병은 그 자체가 이환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 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간질약 처방 시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 한다. 2) 신경정신과적 이상
반응  · 부분발작 · 성인: 이 약은 1) 졸음, 피로, 2) 협조운동장애, 3) 행동이상 등의 중추신경계 이상반응을 발생시킨다. 졸음, 무력증, 협조
운동장애는 이 약 투여 후 첫 4주 이내에 가장 빈번히 발생하였다. · 소아: 레비티라세탐정을 투여한 소아환자에 있어, 이 약은 졸음, 피로, 
행동이상을 나타내었다. ·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 이 약은 1차성 전신 강직-간대발작이 있는 6세 이상의 환자에서 행동학적 장애와 관
련이 있었다. 3) 투약 중단 이 약을 포함한 간질치료제는 발작 빈도가 증가되는 잠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이 
약 투여를 중단하는 경우, 성인 및 체중이 50 kg 이상인 청소년은 500 mg을 1일 2회 매 2-4주마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소아의 경우, 
용량 감소는 매 2주마다 1일 2회 10 mg/k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주성분이나 다른 피롤리돈 
유도체 또는 다른 구성성분에 과민 반응이 있는 환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레비티라세탐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자살, 자살 
시도 및 자살 상상이 보고되었다. 우울 및/또는 자살 상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처방의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환자에게 권고해야 한다. 2) 주
사제는 바이알 당 0.313 mmol (7.196 mg)의 나트륨을 함유한다. 저염식이요법 중인 환자는 고려해야 한다. 3) 신장애 환자에 이 약을 투여
하는 경우 용량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에서는 용량 선택 전에 신기능 검사가 권장된다(용법용량 참조). 4) 혈구수감소
(호중구감소증, 무과립구증,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가 레비티라세탐 투여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
로 투여 개시 시에 나타난다. 중대한 무력감, 발열, 재발성 감염 또는 응고장애를 경험한 환자의 경우 전혈구수 검사가 권고된다('4. 이상반
응 4) 시판 후 수집된 이상반응' 항 참조). 5) 이상행동 및 공격성 행동 레비티라세탐은 자극 과민성 및 공격성을 포함한 정신병적 증상과 행
동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레비티라세탐 투여 환자들은 기분 및/또는 인격 변화를 나타내는 정신과적 징후 발현에 대해 모니터되어야 한다. 
그러한 행동들이 인지된다면 투여 조정 또는 점진적 투여 중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투여 중단 시, 용법용량 항을 참조한다. [제조원] 1) 제조
의뢰자: UCB Pharma S.A. Belgium 2) 제조자: Patheon Italia S.P.A. Italy, Aesica Pharmaceuticals S.R.L. Italy [수입자] 한국유씨비제약㈜ 서울특
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69 A+ Asset Tower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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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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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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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케프라Ⓡ액 100 mg/mL(레비티라세탐) [전문의약품][성상] 갈색 유리병에 든 무색 내지 연한 황갈색의 투명한 액제 [효능·효과] 
1. 단독요법 - 처음 간질로 진단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4세 이상) 2. 부가요법 - 기존 1차 간질치
료제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1개월 이상) - 소아 간대성 근경련 
간질(Juvenile Myoclonic Epilepsy) 환자의 근간대성 발작의 치료(12세 이상) - 특발성 전신성 간질(Idiopathic Generalized Epilepsy) 환자
의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의 치료(12세 이상) 레비티라세탐 주사제는 경구투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환자에 투여한다. [용법·용량] - 
필름코팅정제와 액제는 경구투여 하며 식사와 관계없이 투여할 수 있고,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한다. - 1일 용량은 1일 2회 균등한 용
량으로 나누어 투여한다. - 레비티라세탐 치료는 정맥 또는 경구 투여로 시작할 수 있다. - 경구에서 정맥 또는 그 반대로 투여경로를 바꾸
는 경우, 용량적정 없이 바로 투여할 수 있으며, 1일 총 투여량 및 투여 횟수는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 부분발작의 단독요법(4세 이
상) · 성인(18세 이상)및 체중이 50kg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
에 따라, 2주 내지 4주마다 1일 1,000 mg[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며, 최대권장용량은 1일 3,000mg이다. · 4-11
세의 소아 및 체중이 50 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년 초회량은 1일 2회, 1회 10 mg/kg으로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1일 60 
mg/kg[1회 30 mg/kg, 1일 2회]까지 증량할 수 있으며 용량변경은 2주마다 1일 20 mg/kg[1회 10 mg/kg, 1일 2회] 초과하여 증량 혹은 감
량해서는 안된다. 유효한 최저 용량을 복용 한다. 체중이 50 kg 이상인 소아의 용량은 성인 용량과 같다. 소아와 청소년을 위한 권장용량은 
아래 표와 같다.

체중 초회량 1회 10 mg/kg, 1일 2회 최대량 1회 30 mg/kg, 1일 2회

15 kg(1) 1회 150 mg/kg, 1일 2회 1회 450 mg/kg, 1일 2회

20 kg(1) 1회 200 mg/kg, 1일 2회 1회 600 mg/kg, 1일 2회

25 kg(1) 1회 250 mg/kg, 1일 2회 1회 750 mg/kg, 1일 2회

50 kg 이상(2) 1회 500 mg/kg, 1일 2회 1회 1,500 mg/kg, 1일 2회
(1) 체중이 20 kg 이하인 소아의 경우, 100 mg/ml 경구용 액제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된다.
(2) 체중이 50 kg 이상인 소아와 청소년의 용법·용량은 성인과 동일하다.
2. 부분발작의 부가요법(1개월 이상) · 성인(18세이상) 및 체중이 50 kg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2주 내지 4주마다 1일 1,000 mg[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며, 최대권장
용량은 1일 3,000 mg이다. · 6~23개월 영아, 2세~11세의 소아 및 체중이 50 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년 초회량은 1일 2회, 1회 10 mg/
kg으로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1일 60 mg/kg[1회 30 mg/kg, 1일 2회]까지 증량할 수 있으며 용량변경은 2주마다 1일 20 
mg/kg[1회 10 mg/kg, 1일 2회] 초과하여 증량 혹은 감량해서는 안된다. 유효한 최저 용량을 복용한다. 체중이 50 kg이상인 소아의 용량은 
성인 용량과 같다. 6개월 이상 영아 및 소아와 청소년을 위한 권장용량은 아래 표와 같다.

체중 초회량 1회 10 mg/kg, 1일 2회 최대량 1회 30 mg/kg, 1일 2회

6 kg(1) 1회 60 mg/kg, 1일 2회 1회 180 mg/kg, 1일 2회

10 kg(1) 1회 100 mg/kg, 1일 2회 1회 300 mg/kg, 1일 2회

15 kg(1) 1회 150 mg/kg, 1일 2회 1회 450 mg/kg, 1일 2회

20 kg(1) 1회 200 mg/kg, 1일 2회 1회 600 mg/kg, 1일 2회

25 kg 1회 250 mg/kg, 1일 2회 1회 750 mg/kg, 1일 2회

50 kg 이상(2) 1회 500 mg/kg, 1일 2회 1회 1,500 mg/kg, 1일 2회
(1) 체중이 20 kg 이하인 소아의 경우, 100 mg/ml 경구용 액제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된다.
(2) 체중이 50 kg 이상인 소아와 청소년의 용법·용량은 성인과 동일하다.
· 1~6개월 영아 초회량은 1일 2회, 1회 7 mg/kg으로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1일 2회, 1회 21 mg/kg까지 증량할 수 있으며 
용량변경은 2주마다 1일 2회, 1회 7 mg/kg을 초과하여 증량 혹은 감량해서는 안된다. 유효한 최저 용량을 복용한다. 영아는 100 mg/mL 
경구용 액제로 치료를 시작하여야 한다. 1개월-6개월 영아를 위한 권장용량은 아래 표와 같다.

체중 초회량 1회 7 mg/kg, 1일 2회 최대량 1회 21 mg/kg, 1일 2회

4 kg 1회 28 mg (0.3 mL), 1일 2회 1회 84 mg (0.85 mL), 1일 2회

5 kg 1회 35 mg (0.35 mL), 1일 2회 1회 105 mg (1.05 mL), 1일 2회

7 kg 1회 49 mg (0.5 mL), 1일 2회 1회 147 mg(1.5 mL), 1일 2회

3. 소아 환자에서의 근간대성 발작의 부가요법(12세 이상)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마다 1일 1,000 
mg 씩 증량하여 권장 1일 용량인 3,000 mg까지 증량한다. 1일 3,000 mg 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연구되지 않았다. 4. 1차성 전신 강
직-간대 발작의 부가요법(12세 이상) · 성인(18세 이상) 및 체중이 50kg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일 1,000 mg[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 마다 1일 1,000 mg[1회 500 mg, 1일 2회]씩 증량하여 권장 1일 용량인 3,000 mg[1회 1,500 mg, 1
일 2회]까지 증량한다. 1일 3,000 mg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적절히 연구되지 않았다. · 체중이 50 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년 이 약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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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와 청
소년을 위한 권장용량은 아래 표와 같다.

체중 초회량 1회 10 mg/kg, 1일 2회 최대량 1회 30 mg/kg, 1일 2회

15 kg(1) 1회 150 mg/kg, 1일 2회 1회 450 mg/kg, 1일 2회

20 kg(1) 1회 200 mg/kg, 1일 2회 1회 600 mg/kg, 1일 2회

25 kg 1회 250 mg/kg, 1일 2회 1회 750 mg/kg, 1일 2회

50 kg 이상(2) 1회 500 mg/kg, 1일 2회 1회 1,500 mg/kg, 1일 2회
(1) 체중이 20 kg 이하인 소아의 경우, 100 mg/mL 경구용 액제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된다.
(2) 체중이 50 kg 이상인 소아와 청소년의 용법·용량은 성인과 동일하다.
5. 신장애 환자 레비티라세탐 청소율이 신기능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환자의 신장 기능에 따라 개별적로 투여한다. 성인에서의 용량조절은 
아래 표를 참조한다. 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환자의 크레아티닌 청소율(CLcr, mL/min)값이 필요하며, 성인에서는 아래 공식을 이용하여 혈청
크레아티닌(mg/dl) 수치로부터 얻을 수 있다.

CLcr(mL/min)=
[140-나이(연령)] X 체중(kg)

(X 0.85: 여성의경우)
72 X 혈청크레아티닌(mg/dl)

이후, CLcr은 체표면적(BSA)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CLcr(mL/min/1.73㎡)=
CLcr(mL/min)

X 1.73
체표면적(BSA, ㎡)

신장애를 가진 성인 환자의 용량 조정법

군
크레아티닌 청소율
(mL/min/1.73㎡)

1회 용량 용법

정상 ≥80 500-1,5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경증 50-79 500-1,0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중등증 30-49 250-75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중증 <30 250-5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말기신질환
투석환자(1) - 500-1,000 mg 1일 1회(2)

(1) 투여 첫째날에는 초기부하용량 750 mg의 투여가 권장된다.
(2) 투석 후, 250 - 500 mg의 추가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영아, 소아 및 청소년은 아래 공식을 사용한다.

CLcr(mL/min/1.73㎡)=
키(cm) X ks

혈청크레아티닌(mg/dl)

ks = 0.45 (1세 미만 영아), ks = 0.55 (13세 미만 소아 및 청소년 여성), ks = 0.7 (청소년 남성)
신장애를 가진 영아, 소아 및 50 kg 미만의 청소년 환자의 용량 조정법

군
크레아티닌 청소율
(mL/min/1.73㎡)

1회 용량 및 용법

1-6개월 영아
6-23개월 영아 및 소아 및

50 kg 미만의 청소년

정상 ≥80
7-21 mg/kg(0.07-0.21 mL/kg)

1일 2회
10-30 mg/kg(0.10-0.30 mL/kg)

1일 2회

경증 50-79
7-14 mg/kg(0.07-0.14 mL/kg)

1일 2회
10-20 mg/kg(0.10-0.20 mL/kg)

1일 2회

중등증 30-49
3.5-10.5 mg/kg(0.035-0.105 mL/kg)

1일 2회
5-15 mg/kg(0.05-0.15 mL/kg)

1일 2회

중증 <30
3.5-7 mg/kg(0.035-0.07 mL/kg)

1일 2회
5-10 mg/kg(0.05-0.10 mL/kg)

1일 2회

말기신질환
투석환자(1) -

7-14 mg/kg(0.07-0.14 mL/kg)
1일 1회(1)(3)

10-20 mg/kg(0.10-0.20 mL/kg)
1일 1회(2)(4)

(1) 투여 첫째날에는 10.5 mg/kg (0.105 mL/kg)의 부하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2) 투여 첫째날에는 15 mg/kg (0.15 mL/kg)의 부하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3) 투석 후, 3.5 - 7 mg (0.035 - 0.07 mL/kg)의 추가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4) 투석 후, 5 - 10 mg (0.05 - 0.10 mL/kg)의 추가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6. 간장애 환자 경증에서 중등증의 간장애 환자에는 용량조절이 필요치 않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의 경우,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신부전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60 mL/min/1.73㎡ 미만일 경우 1일 유지량을 50% 감량하는 것이 좋다. 7. 소아 경구용 
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의 불충분으로 1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권장되지 않는다. 4세 이하의 소아에서의 정제 투여는 적용되지 않으
며 1개월 이상의 영아에서는 액제를 투여하여야 한다. 주사제는 1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투여가 권
장되지 않는다. 8. 고령자(65세 이상) 신기능이 약화된 노인 환자에서 용량조정이 권장된다. [사용상의주의사항] 1. 경고 1) 자살충동과 자
살행동 항간질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간질약을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에 대하여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항간질약을 처방 받는 간질과 다른 많
은 질병은 그 자체가 이환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간질약 처방 시 환
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 한다. 2) 신경정신과적 이상반
응 · 부분발작 · 성인 – 이 약은 1) 졸음, 피로, 2) 협조운동장애, 3) 행동이상 등의 중추신경계 이상반응을 발생시킬 수 있다. 졸음, 무력증, 협
조운동장애는 이 약 투여 후 첫 4주 이내에 가장 빈번히 발생하였다. · 소아 – 레비티라세탐정을 투여한 소아환자에 있어, 이 약은 졸음, 피
로, 행동이상을 나타내었다. ·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 이 약은 1차성 전신 강직-간대발작이 있는 6세 이상의 환자에서 행동학적 장애와 
관련이 있었다. 3) 투약 중단 이 약을 포함한 간질치료제는 발작 빈도가 증가되는 잠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이 
약 투여를 중단하는 경우, 성인 및 체중이 50 kg이상인 청소년은 500 mg을 1일 2회 매 2-4주마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6개월 이상의 
소아의 경우, 용량 감소는 매 2주마다 1일 2회 10 mg/kg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6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 용량 감소는 매 2주 마다 1일 2
회 7 mg/kg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주성분이나 다른 피롤리돈 유도체 또는 다른 구성성분에 과
민 반응이 있는 환자 2) 경구용 액제의 경우, 말티톨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드물게 과당내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의 경우 이 약을 
복용해서는 안된다.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경구용 액제의 경우, 알레르기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파라옥시안식향산메칠, 파
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한다. 2) 레비티라세탐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자살, 자살 시도 및 자살 상상이 보
고되었다. 우울 및/또는 자살 상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처방의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환자에게 권고해야 한다. 3) 신장애 환자에 이 약을 투
여하는 경우 용량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에서는 용량 선택 전에 신기능 검사가 권장된다. (용법.용량 참조) 4) 혈구수감
소 (호중구감소증, 무과립구증,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가 레비티라세탐 투여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반
적으로 투여개시시에 나타난다. 중대한 무력감, 발열, 재발성 감염 또는 응고장애를 경험한 환자의 경우 전혈구수 검사가 권고된다(‘4. 이상
반응 4) 시판 후 수집된 이상반응’항 참조). 5) 이상행동 및 공격성 행동: 레비티라세탐은 자극과민성 및 공격성을 포함한 정신병적 증상과 
행동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레비티라세탐 투여 환자들은 중요한 기분 및/또는 인격 변화를 나타내는 정신과적 징후 발현에 대해 모니터되
어야 한다. 그러한 행동들이 인지된다면 투여 조정 또는 점진적 투여 중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투여 중단 시, 용법용량 항을 참조한다. [제조
원] 1) 제조의뢰자 UCB Pharma S.A. 벨기에 2) 제조자 NEXTPharma SAS. 프랑스 [수입자] 한국유씨비제약㈜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
로 369 A+ Asset Tower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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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케프라Ⓡ주사 100 mg/mL(레비티라세탐) [전문의약품][성상] 무색 투명한 액이 든 유리 바이알 주사제 [효능·효과] 레비티라세탐 
주사제는 경구투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환자에 투여한다. 1. 단독요법–처음 간질로 진단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
는 부분발작의 치료(16세 이상) 2. 부가요법–기존 1차 간질치료제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2 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
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16세 이상) - 소아 간대성 근경련 간질(Juvenile Myoclonic Epilepsy) 환자의 근간대성 발작의 치료(16세 이상) 
- 특발성 전신성 간질(Idiopathic Generalized Epilepsy) 환자의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의 치료(16세 이상) [용법·용량] 레비티라세탐 
치료는 정맥 또는 경구 투여로 시작할 수 있다. 경구에서 정맥 또는 그 반대로 투여경로를 바꾸는 경우, 용량적정 없이 바로 투여할 수 있으
며, 1일 총 투여량 및 투여횟수는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주사제는 정맥으로만 투여하며 반드시 투여 전에 희석되어야 한다. 투여용량
을 100 mL의 배합가능한 희석제로 희석하고, 15분간 정맥주입한다. (표1 및 사용상의주의사항 중 ‘13. 적용상의 주의’항 참조)
<표1> 케프라주의 조제 및 투여

투여량 투여용량 희석제용량 주입시간 투여횟수 1일 총 투여량

250 mg 2.5 mL (1/2 바이알) 100 mL 15분 1일 2회 500 mg/일

500 mg 5 mL (1 바이알) 100 mL 15분 1일 2회 1,000 mg/일

1,000 mg 10 mL (2 바이알) 100 mL 15분 1일 2회 2,000 mg/일

1,500 mg 15 mL (3 바이알) 100 mL 15분 1일 2회 3,000 mg/일

레비티라세탐을 4일을 초과하여 정맥 투여한 경험은 없다. 필름코팅정제와 액제는 경구투여 하며 식사와 관계없이 투여할 수 있고,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한다. 1일 용량은 1일 2회 균등한 용량으로 나누어 투여한다. [단독요법] 성인 및 16세 이상의 청소년 초회량은 1일 2회, 
1회 250 mg으로 시작하여, 2주 후 1일 2회, 1회 500 mg으로 증량 투여하도록 한다. 임상적 반응에 따라, 2주마다 1일 500 mg [1회 250 
mg, 1일 2회] 씩 증량할 수 있으며, 최대투여량은 1일 3,000 mg [1일 2회, 1회 1,500 mg]이다. [부가요법] 1. 부분발작 · 성인(18세 이상) 
및 청소년(16세 이상)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2주 내지 4주마다 1일 1,000 mg 
[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며, 최대권장용량은 1일 3,000 mg이다. 2. 소아 환자에서의 근간대성 발작(16세 이상)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마다 1일 1,000 mg씩 증량하여 권장 1일 용량인 3,000 mg까지 증량한다. 
1일 3,000 mg 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연구되지 않았다. 3.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16세이상) · 성인(18세 이상) 및 청소년(16세 이
상) 이 약은 1일 1,000 mg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 마다 1일 1,000 mg [1회 500 mg, 1일 2회]씩 증량하
여 권장 1일 용량인 3,000 mg [1회 1,500 mg, 1일 2회]까지 증량한다. 1일 3,000 mg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적절히 연구되지 않았다. 
4. 신장애 환자 레비티라세탐 청소율이 신기능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환자의 신장기능에 따라 개별적으로 투여한다. 성인에서의 용량조절
은 의약품 첨부문서의 표를 참조한다. 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환자의 크레아티닌 청소율(CLcr, mL/min) 값이 필요하며, 성인에서는 아래 공
식을 이용하여 혈청크레아티닌 (mg/dl) 수치로부터 얻을 수 있다.

CLcr(mL/min)=
[140-나이(연령)] X 체중(kg)

(X 0.85: 여성의경우)
72 X 혈청크레아티닌(mg/dl)

이후, CLcr은 체표면적(BSA)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CLcr(mL/min/1.73㎡)=
CLcr(mL/min)

X 1.73
체표면적(BSA, ㎡)

신장애를 가진 성인 환자의 용량 조정법

군
크레아티닌 청소율
(mL/min/1.73㎡)

1회 용량 용법

정상 ≥80 500-1,5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경증 50-79 500-1,0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중등증 30-49 250-75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중증 <30 250-5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말기신질환
투석환자

- 500-1,000 mg 1일 1회(2)

(1) 투여 첫째날에는 초기부하용량 750 mg의 투여가 권장된다.
(2) 투석 후, 250 - 500 mg의 추가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영아, 소아 및 청소년은 아래 공식을 사용한다.

CLcr(mL/min/1.73㎡)=
키(cm) X ks

혈청크레아티닌(mg/dl)

ks = 0.45(1세 미만 영아), ks = 0.55(13세 미만 소아 및 청소년 여성), ks = 0.7(청소년 남성)
신장애를 가진 영아, 소아 및 50 kg 미만의 청소년 환자의 용량 조정법

군
크레아티닌 청소율
(mL/min/1.73㎡)

1회 용량 및 용법

정상 ≥80 10-30 mg/kg 1일 2회

경증 50-79 10-20 mg/kg 1일 2회

중등증 30-4 59 -15 mg/kg 1일 2회

중증 <3 50 -10 mg/kg 1일 2회

말기신질환
투석환자(1) - 10-20 mg/kg 1일 1회(1)(2)

(1) 투여 첫째날에는 15 mg/kg의 부하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2) 투석 후, 5 - 10 mg의 추가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5. 간장애 환자 경증에서 중등증의 간장애 환자에는 용량조절이 필요치 않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의 경우,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신부전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60 mL/min/1.73 ㎡ 미만일 경우 1일 유지량을 50% 감량하는 것이 좋다. 6. 소아 주사제
는 1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4세 이하의 소아에서의 정제 투여는 적용되
지 않으며 1개월 이상의 영아에서는 액제를 투여하여야 한다. 경구용 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의 불충분으로 1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권장되지 않는다. 7. 고령자(65세 이상) 신기능이 약화된 노인 환자에서 용량조정이 권장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자살충동과 
자살행동 항간질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간질약을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
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에 대하여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항간질약을 처방받는 간질과 다른 
많은 질병은 그 자체가 이환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 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간질약 처방 시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 한다. 2) 신경정신과적 이상
반응  · 부분발작 · 성인: 이 약은 1) 졸음, 피로, 2) 협조운동장애, 3) 행동이상 등의 중추신경계 이상반응을 발생시킨다. 졸음, 무력증, 협조
운동장애는 이 약 투여 후 첫 4주 이내에 가장 빈번히 발생하였다. · 소아: 레비티라세탐정을 투여한 소아환자에 있어, 이 약은 졸음, 피로, 
행동이상을 나타내었다. ·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 이 약은 1차성 전신 강직-간대발작이 있는 6세 이상의 환자에서 행동학적 장애와 관
련이 있었다. 3) 투약 중단 이 약을 포함한 간질치료제는 발작 빈도가 증가되는 잠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이 
약 투여를 중단하는 경우, 성인 및 체중이 50 kg 이상인 청소년은 500 mg을 1일 2회 매 2-4주마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소아의 경우, 
용량 감소는 매 2주마다 1일 2회 10 mg/k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주성분이나 다른 피롤리돈 
유도체 또는 다른 구성성분에 과민 반응이 있는 환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레비티라세탐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자살, 자살 
시도 및 자살 상상이 보고되었다. 우울 및/또는 자살 상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처방의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환자에게 권고해야 한다. 2) 주
사제는 바이알 당 0.313 mmol (7.196 mg)의 나트륨을 함유한다. 저염식이요법 중인 환자는 고려해야 한다. 3) 신장애 환자에 이 약을 투여
하는 경우 용량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에서는 용량 선택 전에 신기능 검사가 권장된다(용법용량 참조). 4) 혈구수감소
(호중구감소증, 무과립구증,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가 레비티라세탐 투여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
로 투여 개시 시에 나타난다. 중대한 무력감, 발열, 재발성 감염 또는 응고장애를 경험한 환자의 경우 전혈구수 검사가 권고된다('4. 이상반
응 4) 시판 후 수집된 이상반응' 항 참조). 5) 이상행동 및 공격성 행동 레비티라세탐은 자극 과민성 및 공격성을 포함한 정신병적 증상과 행
동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레비티라세탐 투여 환자들은 기분 및/또는 인격 변화를 나타내는 정신과적 징후 발현에 대해 모니터되어야 한다. 
그러한 행동들이 인지된다면 투여 조정 또는 점진적 투여 중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투여 중단 시, 용법용량 항을 참조한다. [제조원] 1) 제조
의뢰자: UCB Pharma S.A. Belgium 2) 제조자: Patheon Italia S.P.A. Italy, Aesica Pharmaceuticals S.R.L. Italy [수입자] 한국유씨비제약㈜ 서울특
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69 A+ Asset Tower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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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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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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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케프라Ⓡ액 100 mg/mL(레비티라세탐) [전문의약품][성상] 갈색 유리병에 든 무색 내지 연한 황갈색의 투명한 액제 [효능·효과] 
1. 단독요법 - 처음 간질로 진단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4세 이상) 2. 부가요법 - 기존 1차 간질치
료제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1개월 이상) - 소아 간대성 근경련 
간질(Juvenile Myoclonic Epilepsy) 환자의 근간대성 발작의 치료(12세 이상) - 특발성 전신성 간질(Idiopathic Generalized Epilepsy) 환자
의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의 치료(12세 이상) 레비티라세탐 주사제는 경구투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환자에 투여한다. [용법·용량] - 
필름코팅정제와 액제는 경구투여 하며 식사와 관계없이 투여할 수 있고,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한다. - 1일 용량은 1일 2회 균등한 용
량으로 나누어 투여한다. - 레비티라세탐 치료는 정맥 또는 경구 투여로 시작할 수 있다. - 경구에서 정맥 또는 그 반대로 투여경로를 바꾸
는 경우, 용량적정 없이 바로 투여할 수 있으며, 1일 총 투여량 및 투여 횟수는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 부분발작의 단독요법(4세 이
상) · 성인(18세 이상)및 체중이 50kg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
에 따라, 2주 내지 4주마다 1일 1,000 mg[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며, 최대권장용량은 1일 3,000mg이다. · 4-11
세의 소아 및 체중이 50 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년 초회량은 1일 2회, 1회 10 mg/kg으로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1일 60 
mg/kg[1회 30 mg/kg, 1일 2회]까지 증량할 수 있으며 용량변경은 2주마다 1일 20 mg/kg[1회 10 mg/kg, 1일 2회] 초과하여 증량 혹은 감
량해서는 안된다. 유효한 최저 용량을 복용 한다. 체중이 50 kg 이상인 소아의 용량은 성인 용량과 같다. 소아와 청소년을 위한 권장용량은 
아래 표와 같다.

체중 초회량 1회 10 mg/kg, 1일 2회 최대량 1회 30 mg/kg, 1일 2회

15 kg(1) 1회 150 mg/kg, 1일 2회 1회 450 mg/kg, 1일 2회

20 kg(1) 1회 200 mg/kg, 1일 2회 1회 600 mg/kg, 1일 2회

25 kg(1) 1회 250 mg/kg, 1일 2회 1회 750 mg/kg, 1일 2회

50 kg 이상(2) 1회 500 mg/kg, 1일 2회 1회 1,500 mg/kg, 1일 2회
(1) 체중이 20 kg 이하인 소아의 경우, 100 mg/ml 경구용 액제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된다.
(2) 체중이 50 kg 이상인 소아와 청소년의 용법·용량은 성인과 동일하다.
2. 부분발작의 부가요법(1개월 이상) · 성인(18세이상) 및 체중이 50 kg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2주 내지 4주마다 1일 1,000 mg[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며, 최대권장
용량은 1일 3,000 mg이다. · 6~23개월 영아, 2세~11세의 소아 및 체중이 50 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년 초회량은 1일 2회, 1회 10 mg/
kg으로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1일 60 mg/kg[1회 30 mg/kg, 1일 2회]까지 증량할 수 있으며 용량변경은 2주마다 1일 20 
mg/kg[1회 10 mg/kg, 1일 2회] 초과하여 증량 혹은 감량해서는 안된다. 유효한 최저 용량을 복용한다. 체중이 50 kg이상인 소아의 용량은 
성인 용량과 같다. 6개월 이상 영아 및 소아와 청소년을 위한 권장용량은 아래 표와 같다.

체중 초회량 1회 10 mg/kg, 1일 2회 최대량 1회 30 mg/kg, 1일 2회

6 kg(1) 1회 60 mg/kg, 1일 2회 1회 180 mg/kg, 1일 2회

10 kg(1) 1회 100 mg/kg, 1일 2회 1회 300 mg/kg, 1일 2회

15 kg(1) 1회 150 mg/kg, 1일 2회 1회 450 mg/kg, 1일 2회

20 kg(1) 1회 200 mg/kg, 1일 2회 1회 600 mg/kg, 1일 2회

25 kg 1회 250 mg/kg, 1일 2회 1회 750 mg/kg, 1일 2회

50 kg 이상(2) 1회 500 mg/kg, 1일 2회 1회 1,500 mg/kg, 1일 2회
(1) 체중이 20 kg 이하인 소아의 경우, 100 mg/ml 경구용 액제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된다.
(2) 체중이 50 kg 이상인 소아와 청소년의 용법·용량은 성인과 동일하다.
· 1~6개월 영아 초회량은 1일 2회, 1회 7 mg/kg으로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1일 2회, 1회 21 mg/kg까지 증량할 수 있으며 
용량변경은 2주마다 1일 2회, 1회 7 mg/kg을 초과하여 증량 혹은 감량해서는 안된다. 유효한 최저 용량을 복용한다. 영아는 100 mg/mL 
경구용 액제로 치료를 시작하여야 한다. 1개월-6개월 영아를 위한 권장용량은 아래 표와 같다.

체중 초회량 1회 7 mg/kg, 1일 2회 최대량 1회 21 mg/kg, 1일 2회

4 kg 1회 28 mg (0.3 mL), 1일 2회 1회 84 mg (0.85 mL), 1일 2회

5 kg 1회 35 mg (0.35 mL), 1일 2회 1회 105 mg (1.05 mL), 1일 2회

7 kg 1회 49 mg (0.5 mL), 1일 2회 1회 147 mg(1.5 mL), 1일 2회

3. 소아 환자에서의 근간대성 발작의 부가요법(12세 이상)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마다 1일 1,000 
mg 씩 증량하여 권장 1일 용량인 3,000 mg까지 증량한다. 1일 3,000 mg 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연구되지 않았다. 4. 1차성 전신 강
직-간대 발작의 부가요법(12세 이상) · 성인(18세 이상) 및 체중이 50kg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일 1,000 mg[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 마다 1일 1,000 mg[1회 500 mg, 1일 2회]씩 증량하여 권장 1일 용량인 3,000 mg[1회 1,500 mg, 1
일 2회]까지 증량한다. 1일 3,000 mg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적절히 연구되지 않았다. · 체중이 50 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년 이 약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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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와 청
소년을 위한 권장용량은 아래 표와 같다.

체중 초회량 1회 10 mg/kg, 1일 2회 최대량 1회 30 mg/kg, 1일 2회

15 kg(1) 1회 150 mg/kg, 1일 2회 1회 450 mg/kg, 1일 2회

20 kg(1) 1회 200 mg/kg, 1일 2회 1회 600 mg/kg, 1일 2회

25 kg 1회 250 mg/kg, 1일 2회 1회 750 mg/kg, 1일 2회

50 kg 이상(2) 1회 500 mg/kg, 1일 2회 1회 1,500 mg/kg, 1일 2회
(1) 체중이 20 kg 이하인 소아의 경우, 100 mg/mL 경구용 액제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된다.
(2) 체중이 50 kg 이상인 소아와 청소년의 용법·용량은 성인과 동일하다.
5. 신장애 환자 레비티라세탐 청소율이 신기능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환자의 신장 기능에 따라 개별적로 투여한다. 성인에서의 용량조절은 
아래 표를 참조한다. 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환자의 크레아티닌 청소율(CLcr, mL/min)값이 필요하며, 성인에서는 아래 공식을 이용하여 혈청
크레아티닌(mg/dl) 수치로부터 얻을 수 있다.

CLcr(mL/min)=
[140-나이(연령)] X 체중(kg)

(X 0.85: 여성의경우)
72 X 혈청크레아티닌(mg/dl)

이후, CLcr은 체표면적(BSA)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CLcr(mL/min/1.73㎡)=
CLcr(mL/min)

X 1.73
체표면적(BSA, ㎡)

신장애를 가진 성인 환자의 용량 조정법

군
크레아티닌 청소율
(mL/min/1.73㎡)

1회 용량 용법

정상 ≥80 500-1,5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경증 50-79 500-1,0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중등증 30-49 250-75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중증 <30 250-5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말기신질환
투석환자(1) - 500-1,000 mg 1일 1회(2)

(1) 투여 첫째날에는 초기부하용량 750 mg의 투여가 권장된다.
(2) 투석 후, 250 - 500 mg의 추가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영아, 소아 및 청소년은 아래 공식을 사용한다.

CLcr(mL/min/1.73㎡)=
키(cm) X ks

혈청크레아티닌(mg/dl)

ks = 0.45 (1세 미만 영아), ks = 0.55 (13세 미만 소아 및 청소년 여성), ks = 0.7 (청소년 남성)
신장애를 가진 영아, 소아 및 50 kg 미만의 청소년 환자의 용량 조정법

군
크레아티닌 청소율
(mL/min/1.73㎡)

1회 용량 및 용법

1-6개월 영아
6-23개월 영아 및 소아 및

50 kg 미만의 청소년

정상 ≥80
7-21 mg/kg(0.07-0.21 mL/kg)

1일 2회
10-30 mg/kg(0.10-0.30 mL/kg)

1일 2회

경증 50-79
7-14 mg/kg(0.07-0.14 mL/kg)

1일 2회
10-20 mg/kg(0.10-0.20 mL/kg)

1일 2회

중등증 30-49
3.5-10.5 mg/kg(0.035-0.105 mL/kg)

1일 2회
5-15 mg/kg(0.05-0.15 mL/kg)

1일 2회

중증 <30
3.5-7 mg/kg(0.035-0.07 mL/kg)

1일 2회
5-10 mg/kg(0.05-0.10 mL/kg)

1일 2회

말기신질환
투석환자(1) -

7-14 mg/kg(0.07-0.14 mL/kg)
1일 1회(1)(3)

10-20 mg/kg(0.10-0.20 mL/kg)
1일 1회(2)(4)

(1) 투여 첫째날에는 10.5 mg/kg (0.105 mL/kg)의 부하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2) 투여 첫째날에는 15 mg/kg (0.15 mL/kg)의 부하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3) 투석 후, 3.5 - 7 mg (0.035 - 0.07 mL/kg)의 추가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4) 투석 후, 5 - 10 mg (0.05 - 0.10 mL/kg)의 추가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6. 간장애 환자 경증에서 중등증의 간장애 환자에는 용량조절이 필요치 않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의 경우,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신부전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60 mL/min/1.73㎡ 미만일 경우 1일 유지량을 50% 감량하는 것이 좋다. 7. 소아 경구용 
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의 불충분으로 1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권장되지 않는다. 4세 이하의 소아에서의 정제 투여는 적용되지 않으
며 1개월 이상의 영아에서는 액제를 투여하여야 한다. 주사제는 1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투여가 권
장되지 않는다. 8. 고령자(65세 이상) 신기능이 약화된 노인 환자에서 용량조정이 권장된다. [사용상의주의사항] 1. 경고 1) 자살충동과 자
살행동 항간질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간질약을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에 대하여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항간질약을 처방 받는 간질과 다른 많
은 질병은 그 자체가 이환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간질약 처방 시 환
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 한다. 2) 신경정신과적 이상반
응 · 부분발작 · 성인 – 이 약은 1) 졸음, 피로, 2) 협조운동장애, 3) 행동이상 등의 중추신경계 이상반응을 발생시킬 수 있다. 졸음, 무력증, 협
조운동장애는 이 약 투여 후 첫 4주 이내에 가장 빈번히 발생하였다. · 소아 – 레비티라세탐정을 투여한 소아환자에 있어, 이 약은 졸음, 피
로, 행동이상을 나타내었다. ·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 이 약은 1차성 전신 강직-간대발작이 있는 6세 이상의 환자에서 행동학적 장애와 
관련이 있었다. 3) 투약 중단 이 약을 포함한 간질치료제는 발작 빈도가 증가되는 잠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이 
약 투여를 중단하는 경우, 성인 및 체중이 50 kg이상인 청소년은 500 mg을 1일 2회 매 2-4주마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6개월 이상의 
소아의 경우, 용량 감소는 매 2주마다 1일 2회 10 mg/kg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6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 용량 감소는 매 2주 마다 1일 2
회 7 mg/kg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주성분이나 다른 피롤리돈 유도체 또는 다른 구성성분에 과
민 반응이 있는 환자 2) 경구용 액제의 경우, 말티톨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드물게 과당내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의 경우 이 약을 
복용해서는 안된다.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경구용 액제의 경우, 알레르기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파라옥시안식향산메칠, 파
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한다. 2) 레비티라세탐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자살, 자살 시도 및 자살 상상이 보
고되었다. 우울 및/또는 자살 상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처방의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환자에게 권고해야 한다. 3) 신장애 환자에 이 약을 투
여하는 경우 용량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에서는 용량 선택 전에 신기능 검사가 권장된다. (용법.용량 참조) 4) 혈구수감
소 (호중구감소증, 무과립구증,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가 레비티라세탐 투여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반
적으로 투여개시시에 나타난다. 중대한 무력감, 발열, 재발성 감염 또는 응고장애를 경험한 환자의 경우 전혈구수 검사가 권고된다(‘4. 이상
반응 4) 시판 후 수집된 이상반응’항 참조). 5) 이상행동 및 공격성 행동: 레비티라세탐은 자극과민성 및 공격성을 포함한 정신병적 증상과 
행동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레비티라세탐 투여 환자들은 중요한 기분 및/또는 인격 변화를 나타내는 정신과적 징후 발현에 대해 모니터되
어야 한다. 그러한 행동들이 인지된다면 투여 조정 또는 점진적 투여 중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투여 중단 시, 용법용량 항을 참조한다. [제조
원] 1) 제조의뢰자 UCB Pharma S.A. 벨기에 2) 제조자 NEXTPharma SAS. 프랑스 [수입자] 한국유씨비제약㈜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
로 369 A+ Asset Tower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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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케프라Ⓡ주사 100 mg/mL(레비티라세탐) [전문의약품][성상] 무색 투명한 액이 든 유리 바이알 주사제 [효능·효과] 레비티라세탐 
주사제는 경구투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환자에 투여한다. 1. 단독요법–처음 간질로 진단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
는 부분발작의 치료(16세 이상) 2. 부가요법–기존 1차 간질치료제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2 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
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16세 이상) - 소아 간대성 근경련 간질(Juvenile Myoclonic Epilepsy) 환자의 근간대성 발작의 치료(16세 이상) 
- 특발성 전신성 간질(Idiopathic Generalized Epilepsy) 환자의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의 치료(16세 이상) [용법·용량] 레비티라세탐 
치료는 정맥 또는 경구 투여로 시작할 수 있다. 경구에서 정맥 또는 그 반대로 투여경로를 바꾸는 경우, 용량적정 없이 바로 투여할 수 있으
며, 1일 총 투여량 및 투여횟수는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주사제는 정맥으로만 투여하며 반드시 투여 전에 희석되어야 한다. 투여용량
을 100 mL의 배합가능한 희석제로 희석하고, 15분간 정맥주입한다. (표1 및 사용상의주의사항 중 ‘13. 적용상의 주의’항 참조)
<표1> 케프라주의 조제 및 투여

투여량 투여용량 희석제용량 주입시간 투여횟수 1일 총 투여량

250 mg 2.5 mL (1/2 바이알) 100 mL 15분 1일 2회 500 mg/일

500 mg 5 mL (1 바이알) 100 mL 15분 1일 2회 1,000 mg/일

1,000 mg 10 mL (2 바이알) 100 mL 15분 1일 2회 2,000 mg/일

1,500 mg 15 mL (3 바이알) 100 mL 15분 1일 2회 3,000 mg/일

레비티라세탐을 4일을 초과하여 정맥 투여한 경험은 없다. 필름코팅정제와 액제는 경구투여 하며 식사와 관계없이 투여할 수 있고,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한다. 1일 용량은 1일 2회 균등한 용량으로 나누어 투여한다. [단독요법] 성인 및 16세 이상의 청소년 초회량은 1일 2회, 
1회 250 mg으로 시작하여, 2주 후 1일 2회, 1회 500 mg으로 증량 투여하도록 한다. 임상적 반응에 따라, 2주마다 1일 500 mg [1회 250 
mg, 1일 2회] 씩 증량할 수 있으며, 최대투여량은 1일 3,000 mg [1일 2회, 1회 1,500 mg]이다. [부가요법] 1. 부분발작 · 성인(18세 이상) 
및 청소년(16세 이상)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2주 내지 4주마다 1일 1,000 mg 
[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며, 최대권장용량은 1일 3,000 mg이다. 2. 소아 환자에서의 근간대성 발작(16세 이상)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마다 1일 1,000 mg씩 증량하여 권장 1일 용량인 3,000 mg까지 증량한다. 
1일 3,000 mg 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연구되지 않았다. 3.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16세이상) · 성인(18세 이상) 및 청소년(16세 이
상) 이 약은 1일 1,000 mg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 마다 1일 1,000 mg [1회 500 mg, 1일 2회]씩 증량하
여 권장 1일 용량인 3,000 mg [1회 1,500 mg, 1일 2회]까지 증량한다. 1일 3,000 mg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적절히 연구되지 않았다. 
4. 신장애 환자 레비티라세탐 청소율이 신기능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환자의 신장기능에 따라 개별적으로 투여한다. 성인에서의 용량조절
은 의약품 첨부문서의 표를 참조한다. 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환자의 크레아티닌 청소율(CLcr, mL/min) 값이 필요하며, 성인에서는 아래 공
식을 이용하여 혈청크레아티닌 (mg/dl) 수치로부터 얻을 수 있다.

CLcr(mL/min)=
[140-나이(연령)] X 체중(kg)

(X 0.85: 여성의경우)
72 X 혈청크레아티닌(mg/dl)

이후, CLcr은 체표면적(BSA)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CLcr(mL/min/1.73㎡)=
CLcr(mL/min)

X 1.73
체표면적(BSA, ㎡)

신장애를 가진 성인 환자의 용량 조정법

군
크레아티닌 청소율
(mL/min/1.73㎡)

1회 용량 용법

정상 ≥80 500-1,5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경증 50-79 500-1,0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중등증 30-49 250-75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중증 <30 250-5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말기신질환
투석환자

- 500-1,000 mg 1일 1회(2)

(1) 투여 첫째날에는 초기부하용량 750 mg의 투여가 권장된다.
(2) 투석 후, 250 - 500 mg의 추가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영아, 소아 및 청소년은 아래 공식을 사용한다.

CLcr(mL/min/1.73㎡)=
키(cm) X ks

혈청크레아티닌(mg/dl)

ks = 0.45(1세 미만 영아), ks = 0.55(13세 미만 소아 및 청소년 여성), ks = 0.7(청소년 남성)
신장애를 가진 영아, 소아 및 50 kg 미만의 청소년 환자의 용량 조정법

군
크레아티닌 청소율
(mL/min/1.73㎡)

1회 용량 및 용법

정상 ≥80 10-30 mg/kg 1일 2회

경증 50-79 10-20 mg/kg 1일 2회

중등증 30-4 59 -15 mg/kg 1일 2회

중증 <3 50 -10 mg/kg 1일 2회

말기신질환
투석환자(1) - 10-20 mg/kg 1일 1회(1)(2)

(1) 투여 첫째날에는 15 mg/kg의 부하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2) 투석 후, 5 - 10 mg의 추가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5. 간장애 환자 경증에서 중등증의 간장애 환자에는 용량조절이 필요치 않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의 경우,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신부전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60 mL/min/1.73 ㎡ 미만일 경우 1일 유지량을 50% 감량하는 것이 좋다. 6. 소아 주사제
는 1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4세 이하의 소아에서의 정제 투여는 적용되
지 않으며 1개월 이상의 영아에서는 액제를 투여하여야 한다. 경구용 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의 불충분으로 1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권장되지 않는다. 7. 고령자(65세 이상) 신기능이 약화된 노인 환자에서 용량조정이 권장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자살충동과 
자살행동 항간질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간질약을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
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에 대하여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항간질약을 처방받는 간질과 다른 
많은 질병은 그 자체가 이환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 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간질약 처방 시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 한다. 2) 신경정신과적 이상
반응  · 부분발작 · 성인: 이 약은 1) 졸음, 피로, 2) 협조운동장애, 3) 행동이상 등의 중추신경계 이상반응을 발생시킨다. 졸음, 무력증, 협조
운동장애는 이 약 투여 후 첫 4주 이내에 가장 빈번히 발생하였다. · 소아: 레비티라세탐정을 투여한 소아환자에 있어, 이 약은 졸음, 피로, 
행동이상을 나타내었다. ·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 이 약은 1차성 전신 강직-간대발작이 있는 6세 이상의 환자에서 행동학적 장애와 관
련이 있었다. 3) 투약 중단 이 약을 포함한 간질치료제는 발작 빈도가 증가되는 잠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이 
약 투여를 중단하는 경우, 성인 및 체중이 50 kg 이상인 청소년은 500 mg을 1일 2회 매 2-4주마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소아의 경우, 
용량 감소는 매 2주마다 1일 2회 10 mg/k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주성분이나 다른 피롤리돈 
유도체 또는 다른 구성성분에 과민 반응이 있는 환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레비티라세탐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자살, 자살 
시도 및 자살 상상이 보고되었다. 우울 및/또는 자살 상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처방의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환자에게 권고해야 한다. 2) 주
사제는 바이알 당 0.313 mmol (7.196 mg)의 나트륨을 함유한다. 저염식이요법 중인 환자는 고려해야 한다. 3) 신장애 환자에 이 약을 투여
하는 경우 용량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에서는 용량 선택 전에 신기능 검사가 권장된다(용법용량 참조). 4) 혈구수감소
(호중구감소증, 무과립구증,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가 레비티라세탐 투여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
로 투여 개시 시에 나타난다. 중대한 무력감, 발열, 재발성 감염 또는 응고장애를 경험한 환자의 경우 전혈구수 검사가 권고된다('4. 이상반
응 4) 시판 후 수집된 이상반응' 항 참조). 5) 이상행동 및 공격성 행동 레비티라세탐은 자극 과민성 및 공격성을 포함한 정신병적 증상과 행
동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레비티라세탐 투여 환자들은 기분 및/또는 인격 변화를 나타내는 정신과적 징후 발현에 대해 모니터되어야 한다. 
그러한 행동들이 인지된다면 투여 조정 또는 점진적 투여 중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투여 중단 시, 용법용량 항을 참조한다. [제조원] 1) 제조
의뢰자: UCB Pharma S.A. Belgium 2) 제조자: Patheon Italia S.P.A. Italy, Aesica Pharmaceuticals S.R.L. Italy [수입자] 한국유씨비제약㈜ 서울특
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69 A+ Asset Tower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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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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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케프라Ⓡ액 100 mg/mL(레비티라세탐) [전문의약품][성상] 갈색 유리병에 든 무색 내지 연한 황갈색의 투명한 액제 [효능·효과] 
1. 단독요법 - 처음 간질로 진단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4세 이상) 2. 부가요법 - 기존 1차 간질치
료제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1개월 이상) - 소아 간대성 근경련 
간질(Juvenile Myoclonic Epilepsy) 환자의 근간대성 발작의 치료(12세 이상) - 특발성 전신성 간질(Idiopathic Generalized Epilepsy) 환자
의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의 치료(12세 이상) 레비티라세탐 주사제는 경구투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환자에 투여한다. [용법·용량] - 
필름코팅정제와 액제는 경구투여 하며 식사와 관계없이 투여할 수 있고,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한다. - 1일 용량은 1일 2회 균등한 용
량으로 나누어 투여한다. - 레비티라세탐 치료는 정맥 또는 경구 투여로 시작할 수 있다. - 경구에서 정맥 또는 그 반대로 투여경로를 바꾸
는 경우, 용량적정 없이 바로 투여할 수 있으며, 1일 총 투여량 및 투여 횟수는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 부분발작의 단독요법(4세 이
상) · 성인(18세 이상)및 체중이 50kg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
에 따라, 2주 내지 4주마다 1일 1,000 mg[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며, 최대권장용량은 1일 3,000mg이다. · 4-11
세의 소아 및 체중이 50 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년 초회량은 1일 2회, 1회 10 mg/kg으로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1일 60
mg/kg[1회 30 mg/kg, 1일 2회]까지 증량할 수 있으며 용량변경은 2주마다 1일 20 mg/kg[1회 10 mg/kg, 1일 2회] 초과하여 증량 혹은 감
량해서는 안된다. 유효한 최저 용량을 복용 한다. 체중이 50 kg 이상인 소아의 용량은 성인 용량과 같다. 소아와 청소년을 위한 권장용량은 
아래 표와 같다.

체중 초회량 1회 10 mg/kg, 1일 2회 최대량 1회 30 mg/kg, 1일 2회

15 kg(1) 1회 150 mg/kg, 1일 2회 1회 450 mg/kg, 1일 2회

20 kg(1) 1회 200 mg/kg, 1일 2회 1회 600 mg/kg, 1일 2회

25 kg(1) 1회 250 mg/kg, 1일 2회 1회 750 mg/kg, 1일 2회

50 kg 이상(2) 1회 500 mg/kg, 1일 2회 1회 1,500 mg/kg, 1일 2회
(1) 체중이 20 kg 이하인 소아의 경우, 100 mg/ml 경구용 액제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된다.
(2) 체중이 50 kg 이상인 소아와 청소년의 용법·용량은 성인과 동일하다.
2. 부분발작의 부가요법(1개월 이상) · 성인(18세이상) 및 체중이 50 kg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2주 내지 4주마다 1일 1,000 mg[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며, 최대권장
용량은 1일 3,000 mg이다. · 6~23개월 영아, 2세~11세의 소아 및 체중이 50 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년 초회량은 1일 2회, 1회 10 mg/
kg으로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1일 60 mg/kg[1회 30 mg/kg, 1일 2회]까지 증량할 수 있으며 용량변경은 2주마다 1일 20
mg/kg[1회 10 mg/kg, 1일 2회] 초과하여 증량 혹은 감량해서는 안된다. 유효한 최저 용량을 복용한다. 체중이 50 kg이상인 소아의 용량은 
성인 용량과 같다. 6개월 이상 영아 및 소아와 청소년을 위한 권장용량은 아래 표와 같다.

체중 초회량 1회 10 mg/kg, 1일 2회 최대량 1회 30 mg/kg, 1일 2회

6 kg(1) 1회 60 mg/kg, 1일 2회 1회 180 mg/kg, 1일 2회

10 kg(1) 1회 100 mg/kg, 1일 2회 1회 300 mg/kg, 1일 2회

15 kg(1) 1회 150 mg/kg, 1일 2회 1회 450 mg/kg, 1일 2회

20 kg(1) 1회 200 mg/kg, 1일 2회 1회 600 mg/kg, 1일 2회

25 kg 1회 250 mg/kg, 1일 2회 1회 750 mg/kg, 1일 2회

50 kg 이상(2) 1회 500 mg/kg, 1일 2회 1회 1,500 mg/kg, 1일 2회
(1) 체중이 20 kg 이하인 소아의 경우, 100 mg/ml 경구용 액제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된다.
(2) 체중이 50 kg 이상인 소아와 청소년의 용법·용량은 성인과 동일하다.
· 1~6개월 영아 초회량은 1일 2회, 1회 7 mg/kg으로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1일 2회, 1회 21 mg/kg까지 증량할 수 있으며 
용량변경은 2주마다 1일 2회, 1회 7 mg/kg을 초과하여 증량 혹은 감량해서는 안된다. 유효한 최저 용량을 복용한다. 영아는 100 mg/mL 
경구용 액제로 치료를 시작하여야 한다. 1개월-6개월 영아를 위한 권장용량은 아래 표와 같다.

체중 초회량 1회 7 mg/kg, 1일 2회 최대량 1회 21 mg/kg, 1일 2회

4 kg 1회 28 mg (0.3 mL), 1일 2회 1회 84 mg (0.85 mL), 1일 2회

5 kg 1회 35 mg (0.35 mL), 1일 2회 1회 105 mg (1.05 mL), 1일 2회

7 kg 1회 49 mg (0.5 mL), 1일 2회 1회 147 mg(1.5 mL), 1일 2회

3. 소아 환자에서의 근간대성 발작의 부가요법(12세 이상)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마다 1일 1,000 
mg 씩 증량하여 권장 1일 용량인 3,000 mg까지 증량한다. 1일 3,000 mg 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연구되지 않았다. 4. 1차성 전신 강
직-간대 발작의 부가요법(12세 이상) · 성인(18세 이상) 및 체중이 50kg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일 1,000 mg[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 마다 1일 1,000 mg[1회 500 mg, 1일 2회]씩 증량하여 권장 1일 용량인 3,000 mg[1회 1,500 mg, 1
일 2회]까지 증량한다. 1일 3,000 mg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적절히 연구되지 않았다. · 체중이 50 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년 이 약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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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와 청
소년을 위한 권장용량은 아래 표와 같다.

체중 초회량 1회 10 mg/kg, 1일 2회 최대량 1회 30 mg/kg, 1일 2회

15 kg(1) 1회 150 mg/kg, 1일 2회 1회 450 mg/kg, 1일 2회

20 kg(1) 1회 200 mg/kg, 1일 2회 1회 600 mg/kg, 1일 2회

25 kg 1회 250 mg/kg, 1일 2회 1회 750 mg/kg, 1일 2회

50 kg 이상(2) 1회 500 mg/kg, 1일 2회 1회 1,500 mg/kg, 1일 2회
(1) 체중이 20 kg 이하인 소아의 경우, 100 mg/mL 경구용 액제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된다.
(2) 체중이 50 kg 이상인 소아와 청소년의 용법·용량은 성인과 동일하다.
5. 신장애 환자 레비티라세탐 청소율이 신기능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환자의 신장 기능에 따라 개별적로 투여한다. 성인에서의 용량조절은 
아래 표를 참조한다. 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환자의 크레아티닌 청소율(CLcr, mL/min)값이 필요하며, 성인에서는 아래 공식을 이용하여 혈청
크레아티닌(mg/dl) 수치로부터 얻을 수 있다.

CLcr(mL/min)=
[140-나이(연령)] X 체중(kg)

(X 0.85: 여성의경우)
72 X 혈청크레아티닌(mg/dl)

이후, CLcr은 체표면적(BSA)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CLcr(mL/min/1.73㎡)=
CLcr(mL/min)

X 1.73
체표면적(BSA, ㎡)

신장애를 가진 성인 환자의 용량 조정법

군
크레아티닌 청소율
(mL/min/1.73㎡)

1회 용량 용법

정상 ≥80 500-1,5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경증 50-79 500-1,0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중등증 30-49 250-75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중증 <30 250-5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말기신질환
투석환자(1) - 500-1,000 mg 1일 1회(2)

(1) 투여 첫째날에는 초기부하용량 750 mg의 투여가 권장된다.
(2) 투석 후, 250 - 500 mg의 추가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영아, 소아 및 청소년은 아래 공식을 사용한다.

CLcr(mL/min/1.73㎡)=
키(cm) X ks

혈청크레아티닌(mg/dl)

ks = 0.45 (1세 미만 영아), ks = 0.55 (13세 미만 소아 및 청소년 여성), ks = 0.7 (청소년 남성)
신장애를 가진 영아, 소아 및 50 kg 미만의 청소년 환자의 용량 조정법

군
크레아티닌 청소율
(mL/min/1.73㎡)

1회 용량 및 용법

1-6개월 영아
6-23개월 영아 및 소아 및

50 kg 미만의 청소년

정상 ≥80
7-21 mg/kg(0.07-0.21 mL/kg)

1일 2회
10-30 mg/kg(0.10-0.30 mL/kg)

1일 2회

경증 50-79
7-14 mg/kg(0.07-0.14 mL/kg)

1일 2회
10-20 mg/kg(0.10-0.20 mL/kg)

1일 2회

중등증 30-49
3.5-10.5 mg/kg(0.035-0.105 mL/kg)

1일 2회
5-15 mg/kg(0.05-0.15 mL/kg)

1일 2회

중증 <30
3.5-7 mg/kg(0.035-0.07 mL/kg)

1일 2회
5-10 mg/kg(0.05-0.10 mL/kg)

1일 2회

말기신질환
투석환자(1) -

7-14 mg/kg(0.07-0.14 mL/kg)
1일 1회(1)(3)

10-20 mg/kg(0.10-0.20 mL/kg)
1일 1회(2)(4)

(1) 투여 첫째날에는 10.5 mg/kg (0.105 mL/kg)의 부하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2) 투여 첫째날에는 15 mg/kg (0.15 mL/kg)의 부하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3) 투석 후, 3.5 - 7 mg (0.035 - 0.07 mL/kg)의 추가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4) 투석 후, 5 - 10 mg (0.05 - 0.10 mL/kg)의 추가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6. 간장애 환자 경증에서 중등증의 간장애 환자에는 용량조절이 필요치 않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의 경우,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신부전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60 mL/min/1.73㎡ 미만일 경우 1일 유지량을 50% 감량하는 것이 좋다. 7. 소아 경구용 
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의 불충분으로 1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권장되지 않는다. 4세 이하의 소아에서의 정제 투여는 적용되지 않으
며 1개월 이상의 영아에서는 액제를 투여하여야 한다. 주사제는 1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투여가 권
장되지 않는다. 8. 고령자(65세 이상) 신기능이 약화된 노인 환자에서 용량조정이 권장된다. [사용상의주의사항] 1. 경고 1) 자살충동과 자
살행동 항간질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간질약을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에 대하여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항간질약을 처방 받는 간질과 다른 많
은 질병은 그 자체가 이환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간질약 처방 시 환
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 한다. 2) 신경정신과적 이상반
응 · 부분발작 · 성인 – 이 약은 1) 졸음, 피로, 2) 협조운동장애, 3) 행동이상 등의 중추신경계 이상반응을 발생시킬 수 있다. 졸음, 무력증, 협
조운동장애는 이 약 투여 후 첫 4주 이내에 가장 빈번히 발생하였다. · 소아 – 레비티라세탐정을 투여한 소아환자에 있어, 이 약은 졸음, 피
로, 행동이상을 나타내었다. ·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 이 약은 1차성 전신 강직-간대발작이 있는 6세 이상의 환자에서 행동학적 장애와 
관련이 있었다. 3) 투약 중단 이 약을 포함한 간질치료제는 발작 빈도가 증가되는 잠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이 
약 투여를 중단하는 경우, 성인 및 체중이 50 kg이상인 청소년은 500 mg을 1일 2회 매 2-4주마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6개월 이상의 
소아의 경우, 용량 감소는 매 2주마다 1일 2회 10 mg/kg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6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 용량 감소는 매 2주 마다 1일 2
회 7 mg/kg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주성분이나 다른 피롤리돈 유도체 또는 다른 구성성분에 과
민 반응이 있는 환자 2) 경구용 액제의 경우, 말티톨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드물게 과당내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의 경우 이 약을 
복용해서는 안된다.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경구용 액제의 경우, 알레르기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파라옥시안식향산메칠, 파
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한다. 2) 레비티라세탐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자살, 자살 시도 및 자살 상상이 보
고되었다. 우울 및/또는 자살 상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처방의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환자에게 권고해야 한다. 3) 신장애 환자에 이 약을 투
여하는 경우 용량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에서는 용량 선택 전에 신기능 검사가 권장된다. (용법.용량 참조) 4) 혈구수감
소 (호중구감소증, 무과립구증,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가 레비티라세탐 투여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반
적으로 투여개시시에 나타난다. 중대한 무력감, 발열, 재발성 감염 또는 응고장애를 경험한 환자의 경우 전혈구수 검사가 권고된다(‘4. 이상
반응 4) 시판 후 수집된 이상반응’항 참조). 5) 이상행동 및 공격성 행동: 레비티라세탐은 자극과민성 및 공격성을 포함한 정신병적 증상과 
행동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레비티라세탐 투여 환자들은 중요한 기분 및/또는 인격 변화를 나타내는 정신과적 징후 발현에 대해 모니터되
어야 한다. 그러한 행동들이 인지된다면 투여 조정 또는 점진적 투여 중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투여 중단 시, 용법용량 항을 참조한다. [제조
원] 1) 제조의뢰자 UCB Pharma S.A. 벨기에 2) 제조자 NEXTPharma SAS. 프랑스 [수입자] 한국유씨비제약㈜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
로 369 A+ Asset Tower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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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케프라Ⓡ주사 100 mg/mL(레비티라세탐) [전문의약품][성상] 무색 투명한 액이 든 유리 바이알 주사제 [효능·효과] 레비티라세탐 
주사제는 경구투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환자에 투여한다. 1. 단독요법–처음 간질로 진단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
는 부분발작의 치료(16세 이상) 2. 부가요법–기존 1차 간질치료제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2 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
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16세 이상) - 소아 간대성 근경련 간질(Juvenile Myoclonic Epilepsy) 환자의 근간대성 발작의 치료(16세 이상) 
- 특발성 전신성 간질(Idiopathic Generalized Epilepsy) 환자의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의 치료(16세 이상) [용법·용량] 레비티라세탐 
치료는 정맥 또는 경구 투여로 시작할 수 있다. 경구에서 정맥 또는 그 반대로 투여경로를 바꾸는 경우, 용량적정 없이 바로 투여할 수 있으
며, 1일 총 투여량 및 투여횟수는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주사제는 정맥으로만 투여하며 반드시 투여 전에 희석되어야 한다. 투여용량
을 100 mL의 배합가능한 희석제로 희석하고, 15분간 정맥주입한다. (표1 및 사용상의주의사항 중 ‘13. 적용상의 주의’항 참조)
<표1> 케프라주의 조제 및 투여

투여량 투여용량 희석제용량 주입시간 투여횟수 1일 총 투여량

250 mg 2.5 mL (1/2 바이알) 100 mL 15분 1일 2회 500 mg/일

500 mg 5 mL (1 바이알) 100 mL 15분 1일 2회 1,000 mg/일

1,000 mg 10 mL (2 바이알) 100 mL 15분 1일 2회 2,000 mg/일

1,500 mg 15 mL (3 바이알) 100 mL 15분 1일 2회 3,000 mg/일

레비티라세탐을 4일을 초과하여 정맥 투여한 경험은 없다. 필름코팅정제와 액제는 경구투여 하며 식사와 관계없이 투여할 수 있고,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한다. 1일 용량은 1일 2회 균등한 용량으로 나누어 투여한다. [단독요법] 성인 및 16세 이상의 청소년 초회량은 1일 2회, 
1회 250 mg으로 시작하여, 2주 후 1일 2회, 1회 500 mg으로 증량 투여하도록 한다. 임상적 반응에 따라, 2주마다 1일 500 mg [1회 250 
mg, 1일 2회] 씩 증량할 수 있으며, 최대투여량은 1일 3,000 mg [1일 2회, 1회 1,500 mg]이다. [부가요법] 1. 부분발작 · 성인(18세 이상) 
및 청소년(16세 이상)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2주 내지 4주마다 1일 1,000 mg 
[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며, 최대권장용량은 1일 3,000 mg이다. 2. 소아 환자에서의 근간대성 발작(16세 이상)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마다 1일 1,000 mg씩 증량하여 권장 1일 용량인 3,000 mg까지 증량한다. 
1일 3,000 mg 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연구되지 않았다. 3.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16세이상) · 성인(18세 이상) 및 청소년(16세 이
상) 이 약은 1일 1,000 mg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 마다 1일 1,000 mg [1회 500 mg, 1일 2회]씩 증량하
여 권장 1일 용량인 3,000 mg [1회 1,500 mg, 1일 2회]까지 증량한다. 1일 3,000 mg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적절히 연구되지 않았다.
4. 신장애 환자 레비티라세탐 청소율이 신기능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환자의 신장기능에 따라 개별적으로 투여한다. 성인에서의 용량조절
은 의약품 첨부문서의 표를 참조한다. 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환자의 크레아티닌 청소율(CLcr, mL/min) 값이 필요하며, 성인에서는 아래 공
식을 이용하여 혈청크레아티닌 (mg/dl) 수치로부터 얻을 수 있다.

CLcr(mL/min)=
[140-나이(연령)] X 체중(kg)

(X 0.85: 여성의경우)
72 X 혈청크레아티닌(mg/dl)

이후, CLcr은 체표면적(BSA)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CLcr(mL/min/1.73㎡)=
CLcr(mL/min)

X 1.73
체표면적(BSA, ㎡)

신장애를 가진 성인 환자의 용량 조정법

군
크레아티닌 청소율
(mL/min/1.73㎡)

1회 용량 용법

정상 ≥80 500-1,5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경증 50-79 500-1,0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중등증 30-49 250-75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중증 <30 250-5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말기신질환
투석환자

- 500-1,000 mg 1일 1회(2)

(1) 투여 첫째날에는 초기부하용량 750 mg의 투여가 권장된다.
(2) 투석 후, 250 - 500 mg의 추가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영아, 소아 및 청소년은 아래 공식을 사용한다.

CLcr(mL/min/1.73㎡)=
키(cm) X ks

혈청크레아티닌(mg/dl)

ks = 0.45(1세 미만 영아), ks = 0.55(13세 미만 소아 및 청소년 여성), ks = 0.7(청소년 남성)
신장애를 가진 영아, 소아 및 50 kg 미만의 청소년 환자의 용량 조정법

군
크레아티닌 청소율
(mL/min/1.73㎡)

1회 용량 및 용법

정상 ≥80 10-30 mg/kg 1일 2회

경증 50-79 10-20 mg/kg 1일 2회

중등증 30-49 5-15 mg/kg 1일 2회

중증 <30 5-10 mg/kg 1일 2회

말기신질환
투석환자(1) - 10-20 mg/kg 1일 1회(1)(2)

(1) 투여 첫째날에는 15 mg/kg의 부하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2) 투석 후, 5 - 10 mg의 추가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5. 간장애 환자 경증에서 중등증의 간장애 환자에는 용량조절이 필요치 않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의 경우,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신부전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60 mL/min/1.73 ㎡ 미만일 경우 1일 유지량을 50% 감량하는 것이 좋다. 6. 소아 주사제
는 1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4세 이하의 소아에서의 정제 투여는 적용되
지 않으며 1개월 이상의 영아에서는 액제를 투여하여야 한다. 경구용 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의 불충분으로 1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권장되지 않는다. 7. 고령자(65세 이상) 신기능이 약화된 노인 환자에서 용량조정이 권장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자살충동과 
자살행동 항간질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간질약을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
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에 대하여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항간질약을 처방받는 간질과 다른 
많은 질병은 그 자체가 이환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 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간질약 처방 시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 한다. 2) 신경정신과적 이상
반응  · 부분발작 · 성인: 이 약은 1) 졸음, 피로, 2) 협조운동장애, 3) 행동이상 등의 중추신경계 이상반응을 발생시킨다. 졸음, 무력증, 협조
운동장애는 이 약 투여 후 첫 4주 이내에 가장 빈번히 발생하였다. · 소아: 레비티라세탐정을 투여한 소아환자에 있어, 이 약은 졸음, 피로, 
행동이상을 나타내었다. ·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 이 약은 1차성 전신 강직-간대발작이 있는 6세 이상의 환자에서 행동학적 장애와 관
련이 있었다. 3) 투약 중단 이 약을 포함한 간질치료제는 발작 빈도가 증가되는 잠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이 
약 투여를 중단하는 경우, 성인 및 체중이 50 kg 이상인 청소년은 500 mg을 1일 2회 매 2-4주마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소아의 경우, 
용량 감소는 매 2주마다 1일 2회 10 mg/k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주성분이나 다른 피롤리돈
유도체 또는 다른 구성성분에 과민 반응이 있는 환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레비티라세탐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자살, 자살 
시도 및 자살 상상이 보고되었다. 우울 및/또는 자살 상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처방의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환자에게 권고해야 한다. 2) 주
사제는 바이알 당 0.313 mmol (7.196 mg)의 나트륨을 함유한다. 저염식이요법 중인 환자는 고려해야 한다. 3) 신장애 환자에 이 약을 투여
하는 경우 용량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에서는 용량 선택 전에 신기능 검사가 권장된다(용법용량 참조). 4) 혈구수감소
(호중구감소증, 무과립구증,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가 레비티라세탐 투여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
로 투여 개시 시에 나타난다. 중대한 무력감, 발열, 재발성 감염 또는 응고장애를 경험한 환자의 경우 전혈구수 검사가 권고된다('4. 이상반
응 4) 시판 후 수집된 이상반응' 항 참조). 5) 이상행동 및 공격성 행동 레비티라세탐은 자극 과민성 및 공격성을 포함한 정신병적 증상과 행
동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레비티라세탐 투여 환자들은 기분 및/또는 인격 변화를 나타내는 정신과적 징후 발현에 대해 모니터되어야 한다. 
그러한 행동들이 인지된다면 투여 조정 또는 점진적 투여 중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투여 중단 시, 용법용량 항을 참조한다. [제조원] 1) 제조
의뢰자: UCB Pharma S.A. Belgium 2) 제조자: Patheon Italia S.P.A. Italy, Aesica Pharmaceuticals S.R.L. Italy [수입자] 한국유씨비제약㈜ 서울특
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69 A+ Asset Tower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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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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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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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케프라Ⓡ액 100 mg/mL(레비티라세탐) [전문의약품][성상] 갈색 유리병에 든 무색 내지 연한 황갈색의 투명한 액제 [효능·효과] 
1. 단독요법 - 처음 간질로 진단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4세 이상) 2. 부가요법 - 기존 1차 간질치
료제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1개월 이상) - 소아 간대성 근경련 
간질(Juvenile Myoclonic Epilepsy) 환자의 근간대성 발작의 치료(12세 이상) - 특발성 전신성 간질(Idiopathic Generalized Epilepsy) 환자
의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의 치료(12세 이상) 레비티라세탐 주사제는 경구투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환자에 투여한다. [용법·용량] - 
필름코팅정제와 액제는 경구투여 하며 식사와 관계없이 투여할 수 있고,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한다. - 1일 용량은 1일 2회 균등한 용
량으로 나누어 투여한다. - 레비티라세탐 치료는 정맥 또는 경구 투여로 시작할 수 있다. - 경구에서 정맥 또는 그 반대로 투여경로를 바꾸
는 경우, 용량적정 없이 바로 투여할 수 있으며, 1일 총 투여량 및 투여 횟수는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 부분발작의 단독요법(4세 이
상) · 성인(18세 이상)및 체중이 50kg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
에 따라, 2주 내지 4주마다 1일 1,000 mg[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며, 최대권장용량은 1일 3,000mg이다. · 4-11
세의 소아 및 체중이 50 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년 초회량은 1일 2회, 1회 10 mg/kg으로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1일 60 
mg/kg[1회 30 mg/kg, 1일 2회]까지 증량할 수 있으며 용량변경은 2주마다 1일 20 mg/kg[1회 10 mg/kg, 1일 2회] 초과하여 증량 혹은 감
량해서는 안된다. 유효한 최저 용량을 복용 한다. 체중이 50 kg 이상인 소아의 용량은 성인 용량과 같다. 소아와 청소년을 위한 권장용량은 
아래 표와 같다.

체중 초회량 1회 10 mg/kg, 1일 2회 최대량 1회 30 mg/kg, 1일 2회

15 kg(1) 1회 150 mg/kg, 1일 2회 1회 450 mg/kg, 1일 2회

20 kg(1) 1회 200 mg/kg, 1일 2회 1회 600 mg/kg, 1일 2회

25 kg(1) 1회 250 mg/kg, 1일 2회 1회 750 mg/kg, 1일 2회

50 kg 이상(2) 1회 500 mg/kg, 1일 2회 1회 1,500 mg/kg, 1일 2회
(1) 체중이 20 kg 이하인 소아의 경우, 100 mg/ml 경구용 액제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된다.
(2) 체중이 50 kg 이상인 소아와 청소년의 용법·용량은 성인과 동일하다.
2. 부분발작의 부가요법(1개월 이상) · 성인(18세이상) 및 체중이 50 kg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2주 내지 4주마다 1일 1,000 mg[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며, 최대권장
용량은 1일 3,000 mg이다. · 6~23개월 영아, 2세~11세의 소아 및 체중이 50 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년 초회량은 1일 2회, 1회 10 mg/
kg으로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1일 60 mg/kg[1회 30 mg/kg, 1일 2회]까지 증량할 수 있으며 용량변경은 2주마다 1일 20 
mg/kg[1회 10 mg/kg, 1일 2회] 초과하여 증량 혹은 감량해서는 안된다. 유효한 최저 용량을 복용한다. 체중이 50 kg이상인 소아의 용량은 
성인 용량과 같다. 6개월 이상 영아 및 소아와 청소년을 위한 권장용량은 아래 표와 같다.

체중 초회량 1회 10 mg/kg, 1일 2회 최대량 1회 30 mg/kg, 1일 2회

6 kg(1) 1회 60 mg/kg, 1일 2회 1회 180 mg/kg, 1일 2회

10 kg(1) 1회 100 mg/kg, 1일 2회 1회 300 mg/kg, 1일 2회

15 kg(1) 1회 150 mg/kg, 1일 2회 1회 450 mg/kg, 1일 2회

20 kg(1) 1회 200 mg/kg, 1일 2회 1회 600 mg/kg, 1일 2회

25 kg 1회 250 mg/kg, 1일 2회 1회 750 mg/kg, 1일 2회

50 kg 이상(2) 1회 500 mg/kg, 1일 2회 1회 1,500 mg/kg, 1일 2회
(1) 체중이 20 kg 이하인 소아의 경우, 100 mg/ml 경구용 액제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된다.
(2) 체중이 50 kg 이상인 소아와 청소년의 용법·용량은 성인과 동일하다.
· 1~6개월 영아 초회량은 1일 2회, 1회 7 mg/kg으로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1일 2회, 1회 21 mg/kg까지 증량할 수 있으며 
용량변경은 2주마다 1일 2회, 1회 7 mg/kg을 초과하여 증량 혹은 감량해서는 안된다. 유효한 최저 용량을 복용한다. 영아는 100 mg/mL 
경구용 액제로 치료를 시작하여야 한다. 1개월-6개월 영아를 위한 권장용량은 아래 표와 같다.

체중 초회량 1회 7 mg/kg, 1일 2회 최대량 1회 21 mg/kg, 1일 2회

4 kg 1회 28 mg (0.3 mL), 1일 2회 1회 84 mg (0.85 mL), 1일 2회

5 kg 1회 35 mg (0.35 mL), 1일 2회 1회 105 mg (1.05 mL), 1일 2회

7 kg 1회 49 mg (0.5 mL), 1일 2회 1회 147 mg(1.5 mL), 1일 2회

3. 소아 환자에서의 근간대성 발작의 부가요법(12세 이상)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마다 1일 1,000 
mg 씩 증량하여 권장 1일 용량인 3,000 mg까지 증량한다. 1일 3,000 mg 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연구되지 않았다. 4. 1차성 전신 강
직-간대 발작의 부가요법(12세 이상) · 성인(18세 이상) 및 체중이 50kg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일 1,000 mg[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 마다 1일 1,000 mg[1회 500 mg, 1일 2회]씩 증량하여 권장 1일 용량인 3,000 mg[1회 1,500 mg, 1
일 2회]까지 증량한다. 1일 3,000 mg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적절히 연구되지 않았다. · 체중이 50 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년 이 약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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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와 청
소년을 위한 권장용량은 아래 표와 같다.

체중 초회량 1회 10 mg/kg, 1일 2회 최대량 1회 30 mg/kg, 1일 2회

15 kg(1) 1회 150 mg/kg, 1일 2회 1회 450 mg/kg, 1일 2회

20 kg(1) 1회 200 mg/kg, 1일 2회 1회 600 mg/kg, 1일 2회

25 kg 1회 250 mg/kg, 1일 2회 1회 750 mg/kg, 1일 2회

50 kg 이상(2) 1회 500 mg/kg, 1일 2회 1회 1,500 mg/kg, 1일 2회
(1) 체중이 20 kg 이하인 소아의 경우, 100 mg/mL 경구용 액제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된다.
(2) 체중이 50 kg 이상인 소아와 청소년의 용법·용량은 성인과 동일하다.
5. 신장애 환자 레비티라세탐 청소율이 신기능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환자의 신장 기능에 따라 개별적로 투여한다. 성인에서의 용량조절은 
아래 표를 참조한다. 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환자의 크레아티닌 청소율(CLcr, mL/min)값이 필요하며, 성인에서는 아래 공식을 이용하여 혈청
크레아티닌(mg/dl) 수치로부터 얻을 수 있다.

CLcr(mL/min)=
[140-나이(연령)] X 체중(kg)

(X 0.85: 여성의경우)
72 X 혈청크레아티닌(mg/dl)

이후, CLcr은 체표면적(BSA)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CLcr(mL/min/1.73㎡)=
CLcr(mL/min)

X 1.73
체표면적(BSA, ㎡)

신장애를 가진 성인 환자의 용량 조정법

군
크레아티닌 청소율
(mL/min/1.73㎡)

1회 용량 용법

정상 ≥80 500-1,5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경증 50-79 500-1,0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중등증 30-49 250-75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중증 <30 250-5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말기신질환
투석환자(1) - 500-1,000 mg 1일 1회(2)

(1) 투여 첫째날에는 초기부하용량 750 mg의 투여가 권장된다.
(2) 투석 후, 250 - 500 mg의 추가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영아, 소아 및 청소년은 아래 공식을 사용한다.

CLcr(mL/min/1.73㎡)=
키(cm) X ks

혈청크레아티닌(mg/dl)

ks = 0.45 (1세 미만 영아), ks = 0.55 (13세 미만 소아 및 청소년 여성), ks = 0.7 (청소년 남성)
신장애를 가진 영아, 소아 및 50 kg 미만의 청소년 환자의 용량 조정법

군
크레아티닌 청소율
(mL/min/1.73㎡)

1회 용량 및 용법

1-6개월 영아
6-23개월 영아 및 소아 및

50 kg 미만의 청소년

정상 ≥80
7-21 mg/kg(0.07-0.21 mL/kg)

1일 2회
10-30 mg/kg(0.10-0.30 mL/kg)

1일 2회

경증 50-79
7-14 mg/kg(0.07-0.14 mL/kg)

1일 2회
10-20 mg/kg(0.10-0.20 mL/kg)

1일 2회

중등증 30-49
3.5-10.5 mg/kg(0.035-0.105 mL/kg)

1일 2회
5-15 mg/kg(0.05-0.15 mL/kg)

1일 2회

중증 <30
3.5-7 mg/kg(0.035-0.07 mL/kg)

1일 2회
5-10 mg/kg(0.05-0.10 mL/kg)

1일 2회

말기신질환
투석환자(1) -

7-14 mg/kg(0.07-0.14 mL/kg)
1일 1회(1)(3)

10-20 mg/kg(0.10-0.20 mL/kg)
1일 1회(2)(4)

(1) 투여 첫째날에는 10.5 mg/kg (0.105 mL/kg)의 부하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2) 투여 첫째날에는 15 mg/kg (0.15 mL/kg)의 부하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3) 투석 후, 3.5 - 7 mg (0.035 - 0.07 mL/kg)의 추가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4) 투석 후, 5 - 10 mg (0.05 - 0.10 mL/kg)의 추가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6. 간장애 환자 경증에서 중등증의 간장애 환자에는 용량조절이 필요치 않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의 경우,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신부전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60 mL/min/1.73㎡ 미만일 경우 1일 유지량을 50% 감량하는 것이 좋다. 7. 소아 경구용 
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의 불충분으로 1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권장되지 않는다. 4세 이하의 소아에서의 정제 투여는 적용되지 않으
며 1개월 이상의 영아에서는 액제를 투여하여야 한다. 주사제는 1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투여가 권
장되지 않는다. 8. 고령자(65세 이상) 신기능이 약화된 노인 환자에서 용량조정이 권장된다. [사용상의주의사항] 1. 경고 1) 자살충동과 자
살행동 항간질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간질약을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에 대하여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항간질약을 처방 받는 간질과 다른 많
은 질병은 그 자체가 이환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간질약 처방 시 환
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 한다. 2) 신경정신과적 이상반
응 · 부분발작 · 성인 – 이 약은 1) 졸음, 피로, 2) 협조운동장애, 3) 행동이상 등의 중추신경계 이상반응을 발생시킬 수 있다. 졸음, 무력증, 협
조운동장애는 이 약 투여 후 첫 4주 이내에 가장 빈번히 발생하였다. · 소아 – 레비티라세탐정을 투여한 소아환자에 있어, 이 약은 졸음, 피
로, 행동이상을 나타내었다. ·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 이 약은 1차성 전신 강직-간대발작이 있는 6세 이상의 환자에서 행동학적 장애와 
관련이 있었다. 3) 투약 중단 이 약을 포함한 간질치료제는 발작 빈도가 증가되는 잠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이 
약 투여를 중단하는 경우, 성인 및 체중이 50 kg이상인 청소년은 500 mg을 1일 2회 매 2-4주마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6개월 이상의 
소아의 경우, 용량 감소는 매 2주마다 1일 2회 10 mg/kg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6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 용량 감소는 매 2주 마다 1일 2
회 7 mg/kg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주성분이나 다른 피롤리돈 유도체 또는 다른 구성성분에 과
민 반응이 있는 환자 2) 경구용 액제의 경우, 말티톨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드물게 과당내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의 경우 이 약을 
복용해서는 안된다.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경구용 액제의 경우, 알레르기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파라옥시안식향산메칠, 파
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한다. 2) 레비티라세탐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자살, 자살 시도 및 자살 상상이 보
고되었다. 우울 및/또는 자살 상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처방의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환자에게 권고해야 한다. 3) 신장애 환자에 이 약을 투
여하는 경우 용량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에서는 용량 선택 전에 신기능 검사가 권장된다. (용법.용량 참조) 4) 혈구수감
소 (호중구감소증, 무과립구증,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가 레비티라세탐 투여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반
적으로 투여개시시에 나타난다. 중대한 무력감, 발열, 재발성 감염 또는 응고장애를 경험한 환자의 경우 전혈구수 검사가 권고된다(‘4. 이상
반응 4) 시판 후 수집된 이상반응’항 참조). 5) 이상행동 및 공격성 행동: 레비티라세탐은 자극과민성 및 공격성을 포함한 정신병적 증상과 
행동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레비티라세탐 투여 환자들은 중요한 기분 및/또는 인격 변화를 나타내는 정신과적 징후 발현에 대해 모니터되
어야 한다. 그러한 행동들이 인지된다면 투여 조정 또는 점진적 투여 중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투여 중단 시, 용법용량 항을 참조한다. [제조
원] 1) 제조의뢰자 UCB Pharma S.A. 벨기에 2) 제조자 NEXTPharma SAS. 프랑스 [수입자] 한국유씨비제약㈜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
로 369 A+ Asset Tower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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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케프라Ⓡ주사 100 mg/mL(레비티라세탐) [전문의약품][성상] 무색 투명한 액이 든 유리 바이알 주사제 [효능·효과] 레비티라세탐 
주사제는 경구투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환자에 투여한다. 1. 단독요법–처음 간질로 진단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
는 부분발작의 치료(16세 이상) 2. 부가요법–기존 1차 간질치료제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2 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
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16세 이상) - 소아 간대성 근경련 간질(Juvenile Myoclonic Epilepsy) 환자의 근간대성 발작의 치료(16세 이상) 
- 특발성 전신성 간질(Idiopathic Generalized Epilepsy) 환자의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의 치료(16세 이상) [용법·용량] 레비티라세탐 
치료는 정맥 또는 경구 투여로 시작할 수 있다. 경구에서 정맥 또는 그 반대로 투여경로를 바꾸는 경우, 용량적정 없이 바로 투여할 수 있으
며, 1일 총 투여량 및 투여횟수는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주사제는 정맥으로만 투여하며 반드시 투여 전에 희석되어야 한다. 투여용량
을 100 mL의 배합가능한 희석제로 희석하고, 15분간 정맥주입한다. (표1 및 사용상의주의사항 중 ‘13. 적용상의 주의’항 참조)
<표1> 케프라주의 조제 및 투여

투여량 투여용량 희석제용량 주입시간 투여횟수 1일 총 투여량

250 mg 2.5 mL (1/2 바이알) 100 mL 15분 1일 2회 500 mg/일

500 mg 5 mL (1 바이알) 100 mL 15분 1일 2회 1,000 mg/일

1,000 mg 10 mL (2 바이알) 100 mL 15분 1일 2회 2,000 mg/일

1,500 mg 15 mL (3 바이알) 100 mL 15분 1일 2회 3,000 mg/일

레비티라세탐을 4일을 초과하여 정맥 투여한 경험은 없다. 필름코팅정제와 액제는 경구투여 하며 식사와 관계없이 투여할 수 있고,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한다. 1일 용량은 1일 2회 균등한 용량으로 나누어 투여한다. [단독요법] 성인 및 16세 이상의 청소년 초회량은 1일 2회, 
1회 250 mg으로 시작하여, 2주 후 1일 2회, 1회 500 mg으로 증량 투여하도록 한다. 임상적 반응에 따라, 2주마다 1일 500 mg [1회 250 
mg, 1일 2회] 씩 증량할 수 있으며, 최대투여량은 1일 3,000 mg [1일 2회, 1회 1,500 mg]이다. [부가요법] 1. 부분발작 · 성인(18세 이상) 
및 청소년(16세 이상)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2주 내지 4주마다 1일 1,000 mg 
[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며, 최대권장용량은 1일 3,000 mg이다. 2. 소아 환자에서의 근간대성 발작(16세 이상)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마다 1일 1,000 mg씩 증량하여 권장 1일 용량인 3,000 mg까지 증량한다. 
1일 3,000 mg 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연구되지 않았다. 3.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16세이상) · 성인(18세 이상) 및 청소년(16세 이
상) 이 약은 1일 1,000 mg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 마다 1일 1,000 mg [1회 500 mg, 1일 2회]씩 증량하
여 권장 1일 용량인 3,000 mg [1회 1,500 mg, 1일 2회]까지 증량한다. 1일 3,000 mg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적절히 연구되지 않았다.
4. 신장애 환자 레비티라세탐 청소율이 신기능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환자의 신장기능에 따라 개별적으로 투여한다. 성인에서의 용량조절
은 의약품 첨부문서의 표를 참조한다. 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환자의 크레아티닌 청소율(CLcr, mL/min) 값이 필요하며, 성인에서는 아래 공
식을 이용하여 혈청크레아티닌 (mg/dl) 수치로부터 얻을 수 있다.

CLcr(mL/min)=
[140-나이(연령)] X 체중(kg)

(X 0.85: 여성의경우)
72 X 혈청크레아티닌(mg/dl)

이후, CLcr은 체표면적(BSA)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CLcr(mL/min/1.73㎡)=
CLcr(mL/min)

X 1.73
체표면적(BSA, ㎡)

신장애를 가진 성인 환자의 용량 조정법

군
크레아티닌 청소율
(mL/min/1.73㎡)

1회 용량 용법

정상 ≥80 500-1,5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경증 50-79 500-1,0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중등증 30-49 250-75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중증 <30 250-5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말기신질환
투석환자

- 500-1,000 mg 1일 1회(2)

(1) 투여 첫째날에는 초기부하용량 750 mg의 투여가 권장된다.
(2) 투석 후, 250 - 500 mg의 추가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영아, 소아 및 청소년은 아래 공식을 사용한다.

CLcr(mL/min/1.73㎡)=
키(cm) X ks

혈청크레아티닌(mg/dl)

ks = 0.45(1세 미만 영아), ks = 0.55(13세 미만 소아 및 청소년 여성), ks = 0.7(청소년 남성)
신장애를 가진 영아, 소아 및 50 kg 미만의 청소년 환자의 용량 조정법

군
크레아티닌 청소율
(mL/min/1.73㎡)

1회 용량 및 용법

정상 ≥80 10-30 mg/kg 1일 2회

경증 50-79 10-20 mg/kg 1일 2회

중등증 30-49 5-15 mg/kg 1일 2회

중증 <30 5-10 mg/kg 1일 2회

말기신질환
투석환자(1) - 10-20 mg/kg 1일 1회(1)(2)

(1) 투여 첫째날에는 15 mg/kg의 부하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2) 투석 후, 5 - 10 mg의 추가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5. 간장애 환자 경증에서 중등증의 간장애 환자에는 용량조절이 필요치 않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의 경우,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신부전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60 mL/min/1.73 ㎡ 미만일 경우 1일 유지량을 50% 감량하는 것이 좋다. 6. 소아 주사제
는 1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4세 이하의 소아에서의 정제 투여는 적용되
지 않으며 1개월 이상의 영아에서는 액제를 투여하여야 한다. 경구용 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의 불충분으로 1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권장되지 않는다. 7. 고령자(65세 이상) 신기능이 약화된 노인 환자에서 용량조정이 권장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자살충동과 
자살행동 항간질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간질약을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
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에 대하여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항간질약을 처방받는 간질과 다른 
많은 질병은 그 자체가 이환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 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간질약 처방 시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 한다. 2) 신경정신과적 이상
반응  · 부분발작 · 성인: 이 약은 1) 졸음, 피로, 2) 협조운동장애, 3) 행동이상 등의 중추신경계 이상반응을 발생시킨다. 졸음, 무력증, 협조
운동장애는 이 약 투여 후 첫 4주 이내에 가장 빈번히 발생하였다. · 소아: 레비티라세탐정을 투여한 소아환자에 있어, 이 약은 졸음, 피로, 
행동이상을 나타내었다. ·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 이 약은 1차성 전신 강직-간대발작이 있는 6세 이상의 환자에서 행동학적 장애와 관
련이 있었다. 3) 투약 중단 이 약을 포함한 간질치료제는 발작 빈도가 증가되는 잠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이 
약 투여를 중단하는 경우, 성인 및 체중이 50 kg 이상인 청소년은 500 mg을 1일 2회 매 2-4주마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소아의 경우, 
용량 감소는 매 2주마다 1일 2회 10 mg/k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주성분이나 다른 피롤리돈
유도체 또는 다른 구성성분에 과민 반응이 있는 환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레비티라세탐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자살, 자살 
시도 및 자살 상상이 보고되었다. 우울 및/또는 자살 상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처방의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환자에게 권고해야 한다. 2) 주
사제는 바이알 당 0.313 mmol (7.196 mg)의 나트륨을 함유한다. 저염식이요법 중인 환자는 고려해야 한다. 3) 신장애 환자에 이 약을 투여
하는 경우 용량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에서는 용량 선택 전에 신기능 검사가 권장된다(용법용량 참조). 4) 혈구수감소
(호중구감소증, 무과립구증,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가 레비티라세탐 투여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
로 투여 개시 시에 나타난다. 중대한 무력감, 발열, 재발성 감염 또는 응고장애를 경험한 환자의 경우 전혈구수 검사가 권고된다('4. 이상반
응 4) 시판 후 수집된 이상반응' 항 참조). 5) 이상행동 및 공격성 행동 레비티라세탐은 자극 과민성 및 공격성을 포함한 정신병적 증상과 행
동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레비티라세탐 투여 환자들은 기분 및/또는 인격 변화를 나타내는 정신과적 징후 발현에 대해 모니터되어야 한다. 
그러한 행동들이 인지된다면 투여 조정 또는 점진적 투여 중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투여 중단 시, 용법용량 항을 참조한다. [제조원] 1) 제조
의뢰자: UCB Pharma S.A. Belgium 2) 제조자: Patheon Italia S.P.A. Italy, Aesica Pharmaceuticals S.R.L. Italy [수입자] 한국유씨비제약㈜ 서울특
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69 A+ Asset Tower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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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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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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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케프라Ⓡ액 100 mg/mL(레비티라세탐) [전문의약품][성상] 갈색 유리병에 든 무색 내지 연한 황갈색의 투명한 액제 [효능·효과] 
1. 단독요법 - 처음 간질로 진단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4세 이상) 2. 부가요법 - 기존 1차 간질치
료제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1개월 이상) - 소아 간대성 근경련 
간질(Juvenile Myoclonic Epilepsy) 환자의 근간대성 발작의 치료(12세 이상) - 특발성 전신성 간질(Idiopathic Generalized Epilepsy) 환자
의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의 치료(12세 이상) 레비티라세탐 주사제는 경구투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환자에 투여한다. [용법·용량] - 
필름코팅정제와 액제는 경구투여 하며 식사와 관계없이 투여할 수 있고,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한다. - 1일 용량은 1일 2회 균등한 용
량으로 나누어 투여한다. - 레비티라세탐 치료는 정맥 또는 경구 투여로 시작할 수 있다. - 경구에서 정맥 또는 그 반대로 투여경로를 바꾸
는 경우, 용량적정 없이 바로 투여할 수 있으며, 1일 총 투여량 및 투여 횟수는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 부분발작의 단독요법(4세 이
상) · 성인(18세 이상)및 체중이 50kg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
에 따라, 2주 내지 4주마다 1일 1,000 mg[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며, 최대권장용량은 1일 3,000mg이다. · 4-11
세의 소아 및 체중이 50 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년 초회량은 1일 2회, 1회 10 mg/kg으로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1일 60
mg/kg[1회 30 mg/kg, 1일 2회]까지 증량할 수 있으며 용량변경은 2주마다 1일 20 mg/kg[1회 10 mg/kg, 1일 2회] 초과하여 증량 혹은 감
량해서는 안된다. 유효한 최저 용량을 복용 한다. 체중이 50 kg 이상인 소아의 용량은 성인 용량과 같다. 소아와 청소년을 위한 권장용량은 
아래 표와 같다.

체중 초회량 1회 10 mg/kg, 1일 2회 최대량 1회 30 mg/kg, 1일 2회

15 kg(1) 1회 150 mg/kg, 1일 2회 1회 450 mg/kg, 1일 2회

20 kg(1) 1회 200 mg/kg, 1일 2회 1회 600 mg/kg, 1일 2회

25 kg(1) 1회 250 mg/kg, 1일 2회 1회 750 mg/kg, 1일 2회

50 kg 이상(2) 1회 500 mg/kg, 1일 2회 1회 1,500 mg/kg, 1일 2회
(1) 체중이 20 kg 이하인 소아의 경우, 100 mg/ml 경구용 액제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된다.
(2) 체중이 50 kg 이상인 소아와 청소년의 용법·용량은 성인과 동일하다.
2. 부분발작의 부가요법(1개월 이상) · 성인(18세이상) 및 체중이 50 kg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2주 내지 4주마다 1일 1,000 mg[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며, 최대권장
용량은 1일 3,000 mg이다. · 6~23개월 영아, 2세~11세의 소아 및 체중이 50 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년 초회량은 1일 2회, 1회 10 mg/
kg으로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1일 60 mg/kg[1회 30 mg/kg, 1일 2회]까지 증량할 수 있으며 용량변경은 2주마다 1일 20
mg/kg[1회 10 mg/kg, 1일 2회] 초과하여 증량 혹은 감량해서는 안된다. 유효한 최저 용량을 복용한다. 체중이 50 kg이상인 소아의 용량은 
성인 용량과 같다. 6개월 이상 영아 및 소아와 청소년을 위한 권장용량은 아래 표와 같다.

체중 초회량 1회 10 mg/kg, 1일 2회 최대량 1회 30 mg/kg, 1일 2회

6 kg(1) 1회 60 mg/kg, 1일 2회 1회 180 mg/kg, 1일 2회

10 kg(1) 1회 100 mg/kg, 1일 2회 1회 300 mg/kg, 1일 2회

15 kg(1) 1회 150 mg/kg, 1일 2회 1회 450 mg/kg, 1일 2회

20 kg(1) 1회 200 mg/kg, 1일 2회 1회 600 mg/kg, 1일 2회

25 kg 1회 250 mg/kg, 1일 2회 1회 750 mg/kg, 1일 2회

50 kg 이상(2) 1회 500 mg/kg, 1일 2회 1회 1,500 mg/kg, 1일 2회
(1) 체중이 20 kg 이하인 소아의 경우, 100 mg/ml 경구용 액제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된다.
(2) 체중이 50 kg 이상인 소아와 청소년의 용법·용량은 성인과 동일하다.
· 1~6개월 영아 초회량은 1일 2회, 1회 7 mg/kg으로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1일 2회, 1회 21 mg/kg까지 증량할 수 있으며 
용량변경은 2주마다 1일 2회, 1회 7 mg/kg을 초과하여 증량 혹은 감량해서는 안된다. 유효한 최저 용량을 복용한다. 영아는 100 mg/mL 
경구용 액제로 치료를 시작하여야 한다. 1개월-6개월 영아를 위한 권장용량은 아래 표와 같다.

체중 초회량 1회 7 mg/kg, 1일 2회 최대량 1회 21 mg/kg, 1일 2회

4 kg 1회 28 mg (0.3 mL), 1일 2회 1회 84 mg (0.85 mL), 1일 2회

5 kg 1회 35 mg (0.35 mL), 1일 2회 1회 105 mg (1.05 mL), 1일 2회

7 kg 1회 49 mg (0.5 mL), 1일 2회 1회 147 mg(1.5 mL), 1일 2회

3. 소아 환자에서의 근간대성 발작의 부가요법(12세 이상)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마다 1일 1,000 
mg 씩 증량하여 권장 1일 용량인 3,000 mg까지 증량한다. 1일 3,000 mg 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연구되지 않았다. 4. 1차성 전신 강
직-간대 발작의 부가요법(12세 이상) · 성인(18세 이상) 및 체중이 50kg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일 1,000 mg[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 마다 1일 1,000 mg[1회 500 mg, 1일 2회]씩 증량하여 권장 1일 용량인 3,000 mg[1회 1,500 mg, 1
일 2회]까지 증량한다. 1일 3,000 mg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적절히 연구되지 않았다. · 체중이 50 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년 이 약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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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와 청
소년을 위한 권장용량은 아래 표와 같다.

체중 초회량 1회 10 mg/kg, 1일 2회 최대량 1회 30 mg/kg, 1일 2회

15 kg(1) 1회 150 mg/kg, 1일 2회 1회 450 mg/kg, 1일 2회

20 kg(1) 1회 200 mg/kg, 1일 2회 1회 600 mg/kg, 1일 2회

25 kg 1회 250 mg/kg, 1일 2회 1회 750 mg/kg, 1일 2회

50 kg 이상(2) 1회 500 mg/kg, 1일 2회 1회 1,500 mg/kg, 1일 2회
(1) 체중이 20 kg 이하인 소아의 경우, 100 mg/mL 경구용 액제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된다.
(2) 체중이 50 kg 이상인 소아와 청소년의 용법·용량은 성인과 동일하다.
5. 신장애 환자 레비티라세탐 청소율이 신기능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환자의 신장 기능에 따라 개별적로 투여한다. 성인에서의 용량조절은 
아래 표를 참조한다. 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환자의 크레아티닌 청소율(CLcr, mL/min)값이 필요하며, 성인에서는 아래 공식을 이용하여 혈청
크레아티닌(mg/dl) 수치로부터 얻을 수 있다.

CLcr(mL/min)=
[140-나이(연령)] X 체중(kg)

(X 0.85: 여성의경우)
72 X 혈청크레아티닌(mg/dl)

이후, CLcr은 체표면적(BSA)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CLcr(mL/min/1.73㎡)=
CLcr(mL/min)

X 1.73
체표면적(BSA, ㎡)

신장애를 가진 성인 환자의 용량 조정법

군
크레아티닌 청소율
(mL/min/1.73㎡)

1회 용량 용법

정상 ≥80 500-1,5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경증 50-79 500-1,0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중등증 30-49 250-75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중증 <30 250-5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말기신질환
투석환자(1) - 500-1,000 mg 1일 1회(2)

(1) 투여 첫째날에는 초기부하용량 750 mg의 투여가 권장된다.
(2) 투석 후, 250 - 500 mg의 추가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영아, 소아 및 청소년은 아래 공식을 사용한다.

CLcr(mL/min/1.73㎡)=
키(cm) X ks

혈청크레아티닌(mg/dl)

ks = 0.45 (1세 미만 영아), ks = 0.55 (13세 미만 소아 및 청소년 여성), ks = 0.7 (청소년 남성)
신장애를 가진 영아, 소아 및 50 kg 미만의 청소년 환자의 용량 조정법

군
크레아티닌 청소율
(mL/min/1.73㎡)

1회 용량 및 용법

1-6개월 영아
6-23개월 영아 및 소아 및

50 kg 미만의 청소년

정상 ≥80
7-21 mg/kg(0.07-0.21 mL/kg)

1일 2회
10-30 mg/kg(0.10-0.30 mL/kg)

1일 2회

경증 50-79
7-14 mg/kg(0.07-0.14 mL/kg)

1일 2회
10-20 mg/kg(0.10-0.20 mL/kg)

1일 2회

중등증 30-49
3.5-10.5 mg/kg(0.035-0.105 mL/kg)

1일 2회
5-15 mg/kg(0.05-0.15 mL/kg)

1일 2회

중증 <30
3.5-7 mg/kg(0.035-0.07 mL/kg)

1일 2회
5-10 mg/kg(0.05-0.10 mL/kg)

1일 2회

말기신질환
투석환자(1) -

7-14 mg/kg(0.07-0.14 mL/kg)
1일 1회(1)(3)

10-20 mg/kg(0.10-0.20 mL/kg)
1일 1회(2)(4)

(1) 투여 첫째날에는 10.5 mg/kg (0.105 mL/kg)의 부하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2) 투여 첫째날에는 15 mg/kg (0.15 mL/kg)의 부하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3) 투석 후, 3.5 - 7 mg (0.035 - 0.07 mL/kg)의 추가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4) 투석 후, 5 - 10 mg (0.05 - 0.10 mL/kg)의 추가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6. 간장애 환자 경증에서 중등증의 간장애 환자에는 용량조절이 필요치 않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의 경우,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신부전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60 mL/min/1.73㎡ 미만일 경우 1일 유지량을 50% 감량하는 것이 좋다. 7. 소아 경구용 
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의 불충분으로 1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권장되지 않는다. 4세 이하의 소아에서의 정제 투여는 적용되지 않으
며 1개월 이상의 영아에서는 액제를 투여하여야 한다. 주사제는 1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투여가 권
장되지 않는다. 8. 고령자(65세 이상) 신기능이 약화된 노인 환자에서 용량조정이 권장된다. [사용상의주의사항] 1. 경고 1) 자살충동과 자
살행동 항간질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간질약을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에 대하여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항간질약을 처방 받는 간질과 다른 많
은 질병은 그 자체가 이환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간질약 처방 시 환
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 한다. 2) 신경정신과적 이상반
응 · 부분발작 · 성인 – 이 약은 1) 졸음, 피로, 2) 협조운동장애, 3) 행동이상 등의 중추신경계 이상반응을 발생시킬 수 있다. 졸음, 무력증, 협
조운동장애는 이 약 투여 후 첫 4주 이내에 가장 빈번히 발생하였다. · 소아 – 레비티라세탐정을 투여한 소아환자에 있어, 이 약은 졸음, 피
로, 행동이상을 나타내었다. ·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 이 약은 1차성 전신 강직-간대발작이 있는 6세 이상의 환자에서 행동학적 장애와 
관련이 있었다. 3) 투약 중단 이 약을 포함한 간질치료제는 발작 빈도가 증가되는 잠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이 
약 투여를 중단하는 경우, 성인 및 체중이 50 kg이상인 청소년은 500 mg을 1일 2회 매 2-4주마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6개월 이상의 
소아의 경우, 용량 감소는 매 2주마다 1일 2회 10 mg/kg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6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 용량 감소는 매 2주 마다 1일 2
회 7 mg/kg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주성분이나 다른 피롤리돈 유도체 또는 다른 구성성분에 과
민 반응이 있는 환자 2) 경구용 액제의 경우, 말티톨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드물게 과당내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의 경우 이 약을 
복용해서는 안된다.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경구용 액제의 경우, 알레르기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파라옥시안식향산메칠, 파
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한다. 2) 레비티라세탐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자살, 자살 시도 및 자살 상상이 보
고되었다. 우울 및/또는 자살 상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처방의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환자에게 권고해야 한다. 3) 신장애 환자에 이 약을 투
여하는 경우 용량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에서는 용량 선택 전에 신기능 검사가 권장된다. (용법.용량 참조) 4) 혈구수감
소 (호중구감소증, 무과립구증,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가 레비티라세탐 투여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반
적으로 투여개시시에 나타난다. 중대한 무력감, 발열, 재발성 감염 또는 응고장애를 경험한 환자의 경우 전혈구수 검사가 권고된다(‘4. 이상
반응 4) 시판 후 수집된 이상반응’항 참조). 5) 이상행동 및 공격성 행동: 레비티라세탐은 자극과민성 및 공격성을 포함한 정신병적 증상과 
행동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레비티라세탐 투여 환자들은 중요한 기분 및/또는 인격 변화를 나타내는 정신과적 징후 발현에 대해 모니터되
어야 한다. 그러한 행동들이 인지된다면 투여 조정 또는 점진적 투여 중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투여 중단 시, 용법용량 항을 참조한다. [제조
원] 1) 제조의뢰자 UCB Pharma S.A. 벨기에 2) 제조자 NEXTPharma SAS. 프랑스 [수입자] 한국유씨비제약㈜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
로 369 A+ Asset Tower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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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케프라Ⓡ주사 100 mg/mL(레비티라세탐) [전문의약품][성상] 무색 투명한 액이 든 유리 바이알 주사제 [효능·효과] 레비티라세탐 
주사제는 경구투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환자에 투여한다. 1. 단독요법–처음 간질로 진단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
는 부분발작의 치료(16세 이상) 2. 부가요법–기존 1차 간질치료제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2 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
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16세 이상) - 소아 간대성 근경련 간질(Juvenile Myoclonic Epilepsy) 환자의 근간대성 발작의 치료(16세 이상) 
- 특발성 전신성 간질(Idiopathic Generalized Epilepsy) 환자의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의 치료(16세 이상) [용법·용량] 레비티라세탐 
치료는 정맥 또는 경구 투여로 시작할 수 있다. 경구에서 정맥 또는 그 반대로 투여경로를 바꾸는 경우, 용량적정 없이 바로 투여할 수 있으
며, 1일 총 투여량 및 투여횟수는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주사제는 정맥으로만 투여하며 반드시 투여 전에 희석되어야 한다. 투여용량
을 100 mL의 배합가능한 희석제로 희석하고, 15분간 정맥주입한다. (표1 및 사용상의주의사항 중 ‘13. 적용상의 주의’항 참조)
<표1> 케프라주의 조제 및 투여

투여량 투여용량 희석제용량 주입시간 투여횟수 1일 총 투여량

250 mg 2.5 mL (1/2 바이알) 100 mL 15분 1일 2회 500 mg/일

500 mg 5 mL (1 바이알) 100 mL 15분 1일 2회 1,000 mg/일

1,000 mg 10 mL (2 바이알) 100 mL 15분 1일 2회 2,000 mg/일

1,500 mg 15 mL (3 바이알) 100 mL 15분 1일 2회 3,000 mg/일

레비티라세탐을 4일을 초과하여 정맥 투여한 경험은 없다. 필름코팅정제와 액제는 경구투여 하며 식사와 관계없이 투여할 수 있고,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한다. 1일 용량은 1일 2회 균등한 용량으로 나누어 투여한다. [단독요법] 성인 및 16세 이상의 청소년 초회량은 1일 2회, 
1회 250 mg으로 시작하여, 2주 후 1일 2회, 1회 500 mg으로 증량 투여하도록 한다. 임상적 반응에 따라, 2주마다 1일 500 mg [1회 250 
mg, 1일 2회] 씩 증량할 수 있으며, 최대투여량은 1일 3,000 mg [1일 2회, 1회 1,500 mg]이다. [부가요법] 1. 부분발작 · 성인(18세 이상) 
및 청소년(16세 이상)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2주 내지 4주마다 1일 1,000 mg 
[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며, 최대권장용량은 1일 3,000 mg이다. 2. 소아 환자에서의 근간대성 발작(16세 이상)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마다 1일 1,000 mg씩 증량하여 권장 1일 용량인 3,000 mg까지 증량한다. 
1일 3,000 mg 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연구되지 않았다. 3.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16세이상) · 성인(18세 이상) 및 청소년(16세 이
상) 이 약은 1일 1,000 mg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 마다 1일 1,000 mg [1회 500 mg, 1일 2회]씩 증량하
여 권장 1일 용량인 3,000 mg [1회 1,500 mg, 1일 2회]까지 증량한다. 1일 3,000 mg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적절히 연구되지 않았다. 
4. 신장애 환자 레비티라세탐 청소율이 신기능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환자의 신장기능에 따라 개별적으로 투여한다. 성인에서의 용량조절
은 의약품 첨부문서의 표를 참조한다. 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환자의 크레아티닌 청소율(CLcr, mL/min) 값이 필요하며, 성인에서는 아래 공
식을 이용하여 혈청크레아티닌 (mg/dl) 수치로부터 얻을 수 있다.

CLcr(mL/min)=
[140-나이(연령)] X 체중(kg)

(X 0.85: 여성의경우)
72 X 혈청크레아티닌(mg/dl)

이후, CLcr은 체표면적(BSA)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CLcr(mL/min/1.73㎡)=
CLcr(mL/min)

X 1.73
체표면적(BSA, ㎡)

신장애를 가진 성인 환자의 용량 조정법

군
크레아티닌 청소율
(mL/min/1.73㎡)

1회 용량 용법

정상 ≥80 500-1,5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경증 50-79 500-1,0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중등증 30-49 250-75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중증 <30 250-5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말기신질환
투석환자

- 500-1,000 mg 1일 1회(2)

(1) 투여 첫째날에는 초기부하용량 750 mg의 투여가 권장된다.
(2) 투석 후, 250 - 500 mg의 추가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영아, 소아 및 청소년은 아래 공식을 사용한다.

CLcr(mL/min/1.73㎡)=
키(cm) X ks

혈청크레아티닌(mg/dl)

ks = 0.45(1세 미만 영아), ks = 0.55(13세 미만 소아 및 청소년 여성), ks = 0.7(청소년 남성)
신장애를 가진 영아, 소아 및 50 kg 미만의 청소년 환자의 용량 조정법

군
크레아티닌 청소율
(mL/min/1.73㎡)

1회 용량 및 용법

정상 ≥80 10-30 mg/kg 1일 2회

경증 50-79 10-20 mg/kg 1일 2회

중등증 30-49 5-15 mg/kg 1일 2회

중증 <30 5-10 mg/kg 1일 2회

말기신질환
투석환자(1) - 10-20 mg/kg 1일 1회(1)(2)

(1) 투여 첫째날에는 15 mg/kg의 부하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2) 투석 후, 5 - 10 mg의 추가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5. 간장애 환자 경증에서 중등증의 간장애 환자에는 용량조절이 필요치 않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의 경우,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신부전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60 mL/min/1.73 ㎡ 미만일 경우 1일 유지량을 50% 감량하는 것이 좋다. 6. 소아 주사제
는 1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4세 이하의 소아에서의 정제 투여는 적용되
지 않으며 1개월 이상의 영아에서는 액제를 투여하여야 한다. 경구용 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의 불충분으로 1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권장되지 않는다. 7. 고령자(65세 이상) 신기능이 약화된 노인 환자에서 용량조정이 권장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자살충동과 
자살행동 항간질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간질약을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
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에 대하여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항간질약을 처방받는 간질과 다른 
많은 질병은 그 자체가 이환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 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간질약 처방 시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 한다. 2) 신경정신과적 이상
반응  · 부분발작 · 성인: 이 약은 1) 졸음, 피로, 2) 협조운동장애, 3) 행동이상 등의 중추신경계 이상반응을 발생시킨다. 졸음, 무력증, 협조
운동장애는 이 약 투여 후 첫 4주 이내에 가장 빈번히 발생하였다. · 소아: 레비티라세탐정을 투여한 소아환자에 있어, 이 약은 졸음, 피로, 
행동이상을 나타내었다. ·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 이 약은 1차성 전신 강직-간대발작이 있는 6세 이상의 환자에서 행동학적 장애와 관
련이 있었다. 3) 투약 중단 이 약을 포함한 간질치료제는 발작 빈도가 증가되는 잠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이 
약 투여를 중단하는 경우, 성인 및 체중이 50 kg 이상인 청소년은 500 mg을 1일 2회 매 2-4주마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소아의 경우, 
용량 감소는 매 2주마다 1일 2회 10 mg/k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주성분이나 다른 피롤리돈 
유도체 또는 다른 구성성분에 과민 반응이 있는 환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레비티라세탐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자살, 자살 
시도 및 자살 상상이 보고되었다. 우울 및/또는 자살 상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처방의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환자에게 권고해야 한다. 2) 주
사제는 바이알 당 0.313 mmol (7.196 mg)의 나트륨을 함유한다. 저염식이요법 중인 환자는 고려해야 한다. 3) 신장애 환자에 이 약을 투여
하는 경우 용량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에서는 용량 선택 전에 신기능 검사가 권장된다(용법용량 참조). 4) 혈구수감소
(호중구감소증, 무과립구증,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가 레비티라세탐 투여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
로 투여 개시 시에 나타난다. 중대한 무력감, 발열, 재발성 감염 또는 응고장애를 경험한 환자의 경우 전혈구수 검사가 권고된다('4. 이상반
응 4) 시판 후 수집된 이상반응' 항 참조). 5) 이상행동 및 공격성 행동 레비티라세탐은 자극 과민성 및 공격성을 포함한 정신병적 증상과 행
동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레비티라세탐 투여 환자들은 기분 및/또는 인격 변화를 나타내는 정신과적 징후 발현에 대해 모니터되어야 한다. 
그러한 행동들이 인지된다면 투여 조정 또는 점진적 투여 중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투여 중단 시, 용법용량 항을 참조한다. [제조원] 1) 제조
의뢰자: UCB Pharma S.A. Belgium 2) 제조자: Patheon Italia S.P.A. Italy, Aesica Pharmaceuticals S.R.L. Italy [수입자] 한국유씨비제약㈜ 서울특
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69 A+ Asset Tower 4층

※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그 밖의 상세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약품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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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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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50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 케프라

®
정 100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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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ppra®정, Keppra®액, Keppra®주사 국내제품설명서. 한국UCB제약 (as of 22 Ap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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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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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케프라Ⓡ액 100 mg/mL(레비티라세탐) [전문의약품][성상] 갈색 유리병에 든 무색 내지 연한 황갈색의 투명한 액제 [효능·효과] 
1. 단독요법 - 처음 간질로 진단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4세 이상) 2. 부가요법 - 기존 1차 간질치
료제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1개월 이상) - 소아 간대성 근경련 
간질(Juvenile Myoclonic Epilepsy) 환자의 근간대성 발작의 치료(12세 이상) - 특발성 전신성 간질(Idiopathic Generalized Epilepsy) 환자
의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의 치료(12세 이상) 레비티라세탐 주사제는 경구투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환자에 투여한다. [용법·용량] - 
필름코팅정제와 액제는 경구투여 하며 식사와 관계없이 투여할 수 있고,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한다. - 1일 용량은 1일 2회 균등한 용
량으로 나누어 투여한다. - 레비티라세탐 치료는 정맥 또는 경구 투여로 시작할 수 있다. - 경구에서 정맥 또는 그 반대로 투여경로를 바꾸
는 경우, 용량적정 없이 바로 투여할 수 있으며, 1일 총 투여량 및 투여 횟수는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 부분발작의 단독요법(4세 이
상) · 성인(18세 이상)및 체중이 50kg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
에 따라, 2주 내지 4주마다 1일 1,000 mg[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며, 최대권장용량은 1일 3,000mg이다. · 4-11
세의 소아 및 체중이 50 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년 초회량은 1일 2회, 1회 10 mg/kg으로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1일 60
mg/kg[1회 30 mg/kg, 1일 2회]까지 증량할 수 있으며 용량변경은 2주마다 1일 20 mg/kg[1회 10 mg/kg, 1일 2회] 초과하여 증량 혹은 감
량해서는 안된다. 유효한 최저 용량을 복용 한다. 체중이 50 kg 이상인 소아의 용량은 성인 용량과 같다. 소아와 청소년을 위한 권장용량은 
아래 표와 같다.

체중 초회량 1회 10 mg/kg, 1일 2회 최대량 1회 30 mg/kg, 1일 2회

15 kg(1) 1회 150 mg/kg, 1일 2회 1회 450 mg/kg, 1일 2회

20 kg(1) 1회 200 mg/kg, 1일 2회 1회 600 mg/kg, 1일 2회

25 kg(1) 1회 250 mg/kg, 1일 2회 1회 750 mg/kg, 1일 2회

50 kg 이상(2) 1회 500 mg/kg, 1일 2회 1회 1,500 mg/kg, 1일 2회
(1) 체중이 20 kg 이하인 소아의 경우, 100 mg/ml 경구용 액제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된다.
(2) 체중이 50 kg 이상인 소아와 청소년의 용법·용량은 성인과 동일하다.
2. 부분발작의 부가요법(1개월 이상) · 성인(18세이상) 및 체중이 50 kg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2주 내지 4주마다 1일 1,000 mg[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며, 최대권장
용량은 1일 3,000 mg이다. · 6~23개월 영아, 2세~11세의 소아 및 체중이 50 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년 초회량은 1일 2회, 1회 10 mg/
kg으로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1일 60 mg/kg[1회 30 mg/kg, 1일 2회]까지 증량할 수 있으며 용량변경은 2주마다 1일 20
mg/kg[1회 10 mg/kg, 1일 2회] 초과하여 증량 혹은 감량해서는 안된다. 유효한 최저 용량을 복용한다. 체중이 50 kg이상인 소아의 용량은 
성인 용량과 같다. 6개월 이상 영아 및 소아와 청소년을 위한 권장용량은 아래 표와 같다.

체중 초회량 1회 10 mg/kg, 1일 2회 최대량 1회 30 mg/kg, 1일 2회

6 kg(1) 1회 60 mg/kg, 1일 2회 1회 180 mg/kg, 1일 2회

10 kg(1) 1회 100 mg/kg, 1일 2회 1회 300 mg/kg, 1일 2회

15 kg(1) 1회 150 mg/kg, 1일 2회 1회 450 mg/kg, 1일 2회

20 kg(1) 1회 200 mg/kg, 1일 2회 1회 600 mg/kg, 1일 2회

25 kg 1회 250 mg/kg, 1일 2회 1회 750 mg/kg, 1일 2회

50 kg 이상(2) 1회 500 mg/kg, 1일 2회 1회 1,500 mg/kg, 1일 2회
(1) 체중이 20 kg 이하인 소아의 경우, 100 mg/ml 경구용 액제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된다.
(2) 체중이 50 kg 이상인 소아와 청소년의 용법·용량은 성인과 동일하다.
· 1~6개월 영아 초회량은 1일 2회, 1회 7 mg/kg으로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1일 2회, 1회 21 mg/kg까지 증량할 수 있으며 
용량변경은 2주마다 1일 2회, 1회 7 mg/kg을 초과하여 증량 혹은 감량해서는 안된다. 유효한 최저 용량을 복용한다. 영아는 100 mg/mL 
경구용 액제로 치료를 시작하여야 한다. 1개월-6개월 영아를 위한 권장용량은 아래 표와 같다.

체중 초회량 1회 7 mg/kg, 1일 2회 최대량 1회 21 mg/kg, 1일 2회

4 kg 1회 28 mg (0.3 mL), 1일 2회 1회 84 mg (0.85 mL), 1일 2회

5 kg 1회 35 mg (0.35 mL), 1일 2회 1회 105 mg (1.05 mL), 1일 2회

7 kg 1회 49 mg (0.5 mL), 1일 2회 1회 147 mg(1.5 mL), 1일 2회

3. 소아 환자에서의 근간대성 발작의 부가요법(12세 이상)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마다 1일 1,000 
mg 씩 증량하여 권장 1일 용량인 3,000 mg까지 증량한다. 1일 3,000 mg 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연구되지 않았다. 4. 1차성 전신 강
직-간대 발작의 부가요법(12세 이상) · 성인(18세 이상) 및 체중이 50kg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일 1,000 mg[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 마다 1일 1,000 mg[1회 500 mg, 1일 2회]씩 증량하여 권장 1일 용량인 3,000 mg[1회 1,500 mg, 1
일 2회]까지 증량한다. 1일 3,000 mg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적절히 연구되지 않았다. · 체중이 50 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년 이 약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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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와 청
소년을 위한 권장용량은 아래 표와 같다.

체중 초회량 1회 10 mg/kg, 1일 2회 최대량 1회 30 mg/kg, 1일 2회

15 kg(1) 1회 150 mg/kg, 1일 2회 1회 450 mg/kg, 1일 2회

20 kg(1) 1회 200 mg/kg, 1일 2회 1회 600 mg/kg, 1일 2회

25 kg 1회 250 mg/kg, 1일 2회 1회 750 mg/kg, 1일 2회

50 kg 이상(2) 1회 500 mg/kg, 1일 2회 1회 1,500 mg/kg, 1일 2회
(1) 체중이 20 kg 이하인 소아의 경우, 100 mg/mL 경구용 액제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된다.
(2) 체중이 50 kg 이상인 소아와 청소년의 용법·용량은 성인과 동일하다.
5. 신장애 환자 레비티라세탐 청소율이 신기능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환자의 신장 기능에 따라 개별적로 투여한다. 성인에서의 용량조절은 
아래 표를 참조한다. 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환자의 크레아티닌 청소율(CLcr, mL/min)값이 필요하며, 성인에서는 아래 공식을 이용하여 혈청
크레아티닌(mg/dl) 수치로부터 얻을 수 있다.

CLcr(mL/min)=
[140-나이(연령)] X 체중(kg)

(X 0.85: 여성의경우)
72 X 혈청크레아티닌(mg/dl)

이후, CLcr은 체표면적(BSA)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CLcr(mL/min/1.73㎡)=
CLcr(mL/min)

X 1.73
체표면적(BSA, ㎡)

신장애를 가진 성인 환자의 용량 조정법

군
크레아티닌 청소율
(mL/min/1.73㎡)

1회 용량 용법

정상 ≥80 500-1,5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경증 50-79 500-1,0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중등증 30-49 250-75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중증 <30 250-5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말기신질환
투석환자(1) - 500-1,000 mg 1일 1회(2)

(1) 투여 첫째날에는 초기부하용량 750 mg의 투여가 권장된다.
(2) 투석 후, 250 - 500 mg의 추가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영아, 소아 및 청소년은 아래 공식을 사용한다.

CLcr(mL/min/1.73㎡)=
키(cm) X ks

혈청크레아티닌(mg/dl)

ks = 0.45 (1세 미만 영아), ks = 0.55 (13세 미만 소아 및 청소년 여성), ks = 0.7 (청소년 남성)
신장애를 가진 영아, 소아 및 50 kg 미만의 청소년 환자의 용량 조정법

군
크레아티닌 청소율
(mL/min/1.73㎡)

1회 용량 및 용법

1-6개월 영아
6-23개월 영아 및 소아 및

50 kg 미만의 청소년

정상 ≥80
7-21 mg/kg(0.07-0.21 mL/kg)

1일 2회
10-30 mg/kg(0.10-0.30 mL/kg)

1일 2회

경증 50-79
7-14 mg/kg(0.07-0.14 mL/kg)

1일 2회
10-20 mg/kg(0.10-0.20 mL/kg)

1일 2회

중등증 30-49
3.5-10.5 mg/kg(0.035-0.105 mL/kg)

1일 2회
5-15 mg/kg(0.05-0.15 mL/kg)

1일 2회

중증 <30
3.5-7 mg/kg(0.035-0.07 mL/kg)

1일 2회
5-10 mg/kg(0.05-0.10 mL/kg)

1일 2회

말기신질환
투석환자(1) -

7-14 mg/kg(0.07-0.14 mL/kg)
1일 1회(1)(3)

10-20 mg/kg(0.10-0.20 mL/kg)
1일 1회(2)(4)

(1) 투여 첫째날에는 10.5 mg/kg (0.105 mL/kg)의 부하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2) 투여 첫째날에는 15 mg/kg (0.15 mL/kg)의 부하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3) 투석 후, 3.5 - 7 mg (0.035 - 0.07 mL/kg)의 추가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4) 투석 후, 5 - 10 mg (0.05 - 0.10 mL/kg)의 추가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6. 간장애 환자 경증에서 중등증의 간장애 환자에는 용량조절이 필요치 않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의 경우,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신부전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60 mL/min/1.73㎡ 미만일 경우 1일 유지량을 50% 감량하는 것이 좋다. 7. 소아 경구용 
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의 불충분으로 1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권장되지 않는다. 4세 이하의 소아에서의 정제 투여는 적용되지 않으
며 1개월 이상의 영아에서는 액제를 투여하여야 한다. 주사제는 1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투여가 권
장되지 않는다. 8. 고령자(65세 이상) 신기능이 약화된 노인 환자에서 용량조정이 권장된다. [사용상의주의사항] 1. 경고 1) 자살충동과 자
살행동 항간질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간질약을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에 대하여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항간질약을 처방 받는 간질과 다른 많
은 질병은 그 자체가 이환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간질약 처방 시 환
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 한다. 2) 신경정신과적 이상반
응 · 부분발작 · 성인 – 이 약은 1) 졸음, 피로, 2) 협조운동장애, 3) 행동이상 등의 중추신경계 이상반응을 발생시킬 수 있다. 졸음, 무력증, 협
조운동장애는 이 약 투여 후 첫 4주 이내에 가장 빈번히 발생하였다. · 소아 – 레비티라세탐정을 투여한 소아환자에 있어, 이 약은 졸음, 피
로, 행동이상을 나타내었다. ·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 이 약은 1차성 전신 강직-간대발작이 있는 6세 이상의 환자에서 행동학적 장애와 
관련이 있었다. 3) 투약 중단 이 약을 포함한 간질치료제는 발작 빈도가 증가되는 잠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이 
약 투여를 중단하는 경우, 성인 및 체중이 50 kg이상인 청소년은 500 mg을 1일 2회 매 2-4주마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6개월 이상의 
소아의 경우, 용량 감소는 매 2주마다 1일 2회 10 mg/kg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6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 용량 감소는 매 2주 마다 1일 2
회 7 mg/kg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주성분이나 다른 피롤리돈 유도체 또는 다른 구성성분에 과
민 반응이 있는 환자 2) 경구용 액제의 경우, 말티톨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드물게 과당내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의 경우 이 약을 
복용해서는 안된다.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경구용 액제의 경우, 알레르기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파라옥시안식향산메칠, 파
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한다. 2) 레비티라세탐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자살, 자살 시도 및 자살 상상이 보
고되었다. 우울 및/또는 자살 상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처방의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환자에게 권고해야 한다. 3) 신장애 환자에 이 약을 투
여하는 경우 용량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에서는 용량 선택 전에 신기능 검사가 권장된다. (용법.용량 참조) 4) 혈구수감
소 (호중구감소증, 무과립구증,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가 레비티라세탐 투여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반
적으로 투여개시시에 나타난다. 중대한 무력감, 발열, 재발성 감염 또는 응고장애를 경험한 환자의 경우 전혈구수 검사가 권고된다(‘4. 이상
반응 4) 시판 후 수집된 이상반응’항 참조). 5) 이상행동 및 공격성 행동: 레비티라세탐은 자극과민성 및 공격성을 포함한 정신병적 증상과 
행동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레비티라세탐 투여 환자들은 중요한 기분 및/또는 인격 변화를 나타내는 정신과적 징후 발현에 대해 모니터되
어야 한다. 그러한 행동들이 인지된다면 투여 조정 또는 점진적 투여 중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투여 중단 시, 용법용량 항을 참조한다. [제조
원] 1) 제조의뢰자 UCB Pharma S.A. 벨기에 2) 제조자 NEXTPharma SAS. 프랑스 [수입자] 한국유씨비제약㈜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
로 369 A+ Asset Tower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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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케프라Ⓡ주사 100 mg/mL(레비티라세탐) [전문의약품][성상] 무색 투명한 액이 든 유리 바이알 주사제 [효능·효과] 레비티라세탐 
주사제는 경구투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환자에 투여한다. 1. 단독요법–처음 간질로 진단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
는 부분발작의 치료(16세 이상) 2. 부가요법–기존 1차 간질치료제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2 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
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16세 이상) - 소아 간대성 근경련 간질(Juvenile Myoclonic Epilepsy) 환자의 근간대성 발작의 치료(16세 이상) 
- 특발성 전신성 간질(Idiopathic Generalized Epilepsy) 환자의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의 치료(16세 이상) [용법·용량] 레비티라세탐 
치료는 정맥 또는 경구 투여로 시작할 수 있다. 경구에서 정맥 또는 그 반대로 투여경로를 바꾸는 경우, 용량적정 없이 바로 투여할 수 있으
며, 1일 총 투여량 및 투여횟수는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주사제는 정맥으로만 투여하며 반드시 투여 전에 희석되어야 한다. 투여용량
을 100 mL의 배합가능한 희석제로 희석하고, 15분간 정맥주입한다. (표1 및 사용상의주의사항 중 ‘13. 적용상의 주의’항 참조)
<표1> 케프라주의 조제 및 투여

투여량 투여용량 희석제용량 주입시간 투여횟수 1일 총 투여량

250 mg 2.5 mL (1/2 바이알) 100 mL 15분 1일 2회 500 mg/일

500 mg 5 mL (1 바이알) 100 mL 15분 1일 2회 1,000 mg/일

1,000 mg 10 mL (2 바이알) 100 mL 15분 1일 2회 2,000 mg/일

1,500 mg 15 mL (3 바이알) 100 mL 15분 1일 2회 3,000 mg/일

레비티라세탐을 4일을 초과하여 정맥 투여한 경험은 없다. 필름코팅정제와 액제는 경구투여 하며 식사와 관계없이 투여할 수 있고,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한다. 1일 용량은 1일 2회 균등한 용량으로 나누어 투여한다. [단독요법] 성인 및 16세 이상의 청소년 초회량은 1일 2회, 
1회 250 mg으로 시작하여, 2주 후 1일 2회, 1회 500 mg으로 증량 투여하도록 한다. 임상적 반응에 따라, 2주마다 1일 500 mg [1회 250 
mg, 1일 2회] 씩 증량할 수 있으며, 최대투여량은 1일 3,000 mg [1일 2회, 1회 1,500 mg]이다. [부가요법] 1. 부분발작 · 성인(18세 이상) 
및 청소년(16세 이상)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2주 내지 4주마다 1일 1,000 mg 
[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며, 최대권장용량은 1일 3,000 mg이다. 2. 소아 환자에서의 근간대성 발작(16세 이상)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마다 1일 1,000 mg씩 증량하여 권장 1일 용량인 3,000 mg까지 증량한다. 
1일 3,000 mg 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연구되지 않았다. 3.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16세이상) · 성인(18세 이상) 및 청소년(16세 이
상) 이 약은 1일 1,000 mg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 마다 1일 1,000 mg [1회 500 mg, 1일 2회]씩 증량하
여 권장 1일 용량인 3,000 mg [1회 1,500 mg, 1일 2회]까지 증량한다. 1일 3,000 mg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적절히 연구되지 않았다.
4. 신장애 환자 레비티라세탐 청소율이 신기능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환자의 신장기능에 따라 개별적으로 투여한다. 성인에서의 용량조절
은 의약품 첨부문서의 표를 참조한다. 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환자의 크레아티닌 청소율(CLcr, mL/min) 값이 필요하며, 성인에서는 아래 공
식을 이용하여 혈청크레아티닌 (mg/dl) 수치로부터 얻을 수 있다.

CLcr(mL/min)=
[140-나이(연령)] X 체중(kg)

(X 0.85: 여성의경우)
72 X 혈청크레아티닌(mg/dl)

이후, CLcr은 체표면적(BSA)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CLcr(mL/min/1.73㎡)=
CLcr(mL/min)

X 1.73
체표면적(BSA, ㎡)

신장애를 가진 성인 환자의 용량 조정법

군
크레아티닌 청소율
(mL/min/1.73㎡)

1회 용량 용법

정상 ≥80 500-1,5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경증 50-79 500-1,0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중등증 30-49 250-75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중증 <30 250-5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말기신질환
투석환자

- 500-1,000 mg 1일 1회(2)

(1) 투여 첫째날에는 초기부하용량 750 mg의 투여가 권장된다.
(2) 투석 후, 250 - 500 mg의 추가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영아, 소아 및 청소년은 아래 공식을 사용한다.

CLcr(mL/min/1.73㎡)=
키(cm) X ks

혈청크레아티닌(mg/dl)

ks = 0.45(1세 미만 영아), ks = 0.55(13세 미만 소아 및 청소년 여성), ks = 0.7(청소년 남성)
신장애를 가진 영아, 소아 및 50 kg 미만의 청소년 환자의 용량 조정법

군
크레아티닌 청소율
(mL/min/1.73㎡)

1회 용량 및 용법

정상 ≥80 10-30 mg/kg 1일 2회

경증 50-79 10-20 mg/kg 1일 2회

중등증 30-49 5-15 mg/kg 1일 2회

중증 <30 5-10 mg/kg 1일 2회

말기신질환
투석환자(1) - 10-20 mg/kg 1일 1회(1)(2)

(1) 투여 첫째날에는 15 mg/kg의 부하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2) 투석 후, 5 - 10 mg의 추가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5. 간장애 환자 경증에서 중등증의 간장애 환자에는 용량조절이 필요치 않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의 경우,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신부전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60 mL/min/1.73 ㎡ 미만일 경우 1일 유지량을 50% 감량하는 것이 좋다. 6. 소아 주사제
는 1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4세 이하의 소아에서의 정제 투여는 적용되
지 않으며 1개월 이상의 영아에서는 액제를 투여하여야 한다. 경구용 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의 불충분으로 1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권장되지 않는다. 7. 고령자(65세 이상) 신기능이 약화된 노인 환자에서 용량조정이 권장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자살충동과 
자살행동 항간질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간질약을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
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에 대하여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항간질약을 처방받는 간질과 다른 
많은 질병은 그 자체가 이환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 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간질약 처방 시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 한다. 2) 신경정신과적 이상
반응  · 부분발작 · 성인: 이 약은 1) 졸음, 피로, 2) 협조운동장애, 3) 행동이상 등의 중추신경계 이상반응을 발생시킨다. 졸음, 무력증, 협조
운동장애는 이 약 투여 후 첫 4주 이내에 가장 빈번히 발생하였다. · 소아: 레비티라세탐정을 투여한 소아환자에 있어, 이 약은 졸음, 피로, 
행동이상을 나타내었다. ·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 이 약은 1차성 전신 강직-간대발작이 있는 6세 이상의 환자에서 행동학적 장애와 관
련이 있었다. 3) 투약 중단 이 약을 포함한 간질치료제는 발작 빈도가 증가되는 잠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이 
약 투여를 중단하는 경우, 성인 및 체중이 50 kg 이상인 청소년은 500 mg을 1일 2회 매 2-4주마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소아의 경우, 
용량 감소는 매 2주마다 1일 2회 10 mg/k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주성분이나 다른 피롤리돈
유도체 또는 다른 구성성분에 과민 반응이 있는 환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레비티라세탐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자살, 자살 
시도 및 자살 상상이 보고되었다. 우울 및/또는 자살 상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처방의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환자에게 권고해야 한다. 2) 주
사제는 바이알 당 0.313 mmol (7.196 mg)의 나트륨을 함유한다. 저염식이요법 중인 환자는 고려해야 한다. 3) 신장애 환자에 이 약을 투여
하는 경우 용량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에서는 용량 선택 전에 신기능 검사가 권장된다(용법용량 참조). 4) 혈구수감소
(호중구감소증, 무과립구증,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가 레비티라세탐 투여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
로 투여 개시 시에 나타난다. 중대한 무력감, 발열, 재발성 감염 또는 응고장애를 경험한 환자의 경우 전혈구수 검사가 권고된다('4. 이상반
응 4) 시판 후 수집된 이상반응' 항 참조). 5) 이상행동 및 공격성 행동 레비티라세탐은 자극 과민성 및 공격성을 포함한 정신병적 증상과 행
동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레비티라세탐 투여 환자들은 기분 및/또는 인격 변화를 나타내는 정신과적 징후 발현에 대해 모니터되어야 한다. 
그러한 행동들이 인지된다면 투여 조정 또는 점진적 투여 중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투여 중단 시, 용법용량 항을 참조한다. [제조원] 1) 제조
의뢰자: UCB Pharma S.A. Belgium 2) 제조자: Patheon Italia S.P.A. Italy, Aesica Pharmaceuticals S.R.L. Italy [수입자] 한국유씨비제약㈜ 서울특
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69 A+ Asset Tower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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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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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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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케프라Ⓡ액 100 mg/mL(레비티라세탐) [전문의약품][성상] 갈색 유리병에 든 무색 내지 연한 황갈색의 투명한 액제 [효능·효과] 
1. 단독요법 - 처음 간질로 진단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4세 이상) 2. 부가요법 - 기존 1차 간질치
료제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1개월 이상) - 소아 간대성 근경련 
간질(Juvenile Myoclonic Epilepsy) 환자의 근간대성 발작의 치료(12세 이상) - 특발성 전신성 간질(Idiopathic Generalized Epilepsy) 환자
의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의 치료(12세 이상) 레비티라세탐 주사제는 경구투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환자에 투여한다. [용법·용량] - 
필름코팅정제와 액제는 경구투여 하며 식사와 관계없이 투여할 수 있고,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한다. - 1일 용량은 1일 2회 균등한 용
량으로 나누어 투여한다. - 레비티라세탐 치료는 정맥 또는 경구 투여로 시작할 수 있다. - 경구에서 정맥 또는 그 반대로 투여경로를 바꾸
는 경우, 용량적정 없이 바로 투여할 수 있으며, 1일 총 투여량 및 투여 횟수는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 부분발작의 단독요법(4세 이
상) · 성인(18세 이상)및 체중이 50kg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
에 따라, 2주 내지 4주마다 1일 1,000 mg[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며, 최대권장용량은 1일 3,000mg이다. · 4-11
세의 소아 및 체중이 50 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년 초회량은 1일 2회, 1회 10 mg/kg으로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1일 60 
mg/kg[1회 30 mg/kg, 1일 2회]까지 증량할 수 있으며 용량변경은 2주마다 1일 20 mg/kg[1회 10 mg/kg, 1일 2회] 초과하여 증량 혹은 감
량해서는 안된다. 유효한 최저 용량을 복용 한다. 체중이 50 kg 이상인 소아의 용량은 성인 용량과 같다. 소아와 청소년을 위한 권장용량은 
아래 표와 같다.

체중 초회량 1회 10 mg/kg, 1일 2회 최대량 1회 30 mg/kg, 1일 2회

15 kg(1) 1회 150 mg/kg, 1일 2회 1회 450 mg/kg, 1일 2회

20 kg(1) 1회 200 mg/kg, 1일 2회 1회 600 mg/kg, 1일 2회

25 kg(1) 1회 250 mg/kg, 1일 2회 1회 750 mg/kg, 1일 2회

50 kg 이상(2) 1회 500 mg/kg, 1일 2회 1회 1,500 mg/kg, 1일 2회
(1) 체중이 20 kg 이하인 소아의 경우, 100 mg/ml 경구용 액제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된다.
(2) 체중이 50 kg 이상인 소아와 청소년의 용법·용량은 성인과 동일하다.
2. 부분발작의 부가요법(1개월 이상) · 성인(18세이상) 및 체중이 50 kg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2주 내지 4주마다 1일 1,000 mg[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며, 최대권장
용량은 1일 3,000 mg이다. · 6~23개월 영아, 2세~11세의 소아 및 체중이 50 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년 초회량은 1일 2회, 1회 10 mg/
kg으로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1일 60 mg/kg[1회 30 mg/kg, 1일 2회]까지 증량할 수 있으며 용량변경은 2주마다 1일 20 
mg/kg[1회 10 mg/kg, 1일 2회] 초과하여 증량 혹은 감량해서는 안된다. 유효한 최저 용량을 복용한다. 체중이 50 kg이상인 소아의 용량은 
성인 용량과 같다. 6개월 이상 영아 및 소아와 청소년을 위한 권장용량은 아래 표와 같다.

체중 초회량 1회 10 mg/kg, 1일 2회 최대량 1회 30 mg/kg, 1일 2회

6 kg(1) 1회 60 mg/kg, 1일 2회 1회 180 mg/kg, 1일 2회

10 kg(1) 1회 100 mg/kg, 1일 2회 1회 300 mg/kg, 1일 2회

15 kg(1) 1회 150 mg/kg, 1일 2회 1회 450 mg/kg, 1일 2회

20 kg(1) 1회 200 mg/kg, 1일 2회 1회 600 mg/kg, 1일 2회

25 kg 1회 250 mg/kg, 1일 2회 1회 750 mg/kg, 1일 2회

50 kg 이상(2) 1회 500 mg/kg, 1일 2회 1회 1,500 mg/kg, 1일 2회
(1) 체중이 20 kg 이하인 소아의 경우, 100 mg/ml 경구용 액제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된다.
(2) 체중이 50 kg 이상인 소아와 청소년의 용법·용량은 성인과 동일하다.
· 1~6개월 영아 초회량은 1일 2회, 1회 7 mg/kg으로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1일 2회, 1회 21 mg/kg까지 증량할 수 있으며 
용량변경은 2주마다 1일 2회, 1회 7 mg/kg을 초과하여 증량 혹은 감량해서는 안된다. 유효한 최저 용량을 복용한다. 영아는 100 mg/mL 
경구용 액제로 치료를 시작하여야 한다. 1개월-6개월 영아를 위한 권장용량은 아래 표와 같다.

체중 초회량 1회 7 mg/kg, 1일 2회 최대량 1회 21 mg/kg, 1일 2회

4 kg 1회 28 mg (0.3 mL), 1일 2회 1회 84 mg (0.85 mL), 1일 2회

5 kg 1회 35 mg (0.35 mL), 1일 2회 1회 105 mg (1.05 mL), 1일 2회

7 kg 1회 49 mg (0.5 mL), 1일 2회 1회 147 mg(1.5 mL), 1일 2회

3. 소아 환자에서의 근간대성 발작의 부가요법(12세 이상)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마다 1일 1,000 
mg 씩 증량하여 권장 1일 용량인 3,000 mg까지 증량한다. 1일 3,000 mg 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연구되지 않았다. 4. 1차성 전신 강
직-간대 발작의 부가요법(12세 이상) · 성인(18세 이상) 및 체중이 50kg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일 1,000 mg[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 마다 1일 1,000 mg[1회 500 mg, 1일 2회]씩 증량하여 권장 1일 용량인 3,000 mg[1회 1,500 mg, 1
일 2회]까지 증량한다. 1일 3,000 mg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적절히 연구되지 않았다. · 체중이 50 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년 이 약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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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와 청
소년을 위한 권장용량은 아래 표와 같다.

체중 초회량 1회 10 mg/kg, 1일 2회 최대량 1회 30 mg/kg, 1일 2회

15 kg(1) 1회 150 mg/kg, 1일 2회 1회 450 mg/kg, 1일 2회

20 kg(1) 1회 200 mg/kg, 1일 2회 1회 600 mg/kg, 1일 2회

25 kg 1회 250 mg/kg, 1일 2회 1회 750 mg/kg, 1일 2회

50 kg 이상(2) 1회 500 mg/kg, 1일 2회 1회 1,500 mg/kg, 1일 2회
(1) 체중이 20 kg 이하인 소아의 경우, 100 mg/mL 경구용 액제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된다.
(2) 체중이 50 kg 이상인 소아와 청소년의 용법·용량은 성인과 동일하다.
5. 신장애 환자 레비티라세탐 청소율이 신기능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환자의 신장 기능에 따라 개별적로 투여한다. 성인에서의 용량조절은 
아래 표를 참조한다. 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환자의 크레아티닌 청소율(CLcr, mL/min)값이 필요하며, 성인에서는 아래 공식을 이용하여 혈청
크레아티닌(mg/dl) 수치로부터 얻을 수 있다.

CLcr(mL/min)=
[140-나이(연령)] X 체중(kg)

(X 0.85: 여성의경우)
72 X 혈청크레아티닌(mg/dl)

이후, CLcr은 체표면적(BSA)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CLcr(mL/min/1.73㎡)=
CLcr(mL/min)

X 1.73
체표면적(BSA, ㎡)

신장애를 가진 성인 환자의 용량 조정법

군
크레아티닌 청소율
(mL/min/1.73㎡)

1회 용량 용법

정상 ≥80 500-1,5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경증 50-79 500-1,0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중등증 30-49 250-75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중증 <30 250-5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말기신질환
투석환자(1) - 500-1,000 mg 1일 1회(2)

(1) 투여 첫째날에는 초기부하용량 750 mg의 투여가 권장된다.
(2) 투석 후, 250 - 500 mg의 추가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영아, 소아 및 청소년은 아래 공식을 사용한다.

CLcr(mL/min/1.73㎡)=
키(cm) X ks

혈청크레아티닌(mg/dl)

ks = 0.45 (1세 미만 영아), ks = 0.55 (13세 미만 소아 및 청소년 여성), ks = 0.7 (청소년 남성)
신장애를 가진 영아, 소아 및 50 kg 미만의 청소년 환자의 용량 조정법

군
크레아티닌 청소율
(mL/min/1.73㎡)

1회 용량 및 용법

1-6개월 영아
6-23개월 영아 및 소아 및

50 kg 미만의 청소년

정상 ≥80
7-21 mg/kg(0.07-0.21 mL/kg)

1일 2회
10-30 mg/kg(0.10-0.30 mL/kg)

1일 2회

경증 50-79
7-14 mg/kg(0.07-0.14 mL/kg)

1일 2회
10-20 mg/kg(0.10-0.20 mL/kg)

1일 2회

중등증 30-49
3.5-10.5 mg/kg(0.035-0.105 mL/kg)

1일 2회
5-15 mg/kg(0.05-0.15 mL/kg)

1일 2회

중증 <30
3.5-7 mg/kg(0.035-0.07 mL/kg)

1일 2회
5-10 mg/kg(0.05-0.10 mL/kg)

1일 2회

말기신질환
투석환자(1) -

7-14 mg/kg(0.07-0.14 mL/kg)
1일 1회(1)(3)

10-20 mg/kg(0.10-0.20 mL/kg)
1일 1회(2)(4)

(1) 투여 첫째날에는 10.5 mg/kg (0.105 mL/kg)의 부하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2) 투여 첫째날에는 15 mg/kg (0.15 mL/kg)의 부하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3) 투석 후, 3.5 - 7 mg (0.035 - 0.07 mL/kg)의 추가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4) 투석 후, 5 - 10 mg (0.05 - 0.10 mL/kg)의 추가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6. 간장애 환자 경증에서 중등증의 간장애 환자에는 용량조절이 필요치 않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의 경우,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신부전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60 mL/min/1.73㎡ 미만일 경우 1일 유지량을 50% 감량하는 것이 좋다. 7. 소아 경구용 
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의 불충분으로 1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권장되지 않는다. 4세 이하의 소아에서의 정제 투여는 적용되지 않으
며 1개월 이상의 영아에서는 액제를 투여하여야 한다. 주사제는 1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투여가 권
장되지 않는다. 8. 고령자(65세 이상) 신기능이 약화된 노인 환자에서 용량조정이 권장된다. [사용상의주의사항] 1. 경고 1) 자살충동과 자
살행동 항간질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간질약을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에 대하여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항간질약을 처방 받는 간질과 다른 많
은 질병은 그 자체가 이환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간질약 처방 시 환
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 한다. 2) 신경정신과적 이상반
응 · 부분발작 · 성인 – 이 약은 1) 졸음, 피로, 2) 협조운동장애, 3) 행동이상 등의 중추신경계 이상반응을 발생시킬 수 있다. 졸음, 무력증, 협
조운동장애는 이 약 투여 후 첫 4주 이내에 가장 빈번히 발생하였다. · 소아 – 레비티라세탐정을 투여한 소아환자에 있어, 이 약은 졸음, 피
로, 행동이상을 나타내었다. ·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 이 약은 1차성 전신 강직-간대발작이 있는 6세 이상의 환자에서 행동학적 장애와 
관련이 있었다. 3) 투약 중단 이 약을 포함한 간질치료제는 발작 빈도가 증가되는 잠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이 
약 투여를 중단하는 경우, 성인 및 체중이 50 kg이상인 청소년은 500 mg을 1일 2회 매 2-4주마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6개월 이상의 
소아의 경우, 용량 감소는 매 2주마다 1일 2회 10 mg/kg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6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 용량 감소는 매 2주 마다 1일 2
회 7 mg/kg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주성분이나 다른 피롤리돈 유도체 또는 다른 구성성분에 과
민 반응이 있는 환자 2) 경구용 액제의 경우, 말티톨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드물게 과당내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의 경우 이 약을 
복용해서는 안된다.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경구용 액제의 경우, 알레르기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파라옥시안식향산메칠, 파
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한다. 2) 레비티라세탐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자살, 자살 시도 및 자살 상상이 보
고되었다. 우울 및/또는 자살 상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처방의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환자에게 권고해야 한다. 3) 신장애 환자에 이 약을 투
여하는 경우 용량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에서는 용량 선택 전에 신기능 검사가 권장된다. (용법.용량 참조) 4) 혈구수감
소 (호중구감소증, 무과립구증,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가 레비티라세탐 투여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반
적으로 투여개시시에 나타난다. 중대한 무력감, 발열, 재발성 감염 또는 응고장애를 경험한 환자의 경우 전혈구수 검사가 권고된다(‘4. 이상
반응 4) 시판 후 수집된 이상반응’항 참조). 5) 이상행동 및 공격성 행동: 레비티라세탐은 자극과민성 및 공격성을 포함한 정신병적 증상과 
행동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레비티라세탐 투여 환자들은 중요한 기분 및/또는 인격 변화를 나타내는 정신과적 징후 발현에 대해 모니터되
어야 한다. 그러한 행동들이 인지된다면 투여 조정 또는 점진적 투여 중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투여 중단 시, 용법용량 항을 참조한다. [제조
원] 1) 제조의뢰자 UCB Pharma S.A. 벨기에 2) 제조자 NEXTPharma SAS. 프랑스 [수입자] 한국유씨비제약㈜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
로 369 A+ Asset Tower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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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케프라Ⓡ주사 100 mg/mL(레비티라세탐) [전문의약품][성상] 무색 투명한 액이 든 유리 바이알 주사제 [효능·효과] 레비티라세탐 
주사제는 경구투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환자에 투여한다. 1. 단독요법–처음 간질로 진단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
는 부분발작의 치료(16세 이상) 2. 부가요법–기존 1차 간질치료제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2 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
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16세 이상) - 소아 간대성 근경련 간질(Juvenile Myoclonic Epilepsy) 환자의 근간대성 발작의 치료(16세 이상) 
- 특발성 전신성 간질(Idiopathic Generalized Epilepsy) 환자의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의 치료(16세 이상) [용법·용량] 레비티라세탐 
치료는 정맥 또는 경구 투여로 시작할 수 있다. 경구에서 정맥 또는 그 반대로 투여경로를 바꾸는 경우, 용량적정 없이 바로 투여할 수 있으
며, 1일 총 투여량 및 투여횟수는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주사제는 정맥으로만 투여하며 반드시 투여 전에 희석되어야 한다. 투여용량
을 100 mL의 배합가능한 희석제로 희석하고, 15분간 정맥주입한다. (표1 및 사용상의주의사항 중 ‘13. 적용상의 주의’항 참조)
<표1> 케프라주의 조제 및 투여

투여량 투여용량 희석제용량 주입시간 투여횟수 1일 총 투여량

250 mg 2.5 mL (1/2 바이알) 100 mL 15분 1일 2회 500 mg/일

500 mg 5 mL (1 바이알) 100 mL 15분 1일 2회 1,000 mg/일

1,000 mg 10 mL (2 바이알) 100 mL 15분 1일 2회 2,000 mg/일

1,500 mg 15 mL (3 바이알) 100 mL 15분 1일 2회 3,000 mg/일

레비티라세탐을 4일을 초과하여 정맥 투여한 경험은 없다. 필름코팅정제와 액제는 경구투여 하며 식사와 관계없이 투여할 수 있고,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한다. 1일 용량은 1일 2회 균등한 용량으로 나누어 투여한다. [단독요법] 성인 및 16세 이상의 청소년 초회량은 1일 2회, 
1회 250 mg으로 시작하여, 2주 후 1일 2회, 1회 500 mg으로 증량 투여하도록 한다. 임상적 반응에 따라, 2주마다 1일 500 mg [1회 250 
mg, 1일 2회] 씩 증량할 수 있으며, 최대투여량은 1일 3,000 mg [1일 2회, 1회 1,500 mg]이다. [부가요법] 1. 부분발작 · 성인(18세 이상) 
및 청소년(16세 이상)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2주 내지 4주마다 1일 1,000 mg 
[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며, 최대권장용량은 1일 3,000 mg이다. 2. 소아 환자에서의 근간대성 발작(16세 이상)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마다 1일 1,000 mg씩 증량하여 권장 1일 용량인 3,000 mg까지 증량한다. 
1일 3,000 mg 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연구되지 않았다. 3.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16세이상) · 성인(18세 이상) 및 청소년(16세 이
상) 이 약은 1일 1,000 mg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 마다 1일 1,000 mg [1회 500 mg, 1일 2회]씩 증량하
여 권장 1일 용량인 3,000 mg [1회 1,500 mg, 1일 2회]까지 증량한다. 1일 3,000 mg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적절히 연구되지 않았다.
4. 신장애 환자 레비티라세탐 청소율이 신기능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환자의 신장기능에 따라 개별적으로 투여한다. 성인에서의 용량조절
은 의약품 첨부문서의 표를 참조한다. 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환자의 크레아티닌 청소율(CLcr, mL/min) 값이 필요하며, 성인에서는 아래 공
식을 이용하여 혈청크레아티닌 (mg/dl) 수치로부터 얻을 수 있다.

CLcr(mL/min)=
[140-나이(연령)] X 체중(kg)

(X 0.85: 여성의경우)
72 X 혈청크레아티닌(mg/dl)

이후, CLcr은 체표면적(BSA)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CLcr(mL/min/1.73㎡)=
CLcr(mL/min)

X 1.73
체표면적(BSA, ㎡)

신장애를 가진 성인 환자의 용량 조정법

군
크레아티닌 청소율
(mL/min/1.73㎡)

1회 용량 용법

정상 ≥80 500-1,5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경증 50-79 500-1,0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중등증 30-49 250-75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중증 <30 250-5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말기신질환
투석환자

- 500-1,000 mg 1일 1회(2)

(1) 투여 첫째날에는 초기부하용량 750 mg의 투여가 권장된다.
(2) 투석 후, 250 - 500 mg의 추가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영아, 소아 및 청소년은 아래 공식을 사용한다.

CLcr(mL/min/1.73㎡)=
키(cm) X ks

혈청크레아티닌(mg/dl)

ks = 0.45(1세 미만 영아), ks = 0.55(13세 미만 소아 및 청소년 여성), ks = 0.7(청소년 남성)
신장애를 가진 영아, 소아 및 50 kg 미만의 청소년 환자의 용량 조정법

군
크레아티닌 청소율
(mL/min/1.73㎡)

1회 용량 및 용법

정상 ≥80 10-30 mg/kg 1일 2회

경증 50-79 10-20 mg/kg 1일 2회

중등증 30-49 5-15 mg/kg 1일 2회

중증 <30 5-10 mg/kg 1일 2회

말기신질환
투석환자(1) - 10-20 mg/kg 1일 1회(1)(2)

(1) 투여 첫째날에는 15 mg/kg의 부하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2) 투석 후, 5 - 10 mg의 추가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5. 간장애 환자 경증에서 중등증의 간장애 환자에는 용량조절이 필요치 않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의 경우,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신부전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60 mL/min/1.73 ㎡ 미만일 경우 1일 유지량을 50% 감량하는 것이 좋다. 6. 소아 주사제
는 1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4세 이하의 소아에서의 정제 투여는 적용되
지 않으며 1개월 이상의 영아에서는 액제를 투여하여야 한다. 경구용 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의 불충분으로 1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권장되지 않는다. 7. 고령자(65세 이상) 신기능이 약화된 노인 환자에서 용량조정이 권장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자살충동과 
자살행동 항간질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간질약을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
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에 대하여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항간질약을 처방받는 간질과 다른 
많은 질병은 그 자체가 이환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 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간질약 처방 시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 한다. 2) 신경정신과적 이상
반응  · 부분발작 · 성인: 이 약은 1) 졸음, 피로, 2) 협조운동장애, 3) 행동이상 등의 중추신경계 이상반응을 발생시킨다. 졸음, 무력증, 협조
운동장애는 이 약 투여 후 첫 4주 이내에 가장 빈번히 발생하였다. · 소아: 레비티라세탐정을 투여한 소아환자에 있어, 이 약은 졸음, 피로, 
행동이상을 나타내었다. ·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 이 약은 1차성 전신 강직-간대발작이 있는 6세 이상의 환자에서 행동학적 장애와 관
련이 있었다. 3) 투약 중단 이 약을 포함한 간질치료제는 발작 빈도가 증가되는 잠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이 
약 투여를 중단하는 경우, 성인 및 체중이 50 kg 이상인 청소년은 500 mg을 1일 2회 매 2-4주마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소아의 경우, 
용량 감소는 매 2주마다 1일 2회 10 mg/k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주성분이나 다른 피롤리돈
유도체 또는 다른 구성성분에 과민 반응이 있는 환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레비티라세탐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자살, 자살 
시도 및 자살 상상이 보고되었다. 우울 및/또는 자살 상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처방의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환자에게 권고해야 한다. 2) 주
사제는 바이알 당 0.313 mmol (7.196 mg)의 나트륨을 함유한다. 저염식이요법 중인 환자는 고려해야 한다. 3) 신장애 환자에 이 약을 투여
하는 경우 용량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에서는 용량 선택 전에 신기능 검사가 권장된다(용법용량 참조). 4) 혈구수감소
(호중구감소증, 무과립구증,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가 레비티라세탐 투여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
로 투여 개시 시에 나타난다. 중대한 무력감, 발열, 재발성 감염 또는 응고장애를 경험한 환자의 경우 전혈구수 검사가 권고된다('4. 이상반
응 4) 시판 후 수집된 이상반응' 항 참조). 5) 이상행동 및 공격성 행동 레비티라세탐은 자극 과민성 및 공격성을 포함한 정신병적 증상과 행
동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레비티라세탐 투여 환자들은 기분 및/또는 인격 변화를 나타내는 정신과적 징후 발현에 대해 모니터되어야 한다. 
그러한 행동들이 인지된다면 투여 조정 또는 점진적 투여 중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투여 중단 시, 용법용량 항을 참조한다. [제조원] 1) 제조
의뢰자: UCB Pharma S.A. Belgium 2) 제조자: Patheon Italia S.P.A. Italy, Aesica Pharmaceuticals S.R.L. Italy [수입자] 한국유씨비제약㈜ 서울특
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69 A+ Asset Tower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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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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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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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케프라Ⓡ액 100 mg/mL(레비티라세탐) [전문의약품][성상] 갈색 유리병에 든 무색 내지 연한 황갈색의 투명한 액제 [효능·효과] 
1. 단독요법 - 처음 간질로 진단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4세 이상) 2. 부가요법 - 기존 1차 간질치
료제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1개월 이상) - 소아 간대성 근경련 
간질(Juvenile Myoclonic Epilepsy) 환자의 근간대성 발작의 치료(12세 이상) - 특발성 전신성 간질(Idiopathic Generalized Epilepsy) 환자
의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의 치료(12세 이상) 레비티라세탐 주사제는 경구투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환자에 투여한다. [용법·용량] - 
필름코팅정제와 액제는 경구투여 하며 식사와 관계없이 투여할 수 있고,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한다. - 1일 용량은 1일 2회 균등한 용
량으로 나누어 투여한다. - 레비티라세탐 치료는 정맥 또는 경구 투여로 시작할 수 있다. - 경구에서 정맥 또는 그 반대로 투여경로를 바꾸
는 경우, 용량적정 없이 바로 투여할 수 있으며, 1일 총 투여량 및 투여 횟수는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 부분발작의 단독요법(4세 이
상) · 성인(18세 이상)및 체중이 50kg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
에 따라, 2주 내지 4주마다 1일 1,000 mg[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며, 최대권장용량은 1일 3,000mg이다. · 4-11
세의 소아 및 체중이 50 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년 초회량은 1일 2회, 1회 10 mg/kg으로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1일 60
mg/kg[1회 30 mg/kg, 1일 2회]까지 증량할 수 있으며 용량변경은 2주마다 1일 20 mg/kg[1회 10 mg/kg, 1일 2회] 초과하여 증량 혹은 감
량해서는 안된다. 유효한 최저 용량을 복용 한다. 체중이 50 kg 이상인 소아의 용량은 성인 용량과 같다. 소아와 청소년을 위한 권장용량은 
아래 표와 같다.

체중 초회량 1회 10 mg/kg, 1일 2회 최대량 1회 30 mg/kg, 1일 2회

15 kg(1) 1회 150 mg/kg, 1일 2회 1회 450 mg/kg, 1일 2회

20 kg(1) 1회 200 mg/kg, 1일 2회 1회 600 mg/kg, 1일 2회

25 kg(1) 1회 250 mg/kg, 1일 2회 1회 750 mg/kg, 1일 2회

50 kg 이상(2) 1회 500 mg/kg, 1일 2회 1회 1,500 mg/kg, 1일 2회
(1) 체중이 20 kg 이하인 소아의 경우, 100 mg/ml 경구용 액제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된다.
(2) 체중이 50 kg 이상인 소아와 청소년의 용법·용량은 성인과 동일하다.
2. 부분발작의 부가요법(1개월 이상) · 성인(18세이상) 및 체중이 50 kg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2주 내지 4주마다 1일 1,000 mg[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며, 최대권장
용량은 1일 3,000 mg이다. · 6~23개월 영아, 2세~11세의 소아 및 체중이 50 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년 초회량은 1일 2회, 1회 10 mg/
kg으로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1일 60 mg/kg[1회 30 mg/kg, 1일 2회]까지 증량할 수 있으며 용량변경은 2주마다 1일 20
mg/kg[1회 10 mg/kg, 1일 2회] 초과하여 증량 혹은 감량해서는 안된다. 유효한 최저 용량을 복용한다. 체중이 50 kg이상인 소아의 용량은 
성인 용량과 같다. 6개월 이상 영아 및 소아와 청소년을 위한 권장용량은 아래 표와 같다.

체중 초회량 1회 10 mg/kg, 1일 2회 최대량 1회 30 mg/kg, 1일 2회

6 kg(1) 1회 60 mg/kg, 1일 2회 1회 180 mg/kg, 1일 2회

10 kg(1) 1회 100 mg/kg, 1일 2회 1회 300 mg/kg, 1일 2회

15 kg(1) 1회 150 mg/kg, 1일 2회 1회 450 mg/kg, 1일 2회

20 kg(1) 1회 200 mg/kg, 1일 2회 1회 600 mg/kg, 1일 2회

25 kg 1회 250 mg/kg, 1일 2회 1회 750 mg/kg, 1일 2회

50 kg 이상(2) 1회 500 mg/kg, 1일 2회 1회 1,500 mg/kg, 1일 2회
(1) 체중이 20 kg 이하인 소아의 경우, 100 mg/ml 경구용 액제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된다.
(2) 체중이 50 kg 이상인 소아와 청소년의 용법·용량은 성인과 동일하다.
· 1~6개월 영아 초회량은 1일 2회, 1회 7 mg/kg으로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1일 2회, 1회 21 mg/kg까지 증량할 수 있으며 
용량변경은 2주마다 1일 2회, 1회 7 mg/kg을 초과하여 증량 혹은 감량해서는 안된다. 유효한 최저 용량을 복용한다. 영아는 100 mg/mL 
경구용 액제로 치료를 시작하여야 한다. 1개월-6개월 영아를 위한 권장용량은 아래 표와 같다.

체중 초회량 1회 7 mg/kg, 1일 2회 최대량 1회 21 mg/kg, 1일 2회

4 kg 1회 28 mg (0.3 mL), 1일 2회 1회 84 mg (0.85 mL), 1일 2회

5 kg 1회 35 mg (0.35 mL), 1일 2회 1회 105 mg (1.05 mL), 1일 2회

7 kg 1회 49 mg (0.5 mL), 1일 2회 1회 147 mg(1.5 mL), 1일 2회

3. 소아 환자에서의 근간대성 발작의 부가요법(12세 이상)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마다 1일 1,000 
mg 씩 증량하여 권장 1일 용량인 3,000 mg까지 증량한다. 1일 3,000 mg 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연구되지 않았다. 4. 1차성 전신 강
직-간대 발작의 부가요법(12세 이상) · 성인(18세 이상) 및 체중이 50kg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일 1,000 mg[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 마다 1일 1,000 mg[1회 500 mg, 1일 2회]씩 증량하여 권장 1일 용량인 3,000 mg[1회 1,500 mg, 1
일 2회]까지 증량한다. 1일 3,000 mg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적절히 연구되지 않았다. · 체중이 50 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년 이 약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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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와 청
소년을 위한 권장용량은 아래 표와 같다.

체중 초회량 1회 10 mg/kg, 1일 2회 최대량 1회 30 mg/kg, 1일 2회

15 kg(1) 1회 150 mg/kg, 1일 2회 1회 450 mg/kg, 1일 2회

20 kg(1) 1회 200 mg/kg, 1일 2회 1회 600 mg/kg, 1일 2회

25 kg 1회 250 mg/kg, 1일 2회 1회 750 mg/kg, 1일 2회

50 kg 이상(2) 1회 500 mg/kg, 1일 2회 1회 1,500 mg/kg, 1일 2회
(1) 체중이 20 kg 이하인 소아의 경우, 100 mg/mL 경구용 액제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된다.
(2) 체중이 50 kg 이상인 소아와 청소년의 용법·용량은 성인과 동일하다.
5. 신장애 환자 레비티라세탐 청소율이 신기능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환자의 신장 기능에 따라 개별적로 투여한다. 성인에서의 용량조절은 
아래 표를 참조한다. 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환자의 크레아티닌 청소율(CLcr, mL/min)값이 필요하며, 성인에서는 아래 공식을 이용하여 혈청
크레아티닌(mg/dl) 수치로부터 얻을 수 있다.

CLcr(mL/min)=
[140-나이(연령)] X 체중(kg)

(X 0.85: 여성의경우)
72 X 혈청크레아티닌(mg/dl)

이후, CLcr은 체표면적(BSA)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CLcr(mL/min/1.73㎡)=
CLcr(mL/min)

X 1.73
체표면적(BSA, ㎡)

신장애를 가진 성인 환자의 용량 조정법

군
크레아티닌 청소율
(mL/min/1.73㎡)

1회 용량 용법

정상 ≥80 500-1,5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경증 50-79 500-1,0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중등증 30-49 250-75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중증 <30 250-5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말기신질환
투석환자(1) - 500-1,000 mg 1일 1회(2)

(1) 투여 첫째날에는 초기부하용량 750 mg의 투여가 권장된다.
(2) 투석 후, 250 - 500 mg의 추가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영아, 소아 및 청소년은 아래 공식을 사용한다.

CLcr(mL/min/1.73㎡)=
키(cm) X ks

혈청크레아티닌(mg/dl)

ks = 0.45 (1세 미만 영아), ks = 0.55 (13세 미만 소아 및 청소년 여성), ks = 0.7 (청소년 남성)
신장애를 가진 영아, 소아 및 50 kg 미만의 청소년 환자의 용량 조정법

군
크레아티닌 청소율
(mL/min/1.73㎡)

1회 용량 및 용법

1-6개월 영아
6-23개월 영아 및 소아 및

50 kg 미만의 청소년

정상 ≥80
7-21 mg/kg(0.07-0.21 mL/kg)

1일 2회
10-30 mg/kg(0.10-0.30 mL/kg)

1일 2회

경증 50-79
7-14 mg/kg(0.07-0.14 mL/kg)

1일 2회
10-20 mg/kg(0.10-0.20 mL/kg)

1일 2회

중등증 30-49
3.5-10.5 mg/kg(0.035-0.105 mL/kg)

1일 2회
5-15 mg/kg(0.05-0.15 mL/kg)

1일 2회

중증 <30
3.5-7 mg/kg(0.035-0.07 mL/kg)

1일 2회
5-10 mg/kg(0.05-0.10 mL/kg)

1일 2회

말기신질환
투석환자(1) -

7-14 mg/kg(0.07-0.14 mL/kg)
1일 1회(1)(3)

10-20 mg/kg(0.10-0.20 mL/kg)
1일 1회(2)(4)

(1) 투여 첫째날에는 10.5 mg/kg (0.105 mL/kg)의 부하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2) 투여 첫째날에는 15 mg/kg (0.15 mL/kg)의 부하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3) 투석 후, 3.5 - 7 mg (0.035 - 0.07 mL/kg)의 추가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4) 투석 후, 5 - 10 mg (0.05 - 0.10 mL/kg)의 추가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6. 간장애 환자 경증에서 중등증의 간장애 환자에는 용량조절이 필요치 않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의 경우,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신부전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60 mL/min/1.73㎡ 미만일 경우 1일 유지량을 50% 감량하는 것이 좋다. 7. 소아 경구용 
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의 불충분으로 1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권장되지 않는다. 4세 이하의 소아에서의 정제 투여는 적용되지 않으
며 1개월 이상의 영아에서는 액제를 투여하여야 한다. 주사제는 1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투여가 권
장되지 않는다. 8. 고령자(65세 이상) 신기능이 약화된 노인 환자에서 용량조정이 권장된다. [사용상의주의사항] 1. 경고 1) 자살충동과 자
살행동 항간질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간질약을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에 대하여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항간질약을 처방 받는 간질과 다른 많
은 질병은 그 자체가 이환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간질약 처방 시 환
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 한다. 2) 신경정신과적 이상반
응 · 부분발작 · 성인 – 이 약은 1) 졸음, 피로, 2) 협조운동장애, 3) 행동이상 등의 중추신경계 이상반응을 발생시킬 수 있다. 졸음, 무력증, 협
조운동장애는 이 약 투여 후 첫 4주 이내에 가장 빈번히 발생하였다. · 소아 – 레비티라세탐정을 투여한 소아환자에 있어, 이 약은 졸음, 피
로, 행동이상을 나타내었다. ·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 이 약은 1차성 전신 강직-간대발작이 있는 6세 이상의 환자에서 행동학적 장애와 
관련이 있었다. 3) 투약 중단 이 약을 포함한 간질치료제는 발작 빈도가 증가되는 잠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이 
약 투여를 중단하는 경우, 성인 및 체중이 50 kg이상인 청소년은 500 mg을 1일 2회 매 2-4주마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6개월 이상의 
소아의 경우, 용량 감소는 매 2주마다 1일 2회 10 mg/kg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6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 용량 감소는 매 2주 마다 1일 2
회 7 mg/kg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주성분이나 다른 피롤리돈 유도체 또는 다른 구성성분에 과
민 반응이 있는 환자 2) 경구용 액제의 경우, 말티톨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드물게 과당내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의 경우 이 약을 
복용해서는 안된다.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경구용 액제의 경우, 알레르기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파라옥시안식향산메칠, 파
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한다. 2) 레비티라세탐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자살, 자살 시도 및 자살 상상이 보
고되었다. 우울 및/또는 자살 상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처방의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환자에게 권고해야 한다. 3) 신장애 환자에 이 약을 투
여하는 경우 용량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에서는 용량 선택 전에 신기능 검사가 권장된다. (용법.용량 참조) 4) 혈구수감
소 (호중구감소증, 무과립구증,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가 레비티라세탐 투여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반
적으로 투여개시시에 나타난다. 중대한 무력감, 발열, 재발성 감염 또는 응고장애를 경험한 환자의 경우 전혈구수 검사가 권고된다(‘4. 이상
반응 4) 시판 후 수집된 이상반응’항 참조). 5) 이상행동 및 공격성 행동: 레비티라세탐은 자극과민성 및 공격성을 포함한 정신병적 증상과 
행동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레비티라세탐 투여 환자들은 중요한 기분 및/또는 인격 변화를 나타내는 정신과적 징후 발현에 대해 모니터되
어야 한다. 그러한 행동들이 인지된다면 투여 조정 또는 점진적 투여 중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투여 중단 시, 용법용량 항을 참조한다. [제조
원] 1) 제조의뢰자 UCB Pharma S.A. 벨기에 2) 제조자 NEXTPharma SAS. 프랑스 [수입자] 한국유씨비제약㈜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
로 369 A+ Asset Tower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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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케프라Ⓡ주사 100 mg/mL(레비티라세탐) [전문의약품][성상] 무색 투명한 액이 든 유리 바이알 주사제 [효능·효과] 레비티라세탐 
주사제는 경구투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환자에 투여한다. 1. 단독요법–처음 간질로 진단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
는 부분발작의 치료(16세 이상) 2. 부가요법–기존 1차 간질치료제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2 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
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16세 이상) - 소아 간대성 근경련 간질(Juvenile Myoclonic Epilepsy) 환자의 근간대성 발작의 치료(16세 이상) 
- 특발성 전신성 간질(Idiopathic Generalized Epilepsy) 환자의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의 치료(16세 이상) [용법·용량] 레비티라세탐 
치료는 정맥 또는 경구 투여로 시작할 수 있다. 경구에서 정맥 또는 그 반대로 투여경로를 바꾸는 경우, 용량적정 없이 바로 투여할 수 있으
며, 1일 총 투여량 및 투여횟수는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주사제는 정맥으로만 투여하며 반드시 투여 전에 희석되어야 한다. 투여용량
을 100 mL의 배합가능한 희석제로 희석하고, 15분간 정맥주입한다. (표1 및 사용상의주의사항 중 ‘13. 적용상의 주의’항 참조)
<표1> 케프라주의 조제 및 투여

투여량 투여용량 희석제용량 주입시간 투여횟수 1일 총 투여량

250 mg 2.5 mL (1/2 바이알) 100 mL 15분 1일 2회 500 mg/일

500 mg 5 mL (1 바이알) 100 mL 15분 1일 2회 1,000 mg/일

1,000 mg 10 mL (2 바이알) 100 mL 15분 1일 2회 2,000 mg/일

1,500 mg 15 mL (3 바이알) 100 mL 15분 1일 2회 3,000 mg/일

레비티라세탐을 4일을 초과하여 정맥 투여한 경험은 없다. 필름코팅정제와 액제는 경구투여 하며 식사와 관계없이 투여할 수 있고,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한다. 1일 용량은 1일 2회 균등한 용량으로 나누어 투여한다. [단독요법] 성인 및 16세 이상의 청소년 초회량은 1일 2회, 
1회 250 mg으로 시작하여, 2주 후 1일 2회, 1회 500 mg으로 증량 투여하도록 한다. 임상적 반응에 따라, 2주마다 1일 500 mg [1회 250 
mg, 1일 2회] 씩 증량할 수 있으며, 최대투여량은 1일 3,000 mg [1일 2회, 1회 1,500 mg]이다. [부가요법] 1. 부분발작 · 성인(18세 이상) 
및 청소년(16세 이상)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2주 내지 4주마다 1일 1,000 mg 
[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며, 최대권장용량은 1일 3,000 mg이다. 2. 소아 환자에서의 근간대성 발작(16세 이상)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마다 1일 1,000 mg씩 증량하여 권장 1일 용량인 3,000 mg까지 증량한다. 
1일 3,000 mg 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연구되지 않았다. 3.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16세이상) · 성인(18세 이상) 및 청소년(16세 이
상) 이 약은 1일 1,000 mg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 마다 1일 1,000 mg [1회 500 mg, 1일 2회]씩 증량하
여 권장 1일 용량인 3,000 mg [1회 1,500 mg, 1일 2회]까지 증량한다. 1일 3,000 mg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적절히 연구되지 않았다. 
4. 신장애 환자 레비티라세탐 청소율이 신기능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환자의 신장기능에 따라 개별적으로 투여한다. 성인에서의 용량조절
은 의약품 첨부문서의 표를 참조한다. 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환자의 크레아티닌 청소율(CLcr, mL/min) 값이 필요하며, 성인에서는 아래 공
식을 이용하여 혈청크레아티닌 (mg/dl) 수치로부터 얻을 수 있다.

CLcr(mL/min)=
[140-나이(연령)] X 체중(kg)

(X 0.85: 여성의경우)
72 X 혈청크레아티닌(mg/dl)

이후, CLcr은 체표면적(BSA)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CLcr(mL/min/1.73㎡)=
CLcr(mL/min)

X 1.73
체표면적(BSA, ㎡)

신장애를 가진 성인 환자의 용량 조정법

군
크레아티닌 청소율
(mL/min/1.73㎡)

1회 용량 용법

정상 ≥80 500-1,5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경증 50-79 500-1,0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중등증 30-49 250-75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중증 <30 250-500 mg 1일 2회(12시간 간격)

말기신질환
투석환자

- 500-1,000 mg 1일 1회(2)

(1) 투여 첫째날에는 초기부하용량 750 mg의 투여가 권장된다.
(2) 투석 후, 250 - 500 mg의 추가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영아, 소아 및 청소년은 아래 공식을 사용한다.

CLcr(mL/min/1.73㎡)=
키(cm) X ks

혈청크레아티닌(mg/dl)

ks = 0.45(1세 미만 영아), ks = 0.55(13세 미만 소아 및 청소년 여성), ks = 0.7(청소년 남성)
신장애를 가진 영아, 소아 및 50 kg 미만의 청소년 환자의 용량 조정법

군
크레아티닌 청소율
(mL/min/1.73㎡)

1회 용량 및 용법

정상 ≥80 10-30 mg/kg 1일 2회

경증 50-79 10-20 mg/kg 1일 2회

중등증 30-49 5-15 mg/kg 1일 2회

중증 <30 5-10 mg/kg 1일 2회

말기신질환
투석환자(1) - 10-20 mg/kg 1일 1회(1)(2)

(1) 투여 첫째날에는 15 mg/kg의 부하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2) 투석 후, 5 - 10 mg의 추가용량 투여가 권장된다.
5. 간장애 환자 경증에서 중등증의 간장애 환자에는 용량조절이 필요치 않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의 경우,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신부전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60 mL/min/1.73 ㎡ 미만일 경우 1일 유지량을 50% 감량하는 것이 좋다. 6. 소아 주사제
는 1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4세 이하의 소아에서의 정제 투여는 적용되
지 않으며 1개월 이상의 영아에서는 액제를 투여하여야 한다. 경구용 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의 불충분으로 1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권장되지 않는다. 7. 고령자(65세 이상) 신기능이 약화된 노인 환자에서 용량조정이 권장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자살충동과 
자살행동 항간질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간질약을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
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에 대하여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항간질약을 처방받는 간질과 다른 
많은 질병은 그 자체가 이환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 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간질약 처방 시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 한다. 2) 신경정신과적 이상
반응  · 부분발작 · 성인: 이 약은 1) 졸음, 피로, 2) 협조운동장애, 3) 행동이상 등의 중추신경계 이상반응을 발생시킨다. 졸음, 무력증, 협조
운동장애는 이 약 투여 후 첫 4주 이내에 가장 빈번히 발생하였다. · 소아: 레비티라세탐정을 투여한 소아환자에 있어, 이 약은 졸음, 피로, 
행동이상을 나타내었다. ·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 이 약은 1차성 전신 강직-간대발작이 있는 6세 이상의 환자에서 행동학적 장애와 관
련이 있었다. 3) 투약 중단 이 약을 포함한 간질치료제는 발작 빈도가 증가되는 잠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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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icl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and our understanding of phenotypic and genetic 
variation in Allan-Herndon-Dudley syndrome (AHDS), which is a rare X-linked mental retardation 
syndrome characterized by hypotonia, generalized spasticity, and moderate-to-severe psychomo-
tor retardation. AHDS is caused by a mutation of solute carrier family 16 member 2 (SLC16A2), 
which encodes monocarboxylate transporter 8 (MCT8), a transporter of triiodothyronine (T3) into 
neurons. 
Methods: We enrolled nine patients with AHDS from unrelated families, except for two patients 
who were cousins, through a retrospective chart review. Clinical features, brain imaging, electro-
encephalograms, thyroid hormone profiles, and genetic data were reviewed retrospectively and 
compared with previously reported cases. 
Results: We found three novel and five previously reported pathogenic variants in nine patients 
from eight families. All patients presented with hypotonia, spasticity, severe developmental delay, 
and elevated serum T3 levels. Cataplexy, which is a previously unreported phenotype, was found 
in two patients with the same mutation. In our cohort, seizures were uncommon (n=1) but in-
tractable. 
Conclusion: This study broadens the known phenotypic variations of AHDS, ranging from rela-
tively mild global developmental delay to a severe form of encephalopathy with hypotonia, spas-
ticity, and no acquisition of independent sitting. The syndromic classification or genetic etiology 
of global developmental delay is extremely heterogeneous; therefore, early clinical suspicion is 
challenging for clinicians. However, severe mental retardation with hypotonia, spasticity, and ele-
vated serum T3 levels in boys is a highly suspicious clinical clue for the early diagnosis of AHDS. 

Keywords: Allan-Herndon-Dudley syndrome; SLC16A2 protein, human; Mental retardation, 
X-linked; Cataple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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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Allan-Herndon-Dudley syndrome (AHDS) is a rare disease char-
acterized as an X-linked mental retardation syndrome that is asso-
ciated with neuromuscular involvement and thyroid function ab-
normality. The first case of AHDS was reported by Allan et al. [1] 
in 1944, but its association with solute carrier family 16 member 2 
(SLC16A2) mutation was first described in 2004 [2,3]. 

SLC16A2 encodes monocarboxylate transporter 8 (MCT8), a 
transmembrane transporter of the active form of thyroid hormone, 
triiodothyronine (T3) [4]. Thyroid hormones are important for 
neurodevelopment and normal growth. Because MCT8 is highly 
expressed in the brain–blood barrier and neuronal cells of the de-
veloping brain [5], MCT8 defects result in severe psychomotor 
deficits including central hypotonia, generalized spasticity, dysto-
nia, and moderate-to-severe intellectual disability [2,3]. Impaired 
myelination on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has been 
reported in the majority of affected patients, but the heterogeneity 
of MRI findings needs further evaluation [6,7]. 

The thyroid profile of patients with AHDS shows elevated T3 
levels, low-to-normal free tetraiodothyronine (T4) levels, and nor-
mal-to-high thyroid-stimulating hormone (TSH) serum levels 
[2,3]. Due to the elevated serum levels of T3, other organs, such as 
the heart, muscles, and liver, which are less dependent than the 
brain on the MCT8 protein for transporting thyroid hormones 
into the cell, are affected by peripheral thyrotoxicosis, the symp-
toms of which include muscle wasting, low body weight, and 
tachycardia [8,9]. 

The phenotypic spectrum of AHDS is highly varied, including 
patients who achieve independent walking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to those with severe encephalopathy [10,11]. The phe-
notype-genotype correlation is not yet understood fully, but resid-
ual protein activity is suggested to be associated with clinical sever-
ity [12]. 

Herein, we present nine patients who were diagnosed with ge-
netically confirmed AHDS. Their clinical, laboratory, radiologic, 
and genetic characteristics were described in detail to broaden the 
scope of known phenotypic characteristics and to expand our un-
derstanding of the disease. 

Materials and Methods 

1. Patients 
Nine male patients aged from 0 to 16 years were diagnosed with 
AHD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Children’s Hospital from Janu-
ary 2010 to January 2020. The diagnoses were made by a clinical 
neurologist based on the patients’ clinical presentation and thyroid 

hormone profile followed by confirmative genetic testing. For the 
patients diagnosed with AHDS based on molecular analysis, we 
performed a detailed retrospective review of medical records in-
cluding clinical characteristics, laboratory test results including the 
thyroid hormone profile, brain MRI, and electroencephalography 
(EEG). 

2. Molecular analysis 
Genomic DNA was extracted from peripheral blood from the pa-
tients and/or their family members by standard procedures after 
obtaining informed consent. Genetic variants were analyzed using 
targeted panels or whole-exome sequencing. The exon sequences 
and their flanking intronic sequences were identified through poly-
merase chain reaction using genomic DNA. The DNA sequences 
were mapped to and analyzed in comparison with the published 
human genome build (UCSC hg19 reference sequence [RefSeq]). 
The targeted coding exons and splice junctions of the known pro-
tein-coding RefSeq genes were assessed for the average depth of 
coverage and data quality threshold values. All reportable sequence 
variants below the threshold quality were confirmed by Sanger se-
quencing analysis using a separate DNA preparation. The DNA 
sequences were aligned to a human reference sequence (NCBI Ac-
cession No. NM_006517.5 for SLC16A2).  

In silico analysis of the missense variants was performed using 
the CADD, SIFT, and Polyphen-2 programs, which evaluate the 
predicted deleteriousness and functional effects of each variant. 
The PhyloP program (phylogenetic P values) was used to measure 
evolutionary conservation. The minor allele frequency of variants 
was determined using data from gnomAD.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IRB No. 2101-
173-1191). The requirement to obtain written informed consent 
from the patients was waived due to the retrospective nature of our 
study. 

Results 

1. Demographics and clinical presentation of AHDS 
syndrome 
All nine patients were male and born from nonconsanguineous 
parents of Korean ethnicity. Table 1 summarizes the clinical mani-
festations and examination results of the nine patients who were 
genetically confirmed to have AHDS. 

2. SCL16A2 mutation analysis and family history 
We found three novel mutations (1396G > C [p.A466P], c.80delG 
[p.G27Vfs*57], c.58C > T [p.Q20X]), and five previousl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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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mutations (c.449C > T [p.A150V], c.439G > A [p.G147R], 
c.1026+1G > A, exon 1 deletion, exon 5 deletion) in nine patients 
from eight families. Five patients inherited the mutation from their 
mother and two patients had de novo mutations. In two patients, 
maternal carrier status was not checked. The mutations in the 
SLC16A2 are summarized in Table 1 and Fig. 1. 

Family histories were reviewed and relatives with cerebral palsy 
of unknown etiology were observed in three patients from two 
families. Patients 8 and 9 were maternal cousins and patient 3 had a 
maternal uncle bedridden with spastic paraplegia, who was consid-
ered to have cerebral palsy from an unknown cause. 

3. Perinatal problem 
Antenatal problems were reported in one of the nine patients. 
Weak fetal movement, a small biparietal diameter, and low body 
weight were observed in patient 5, but delivery was uneventful. All 
patients were born full-term. Neonatal problems were present in 
three patients (33.3%). The patients with neonatal jaundice (n = 2) 
were treated by phototherapy, those with transient respiratory dis-
tress (n = 2) did not need ventilator support, and one patient with 
patent ductus arteriosus (n = 1) required a ligation operation. Pa-
tient 8 presented with neonatal jaundice, transient respiratory dis-
tress, and patent ductus arteriosus; however, patient 9, who had the 
same mutational variant as patient 8, did not experience any of 
these problems. 

4. Growth 
The growth parameters at birth were all normal for all patients ex-
cept patient 1, who had low birth weight. Although all patients ex-
cept one had a normal body weight at birth, poor weight gain was 
present in three patients. Microcephaly was present in patient 5, 
who also had low body weight (below the first percentile). Short 
stature was not observed in any of the nine patients during the fol-
low-up period. 

5. Neurologic symptoms 
All patients visited the clinic for evaluations of motor developmen-

tal delay. The median age at the first visit was 6 months (range, 3 to 
12) and the median age at the last follow-up was 4 years (range, 2 
to 8). In seven patients, the initial symptom was an inability to con-
trol the head at the age of 3 to 6 months. In patients 8 and 9, who 
were maternal cousins with the same variant, developmental delay 
was noticed at 11 to 12 months of age because they could not sit 
alone by then. These two patients could walk with a dystonic and 
ataxic gait at 4 years old. The other seven patients who could not 
walk independently showed various patterns of motor develop-
ment during the follow-up period, as follows: no head control 
(n = 2), partial head control (n = 3), partial head control and rolling 
over (n = 1), and partial head control and sitting with assistance 
(n = 1). Axial hypotonia was observed in all patients (n = 9). Pyra-
midal symptoms were also present in all patients, including spastic-
ity (n = 9) and hyperreflexia (n = 9). Extrapyramidal symptoms 
were also frequent, including dystonia (n = 7) and choreoathetosis 
(n = 1). Notably, patient 9 showed no definite abnormality on the 
initial neurologic examination at the age of 11 months, and did not 
demonstrate axial hypotonia at that time. Other pyramidal and ex-
trapyramidal features became evident and progressed over time.

Startles or myoclonic movements were common symptoms 
(n = 5). This symptom was triggered especially when the patients 
were about to sleep or were stimulated by sounds. Four patients 
underwent an EEG for startles or myoclonic movements to differ-
entiate them from seizures. The EEG records from two patients 
were normal and the other two patients showed intermittent 
high-amplitude delta activities without definite epileptic discharg-
es. 

Seizures were observed in one patient. Specifically, seizures start-
ed at 3 months of age in patient 5, who was intractable to multiple 
antiepileptic drugs. The seizure semiology was generalized as tonic 
or tonic-clonic, and seizures occurred several times a day. EEG 
studies revealed focal epileptic discharges in the unilateral fronto-
central region. 

All patients had an intellectual disability, but its severity varied. 
Seven patients never walked independently or spoken a single 
word; however, they could make eye contact and social smiles, and 

Exon1

Patient 6
Q20Xa

Patient 1
Exon 1 deletionb

Patient 2
G27Vfs*57a

Patient 3
c.1026+1G>Ab

Patient 7
Exon 5 deletionb

Patient 4
G147Rb

Patient 5
A150Vb

Patient 8,9
A466Pa

Exon2 Exon3 Exon4 Exon5 Exon6

Fig. 1. Mutations of the solute carrier family 16 member 2 (SLC16A2) gene in this study. aNovel variant; bPreviously reported vari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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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ze their parents. Patient 8 could say a few words, but was 
not able to make a sentence and could comprehend simple com-
mands. Patient 9 who had the same mutation variant as patient 8 
could not say any words, but could communicate with gestures 
and understand simple commands. Interestingly, patient 8 showed 
regression of language ability at the age of 7 years in both expres-
sive and receptive language. 

Cataplexy, which is a sudden loss of muscle tone triggered by 
emotional stress, was observed in patients 8 and 9 at the ages of 7 
and 5 years, respectively. No other patients in this cohort showed 
cataplexy. 

6. Brain MRI 
Among the nine patients, patients 8 and 9, who had the same 
SLC16A2 mutation variant, showed normal brain MRI findings on 
examinations performed at 1, 2, and 8 years and 1 year of age, re-
spectively. Abnormalities on brain MRI were observed in seven pa-
tients, including delayed myelination, brain atrophy, a thin corpus 
callosum, and a prominent subarachnoid space in the middle cra-
nial fossa. Delayed myelination was found in five patients. Among 
them, serial MRI studies were obtained in one patient and delayed 
myelination was persistent until the last follow-up at 4 years of age 
(Fig. 2). Diffuse cerebral atrophy was found in five patients, and se-
rial MRI studies in two of them revealed progression of cerebral at-
rophy. A thin corpus callosum was found in four patients. In one of 

them, a thin corpus callosum was the only abnormality observed 
on brain MRI. A subarachnoid cyst or prominent subarachnoid 
space in both middle cranial fossae was found in two patients. 

7. Thyroid hormone blood levels 
The thyroid hormone profiles at patients’ initial examinations are 
summarized in Table 2. The median age at the first test was 16 
months (range, 8 to 83). TSH levels were normal in eight patients 
and high in patient 1. Patient 1 had low free T4 with a high TSH 
level; therefore, he was treated with levothyroxine replacement be-
fore the diagnosis of AHDS. Low free T4 levels were found in four 
patients and were normal in five patients. T3 levels were high in all 
nine patients at the initial test. The median T3 level at the initial test 
was 250 ng/dL (range, 190 to 436.5; reference, 64 to 152). In pa-
tient 5, successive thyroid hormone tests revealed normalization of 
T3 levels and decreased free T4 levels below the normal range at 4 
and 5 years of age compared to the initial results obtained at 9 
months of age. The ratio of T3 to free T4 was also calculated, and 
the median T3 to free T4 ratio was 420.7 (range, 231.7 to 704.0; ref-
erence, 41.2 to 217.1). The T3 to free T4 ratio was consistently high 
even in patient 5, whose T3 level was normalized and had a de-
creased free T4 level. 

8. Laboratory abnormalities 
Elevated lactic acid levels were observed in five patients. Severe lac-

Fig. 2.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of patient 2 at the ages of (A, B) 22 months and (C, D) 4 years. (A, C) Axial and (B, D) 
sagittal T1-weighted MRI showed a thin corpus callosum, progression of cerebral atrophy, and persistent hypomyelination.

A B C D

Table 2. Initial thyroid hormone levels

Variable Reference Patient 1 Patient 2 Patient 3 Patient 4 Patient 5 Patient 6 Patient 7 Patient 8 Patient 9
T3 (ng/dL) 64–152 250.4 219.4 280 238 190 436.5 228 358.3 281.9
TSH (μIU/mL) 0.35–4.94 6.34 2.16 4.10 2.74 2.4 3.95 4.46 2.09 2.70
Free T4 (ng/dL) 0.70–1.48 0.54 0.71 0.52 0.66 0.82 0.62 0.83 0.73 0.70
T3/free T4 41.2–217.1 463.0 309.0 538.5 360.6 231.7 704.0 274.7 490.8 402.7

T3, triiodothyronine; TSH, thyroid-stimulating hormone; T4, tetraiodothyro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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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 acidosis needing alkali treatment was observed in two patients 
and hyperlactatemia without metabolic acidosis was observed in 
the remaining three patients. Transient hyperammonemia accom-
panied by severe lactic acidosis was observed in patient 2, which 
was incidentally identified from the metabolic workup and treated 
with sodium benzoate. Neurologic symptoms associated with hy-
perammonemia were not observed. After that event, the ammonia 
level remained in a normal range even after ceasing medication. In-
termittent elevation of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and creatinine kinase (CK) was noted in 
two patients. 

9. Skeletal problems and other problems (urologic and 
ocular) 
Skeletal abnormalities were found in four patients, including hip 
dislocation (n = 2), bilateral coxa valga (n = 1), macrodactyly of the 
first and second toes (n = 1), and pes planovalgus (n = 1). Cryptor-
chism was present in patient 5 and testis sonography revealed uni-
lateral gliding testis. Ocular examinations were performed in six 
patients, and strabismus was noted in one patient. 

Discussion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detailed investigation of the clinical, 
genotypic, and laboratory characteristics of nine male patients with 
genetically confirmed AHDS. 

After the causative gene SLC16A2 was revealed, the pathophysi-
ology of AHDS has been understood as resistance to thyroid hor-
mones in the brain due to the deficiency of the thyroid hormone 
transporter, MCT8, which plays a key role in transporting thyroid 
hormones across the blood–brain barrier and into neuronal and 
glial cells in developing brains [13]. The MCT family, which is a 
member of the major facilitator superfamily (MFS), has a shared 
structural fold with 12 transmembrane domains (TMDs) and cy-
tosolic N- and C-termini [14]. This transmembrane protein is 
thought to control the cellular influx and efflux of thyroid hor-
mones and regulate intracellular hormone levels [4,15]. An expres-
sion analysis of MCT8 revealed that it is present in cerebral neu-
rons, glial cells, and the cellular structures that compose the blood–
brain barrier and blood–cerebrospinal fluid barrier in the fetal 
brain [5,16]. In addition to the brain, MCT8 is also abundant in 
the thyroid glands, kidneys, and liver [4]. 

A distinctive thyroid hormone profile is a hallmark of AHDS 
[2,3]. Typically, the T3 level is elevated, the free T4 level is normal 
to low, and the TSH level is normal to mildly elevated. Considering 
the diseases resulting from defects of other thyroid hormone trans-
porters, such as OATP1C1 deficiency, which shows a normal thy-

roid hormone profile [17], abnormal serum thyroid hormone lev-
els not only provide a clue for diagnosis, but also show the associa-
tion of MCT8 and the hypothalamus-pituitary-thyroid (HPT) 
axis. Studies on the relevance of MCT8 to the HPT axis in Mct8-
knock-out mice have shown that the hypothalamus and pituitary 
gland seem to poorly sense serum thyroid hormone concentra-
tions, which suggests that TSH level is not a reliable indicator of 
the thyroid hormone status of the brain and body [18,19]. Al-
though an elevated T3 level was thought to be a fingerprint of 
AHDS, normal T3 levels were reported in some cases [10,11]. In 
our cohort, patient 5, who had an elevated T3 level of 190 ng/dL 
(reference range, 64 to 152) at the age of 9 months showed normal 
serum T3 levels of 144.5 and 115.7 ng/dL at the ages of 4 and 5 
years, respectively, with decreased free T4 levels, but the ratio of T3 
to free T4 was still elevated. If AHDS is clinically suspected, it is rec-
ommended to test the patients’ thyroid hormone status repeatedly 
and keep in mind that the T3 level can vary. An increased T3 to free 
T4 ratio may be a more reliable parameter for clinical suspicion of 
AHDS. 

The types of mutations in the SLC16A2 gene vary considerably, 
from single-nucleotide variants to large deletions. In our cohort, we 
reported three missense mutation, one nonsense mutation, one 
frameshift mutation, one splicing-site mutation, and two exon de-
letions. Several functional studies have shown that genetic muta-
tions of SLC16A2 cause a variable degree of functional defects in 
MCT8, including impairments of homodimerization, localization 
to the plasma membrane, and transport function [20,21]. Two 
previously reported missense mutations were found in patients 4 
and 5, who had c.439G > A [p.G147R] and c.449C > T [p.A150V] 
mutations, respectively. The c.439G > A [p.G147R] mutation 
changes the glycine located in the second TMD to arginine. In 
functional studies [20], it impaired the thyroid hormone trans-
porter activity without affecting localization to the plasma mem-
brane. The clinical manifestation of two patients with the p.G147R 
mutation from the same family reported previously [18] was simi-
lar to patient 4, who had a severe phenotype with spastic paraplegia 
and absence of verbal output, except for seizures, which were not 
observed as of the age of 4 years (at his last visit). The c. 449C > T 
[p.A150V] mutation in patient 5 changed alanine to valine in the 
second TMD. This has been reported previously, and all cases had 
the same severe phenotype as patient 5 [19,22,23]. In the func-
tional analysis [19,21], this mutation was reported as not affecting 
dimer assembly [21], but impairing expression in the plasma 
membrane [19]. The novel 1396G > C [p.A466P] missense muta-
tion from patients 8 and 9 changed alanine to proline in the 11th 
TMD and caused a relatively mild phenotype, as the patients 
gained the ability to walk and had normal brain MRI findings. A 

Ann Child Neurol 2021;29(4):149-158

155https://doi.org/10.26815/acn.2021.00423



functional study was not performed for these patients. In our co-
hort, exon deletion was found in patients 1 and 7, who showed 
exon 1 and exon 5 deletion, respectively; sole exon 5 deletion has 
not been reported previously. Both patients had a severe pheno-
type, with spastic paraplegia and no verbal output. Patient 3 had a 
c.1026+1G > A spicing site mutation, which was previously report-
ed in one case [24]. In that case, the clinical presentation was simi-
lar, showing a severe phenotype, but the thyroid hormone profile 
was different because the previously reported case showed lower 
free T4 levels than patient 3, who had normal free T4 levels [24]. 
The novel frameshift mutation c.80delG [p.G27Vfs*57] and non-
sense mutation c.58C > T [p.Q20X] on exon 1 were observed in 
patients 2 and 6, respectively, who had severe phenotypes. 

Axial hypotonia and spasticity were the most common features 
in our cohort, which corresponds well with previously reported 
cases [10,11]. Among several extrapyramidal phenotypes, exagger-
ated startles or myoclonus was a notable phenotype in this cohort, 
as observed in 55% (5/9) of the patients. Dystonia, which is also a 
commonly reported manifestation of AHDS, was also widely ob-
served in this study. 

Along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reported patients and ge-
netic mutations of AHDS over the last decade, some patient 
groups have shown milder phenotypes than others, with mild in-
tellectual disability or achieving ambulation [10,18,25-29]. In this 
cohort, patients 8 and 9, who had the same missense 1396G > C 
[p.A466P] mutation at the end of the 11th TMD, showed a dis-
tinctively milder phenotype compared to the other patients. Their 
age of onset was later than that of the others and they achieved am-
bulation around 5 years of age. Although both had the same vari-
ants and could be categorized as having a mild phenotype, they 
had phenotypic differences. At the initial neurologic examination 
at the age of 12 months, patient 9 showed more classical clinical 
features, such as hypotonia, spasticity, and hyperreflexia, whereas 
patient 8 showed none of these features except for mild hypotonia. 
During the follow-up period, these clinical features became evident 
in patient 8. In this patient with a mild phenotype, the initial neu-
rologic examination was uncertain; thus, thoughtful follow-up is 
crucial.  

To our knowledge, cataplexy, which was a notable shared pheno-
type of patients 8 and 9, has not previously been reported in pa-
tients with AHDS. As one of the features of narcolepsy, cataplexy is 
thought to be related to the deficiency of orexin, a neurotransmit-
ter secreted by neurons in the lateral hypothalamus [30], which 
plays a role in the sleep–wakefulness cycle. There is a topographi-
cal similarity in that both orexin-producing neurons and 
MCT8-expressing cells exist in the hypothalamus [31]. Although 
the underlying mechanism is unclear, several studies have shown 

evidence supporting the association between the HPT axis and 
the orexin system. In an animal study, treatment with a thyrotro-
pin-releasing hormone analogue improved cataplexy [32] and a 
low level of TSH was reported in patients with orexin-deficient 
narcolepsy [33]. The finding of cataplexy in patients with AHDS 
could also support the suggested link between the two systems; 
thus, further research is needed. 

Several phenotypes in patients with AHDS, including poor 
weight gain, decreased muscle bulk, and tachycardia as reported 
previously, were thought to be caused by peripheral thyrotoxicosis. 
Poor weight gain was also a common phenotype in this cohort. 
Skeletal muscle is one of the major target organs for thyroid hor-
mones, which regulate homeostasis. The regeneration of skeletal 
muscle and excessive T3 levels in patients with AHDS changes the 
expression pattern of numerous proteins toward a catabolic status, 
which results in muscle wasting [34]. Elevation of lactic acid was 
observed in about half of the patients, and one-third of them expe-
rienced metabolic acidosis. Along with lactic acid, the increased 
levels of AST, ALT, CK, and ammonia were thought to reflect the 
catabolic status of skeletal muscle [8]. These laboratory abnormal-
ities can sometimes lead to the misdiagnosis of mitochondrial or 
muscle disease; for example, previous reports of brain MRI find-
ings in patients with AHDS [6] showed that delayed myelination 
or hypomyelination was a major accompanying feature with or 
without cerebral atrophy. In some previous research, normalization 
of myelination in the successive follow-up of brain MRI was re-
ported [6,7]; however, this was not observed in our case. The ob-
servation of severe hypomyelination on brain imaging can lead to a 
misdiagnosis of other neurodegenerative diseases that are catego-
rized into leukodystrophy, such as lysosomal storage disease or mi-
tochondrial disease. Normal brain MRI findings were also ob-
served in two patients with milder phenotypes, which makes 
AHDS difficult to diagnose. 

Due to the specific pathophysiology and significant burden of 
AHDS, various efforts have been made to obtain an effective treat-
ment [35]. Recently, a second-phase clinical trial of treatment with 
triiodothyroacetic acid, which is a thyroid hormone analogue, 
showed clinical improvement of peripheral thyrotoxicosis and the 
possibility of improving patients’ neurologic status if treated at a 
young age [36]. Therefore, an early diagnosis is becoming more 
important. 

Herein, we report nine patients who were genetically confirmed 
with AHDS with mutations of SLC16A2, which encodes MCT8, a 
thyroid hormone transporter. Phenotypic and genetic variability is 
a notable feature of the disease, which makes an early diagnosis dif-
ficult. Understanding its broad clinical features, which reflect the 
opposite patterns of thyroid hormone status in the brain and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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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phery, with a variable serum thyroid profile and MRI findings 
will help to stimulate clinical suspicion and guide early confirmato-
ry genetic tests. Importantly, a thyroid function test including T3 
levels should be considered when encountering male patients with 
severe developmental delay and spast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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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icle

Purpose: High-resolution vessel wall-magnetic resonance imaging (VW-MRI) has been used to 
detect regional vessel wall pathology, significantly contributing to the diagnosis of primary angii-
tis of the central nervous system (PACNS) from other arteriopathies. In this study, we aimed to 
describe three cases of PACNS initially presenting as acute ischemic stroke, diagnosed and fol-
lowed up with VW-MRI. 
Methods: The medical records of three patients diagnosed with PACNS were retrospectively re-
viewed. We also reviewed the clinical application of VW-MRI in published articles for the pediat-
ric cases since 2016. 
Results: The initial presenting symptoms were headache, diplopia, confused mentality, hemiple-
gia, dysarthria, and dizziness. All patients had acute infarction on brain MRI, with suspicion of 
vasculopathy on magnetic resonance angiography. VW-MRI revealed narrowing of vessels with 
concentric wall thickening and diffuse enhancement in the anterior cerebral artery (n=1), middle 
cerebral artery (n=1), posterior cerebral artery (n=2), lenticulostriate artery (n=1), anterior inferior 
cerebellar artery (n=1), and vertebral artery (n=1), suggestive of vascular wall pathology. After 
excluding the possible etiologies of vasculitis, the clinical diagnosis of PACNS was established. 
Three patients received high-dose steroid and cyclophosphamide therapy. Two patients were 
treated with long-term azathioprine based upon the findings of persistent vessel enhancement 
on VW-MRI. All patients were regularly followed up with VW-MRI for more than 1 year. We 
summarized the clinical and radiological features of the published pediatric cases using VW-MRI 
to date. 
Conclusion: High-resolution VW-MRI plays an important role in diagnosing childhood PACNS, as 
results correlate with diseas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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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Primary angiitis of the central nervous system (PACNS) is charac-
terized by inflammation and destruction of vessels, leading to isch-
emic changes in the vascular territory [1,2]. PACNS is a cause of 
childhood stroke and can potentially result in life-threatening neu-
rologic deficits if it is not recognized or treated properly. Brain bi-
opsy is a definitive test, and transfemoral cerebral angiography 
(TFCA) is the gold standard for the diagnosis of PACNS. Howev-
er, those tests are invasive and not widely available, especially in pe-
diatric patients. Laboratory tests with blood or cerebrospinal fluid 
(CSF) and standard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are 
neither sensitive nor specific, and magnetic resonance angiography 
(MRA) and computed tomography angiography (CTA) only sug-
gest vascular stenosis or irregularity, but are not confirmative for 
distinguishing PACNS from other arteriopathies [3]. 

In recent research, gadolinium enhancement of the vessel wall 
on high-resolution intracranial vessel wall-magnetic resonance im-
aging (VW-MRI) has been used to classify the etiologies of isch-
emic stroke in adults [4-7]. Unlike conventional vascular imaging 
techniques, such as MRA, CTA, or cerebral angiography, which 
show the contour of the arterial lumen, VW-MRI directly provides 
information about the arterial wall, allowing the detection of re-
gional vessel wall pathology. However, only a few cases have been 
reported in which VW-MRI was used in children [8-11].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how the value of VW-MRI in the dif-
ferential diagnosis and management of PACNS in children. We de-
scribe three cases of clinically diagnosed PACNS that initially pre-
sented with acute ischemic stroke, in which the clinical diagnosis of 
PACNS was reached with the aid of VW-MRI. 

Materials and Methods 

This study included three patients who were clinically diagnosed 
with PACNS at Samsung Medical Center between December 
2018 and May 2020. Data on age at diagnosis, sex, family history, 
clinical characteristics, neurological examinations, laboratory find-
ings, image findings, medical therapy, and treatment response were 
collected retrospectively based on patients’ medical records.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the Sam-
sung Seoul Hospital (IRB No. 2020-05-049). Written informed 
consent by the patients was waived due to a retrospective nature of 
our study.

Intracranial vessel wall imaging was performed using high-reso-
lution, 3-T MRI equipment (Achieva, Philips Medical System, 
Best, The Netherlands). The vessel wall imaging protocol included 
three-dimensional pre- and post-contrast fast T1-weighted images 

(T1WI) and proton density (PD) images with multiplanar recon-
struction. T1WI was performed using a three-dimensional turbo 
spin echo (TSE) sequence with the following parameters: repeti-
tion time (TR)/echo time (TE) = 650 ms/18 ms; TSE factor 32; 
field of view = 180 × 180 × 35 mm; matrix size = 512 × 512; voxel 
size = 0.700 × 0.700 × 0.703 mm2; and spectral presaturation with 
inversion recovery fat suppression. The parameters used for the 
PD images were TR/TE = 2,000 ms/16 ms, TSE factor 8, field of 
view = 240 × 180 × 143 mm, voxel size 0.486 × 0.486 mm, recon-
struction matrix size = 880, number of signal averages = 2, and slice 
thickness = 6.6 mm. Vessel walls were visualized using the black-
blood technique with pre-regional 80-mm-thick saturation pulses 
to saturate the incoming arterial flow. 

We also reviewed the clinical application of VW-MRI in pub-
lished articles describing pediatric cases since 2016. 

Results 

The radiologic findings and clinical course of the three cases are 
shown in Fig. 1 and Supplementary Fig. 1, respectively [8-11]. 

1. Case 1 
An 8-year-old boy experienced headaches and diplopia, with tran-
sient motor weakness 3 weeks prior. He had normal development 
and no medical history. He visited a local hospital, where brain 
MRI showed multifocal acute infarction in the left occipital lobe 
and bilateral cerebellum. His symptoms worsened within 1 day. 
Repeated brain MRI revealed an increase in the extent of the in-
farct, and brain MRA findings were suspicious for left posterior ce-
rebral artery (PCA) occlusion. The initial impression was mito-
chondrial encephalomyopathy, lactic acidosis, and stroke-like epi-
sodes (MELAS) because he had mildly elevated lactic acid levels 
(3.14 mmol/L) at the local hospital. He was started on clopidogrel 
and the mitochondrial cocktail: a combination of coenzyme Q1, 
L-carnitine, lipoic acid and multivitamins (retinol, tocopherol, 
ascorbic acid, thiamine, riboflavin, nicotinamide, pyridoxine, cya-
nocobalamin, dexpanthenol, biotin, and cholecalciferol). He also 
received steroid pulse therapy (methylprednisolone; 15 mg/kg/
day) because the possibility of vasculitis was not completely ruled 
out. MELAS genetic testing was negative. 

The patient was referred to our hospital for further evaluation 
and management on the 3rd day of steroid pulse therapy. On ad-
mission, he complained of headache, dizziness, and diplopia. In ad-
dition, he was diagnosed with right homonymous hemianopsia 
and cerebellar dysfunction based on a neurological examination. 
The white blood cell count, hemoglobin, and platelet count were 
19,750/μL, 13.7 g/dL, and 321,000/μL, respectively. His lac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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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d level was normal. Inflammatory markers, including C-reactive 
protein (CRP) and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ESR), and the 
results of coagulopathy testing with autoimmune antibodies were 
unremarkable. Echocardiography, including a cardiac shunt test, 
was negative and showed no structural abnormalities. Thoracoab-
dominal CTA, abdominal ultrasonography, and lower extremity 
Doppler ultrasonography revealed no findings of thromboembo-
lism. We could exclude paraneoplastic thromboembolism because 
whole-body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showed no evidence 

of malignancy. After methylprednisolone pulse therapy for 3 days 
followed by methylprednisolone at 1 mg/kg/day, the patient’s con-
dition deteriorated, with symptoms including partial seizures, 
headache, right facial palsy, and decreased mentality shortly after-
ward. Oxcarbazepine and diphenylhydantoin were administered as 
antiseizure medications. Brain MRI and MRA demonstrated pro-
gression of the infarction with aggravated occlusion of the left PCA 
(Fig. 1Aa and Ba). TFCA was performed because of suspicion of 
vasculopathy. He showed multifocal segmental stenosis with oc-

Fig. 1. Comparison of brain images in patients with primary angiitis of the central nervous system. Case 1: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Aa) shows a multifocal infarction in the left occipital lobe and thalamus on fluid-attenuated inversion recovery (FLAIR). 
Magnetic resonance angiography (Ba) reveals left posterior cerebral artery (PCA) occlusion (arrow). High-resolution vessel wall-
magnetic resonance imaging (VW-MRI) was performed, and post-contrast T1-weighted images (T1WI) obtained before treatment (Ca) 
show wall enhancement of the left PCA, which disappeared in follow-up post-contrast T1WI (Da) obtained after treatment. Case 2: T2-
weighted image (Ab) demonstrates acute infarction in the left basal ganglia, insula, and frontotemporoparietal lobe. Magnetic resonance 
angiography (Bb) shows a decreased caliber of the left middle cerebral artery (MCA) (arrow) and anterior cerebral artery (ACA) (arrowhead). 
Post-contrast T1WI of VW-MRI (Cb) shows enhancement of the left proximal ACA (arrow). Follow-up post-contrast T1WI of VW-MRI 
(Db) shows disappearance of the vascular wall enhancement. Case 3: Initial brain MRI (Ac) shows an infarction in the right cerebellum on 
FLAIR. The right anterior inferior cerebellar artery is not seen on magnetic resonance angiography (Bc, arrow). There is focal enhancement 
at the basilar tip in post-contrast T1WI of VW-MRI (Cc). Follow-up post-contrast T1WI (Dc) shows disappearance of the enh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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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ion in the left PCA and superior cerebellar artery (SCA), 
which was more severe than the findings of previous MRA per-
formed at another hospital. To identify the regional wall pathology, 
we used high-resolution intracranial VW-MRI, which revealed 
multiple vessel wall enhancements suggestive of vasculitis (Fig. 
1Ca). 

Under the clinical diagnosis of PACNS after excluding other 
causes of vasculitis, we maintained and slowly tapered the steroid 
dosage to oral prednisolone at 1 mg/kg/day and observed neuro-
logic improvement in the patient. However, he had an additional 
newly developed infarction with acute headache and vomiting on 
day 30 and was treated with cyclophosphamide (750 mg/m2 body 
surface area [BSA]) monthly for 4 months as induction therapy, 
followed by azathioprine (25 mg daily) maintenance therapy. After 
initiation of cyclophosphamide, he had no recurrent headache, and 
vessel wall enhancement became less evident at the 2-month fol-
low-up VW-MRI. After 2 years, there was no vessel wall enhance-
ment (Fig. 1Da) despite the remaining luminal narrowing at the 
left proximal anterior cerebral artery (ACA) and left PCA, and 
azathioprine was discontinued. He gradually showed clinical im-
provements in ataxia, dysmetria, and cognitive function sufficient 
to return to school, and showed only mild clumsiness at the most 
recent follow-up. 

2. Case 2 
An 11-year-old girl presented with a sudden onset of confused 
mentality, right hemiplegia, and dysarthria. She had no history of 
fever or systemic illness. Brain MRI indicated acute ischemic in-
farction in the left basal ganglia, but CTA showed normal findings, 
without any steno-occlusive lesions in the bilateral cerebral arteries. 
The laboratory test results, including the evaluation of infection, 
autoimmune diseases, metabolic diseases, and coagulopathy, were 
normal. Echocardiography was normal, with a negative saline 
shunt test. During heparinization, brain MRI revealed an interval 
increase in the extent of the acute infarction involving the left basal 
ganglia, insula, frontotemporoparietal lobe, and nearby white mat-
ter with diffuse brain swelling (Fig. 1Ab). MRA showed decreased 
caliber and distal narrowing of the left internal carotid artery (ICA) 
(Fig. 1Bb). 

VW-MRI revealed multifocal irregular enhancement with nar-
rowing of the left distal ICA, left middle cerebral artery, left lentic-
ulostriate artery, and left proximal ACA (Fig. 1Cb). After excluding 
the possible causes of vasculitis, the clinical diagnosis of PACNS 
was made, and the patient was treated with methylprednisolone 
pulse therapy (15 mg/kg/day for 5 days). Additionally, low-dose 
acetylsalicylic acid (100 mg daily) was administered for secondary 
stroke prophylaxis. She recovered alert mentality; however, she de-

veloped mood changes and paresthesia of the extremities, and 
brain MRI showed two more acute infarctions in the left cerebral 
peduncle and left frontal lobe. Cyclophosphamide (750 mg/m2 
BSA) was administered monthly for 3 months. Her symptoms im-
proved without further recurrent infarction, and follow-up VW-
MRI showed that the vascular wall enhancement had disappeared 
(Fig. 1Db). However, the final VW-MRI showed relapse of vessel 
wall enhancement, even though she was still in a clinically stable 
state, so she was started on azathioprine. The patient was well-ori-
ented with good cognitive function, and her hemiplegia improved 
to hemiparesis, with the right side at 3–4/5 at the last follow-up. 

3. Case 3 
A 6-year-old boy presented with recurrent dizziness, vomiting, and 
ataxia for more than 1 month. He had no history of trauma. The 
neurological examination findings were normal upon admission. 
His brain MRI demonstrated multistage infarction, mainly involv-
ing the left thalamus and cerebellum, and the right anterior inferior 
cerebellar artery (AICA) was poorly visualized on MRA (Fig. 1Ac 
and Bc). Laboratory tests of inflammatory markers, varicella-zoster 
infection, autoimmune antibodies, and coagulopathy were unre-
markable. Echocardiography was normal with a negative saline 
shunt test. On day 2, VW-MRI was performed, which revealed wall 
enhancement and irregular margins of multiple cerebral arteries 
(Fig. 1Cc), and suspected thrombus in the right AICA. In addition, 
he had cough and sputum with a positive result of Mycoplasma 
pneumoniae antibody titer (1:2,560), and roxithromycin was ad-
ministered orally. With the suspicion of vasculitis, he received high-
dose steroid therapy (15 mg/kg/day for 5 days) and acetylsalicylic 
acid for thrombotic lesions. Nevertheless, he experienced acute 
motor weakness on the left side 3 weeks after the first treatment. 
Motor power decreased to 3/5 in the left arm and leg. He devel-
oped a new infarction in the right pons with multiple vessel wall 
enhancements. PACNS was suggested after clinical exclusion of 
other etiologies of vasculitis. In addition to the second course of 
high-dose steroid therapy, monthly cyclophosphamide (750 mg/
m2 BSA) was initiated. His motor power improved to normal with-
out neurologic sequelae, and vessel wall enhancement resolved on 
the most recent VW-MRI (Fig. 1Dc). No recurrence was observed 
after tapering oral prednisolone. 

The clinical and radiological features of the pediatric cases using 
VW-MRI published to date are summarized in Table 1. 

Discussion 

This study describes the usefulness of VW-MRI in the clinical di-
agnosis and treatment of PACNS in three children. All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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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d with acute ischemic stroke, suggesting vasculopathy. 
VW-MRI revealed evidence of vessel wall inflammation. This al-
lowed a rapid etiologic evaluation and shortened the number of 
complicated steps. Although all three patients partially recovered 
with steroid pulse therapy, they eventually received cyclophospha-
mide for recurrent attacks or progression. We conducted follow-up 
with serial VW-MRI to monitor the treatment response, which was 
helpful in determining the timing and duration of immunosup-
pressive therapy. 

Childhood PACNS is an inflammatory brain disease, which is 
defined by newly acquired focal and/or diffuse neurologic deficits 
and/or psychiatric symptoms in a child 18 years of age or younger, 
together with angiographic and/or histologic evidence of vasculitis 
in the absence of an underlying systemic condition known to cause 
or mimic these findings, as stated in the Calabrese criteria [1]. 
Children with PACNS present with a variety of symptoms such as 
headache, seizures, encephalopathy, behavioral or mood changes, 
and neurologic deficits such as hemiparesis and acute visual, 
speech, sensory, and balance deficits [12]. They may have fever, fa-
tigue, or nausea as nonspecific symptoms of systemic illness. Labo-
ratory investigations, including a complete blood count, CRP, 
ESR, von Willebrand factor antigen, CSF analysis, and autoim-
mune markers should be considered as part of the initial work-up, 
but none of these are confirmative or diagnostic. The patients de-
scribed in this study presented with headaches, dizziness, seizures, 
altered mentality, or motor weakness, according to the territory of 
the infarction. The patients did not have any distinct abnormal lab-
oratory findings. Although the first patient had mild leukocytosis, 
it was not diagnostic considering previous steroid therapy before 
the laboratory test and normal inflammatory markers. We noted 
mycoplasma infection in the third patient, but it was not clear 
whether this was a preceding factor of CNS inflammation. Howev-
er, we made a conclusive clinical diagnosis of PACNS, rather than 
mycoplasma-induced vasculitis, because the patient’s condition 
became worse despite the steroid and antibiotic treatment. 

MRI and cerebral angiography are important for establishing a 
diagnosis of PACNS. MRI, including T2/fluid-attenuated inver-
sion recovery sequences and diffusion-weighted images, reveals 
ischemic parenchymal lesions according to vessel territories [13]. 
Conventional cerebral angiography shows characteristic findings 
suggestive of vessel inflammation. For instance, luminal narrowing, 
stenosis, beading, irregularity, aneurysms, presence of collaterals, 
vessel attenuation, or reduced flow can be observed [14,15]. In our 
first case, there were typical findings of vasculitis, such as severe 
stenosis at the left proximal PCA, occlusion of the left P1-P2 junc-
tion, and segmental stenosis along the left SCA. CNS vasculitis 
secondary to infection, such as varicella-zoster virus or mycoplas-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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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often shows multiple stenoses, occlusion, segmental narrow-
ing, thrombosis, and beading along proximal branches of the ante-
rior and middle cerebral arteries. These findings are suggestive of 
vasculitis, which mimics PAC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
sider evidence of infection, such as viral antibodies or clinical 
symptoms, to differentiate secondary CNS vasculitis of infectious 
causes from PACNS [16-20]. 

Recently, high-resolution VW-MRI has been used for intracrani-
al arterial wall imaging, mostly in adults [4-6]. Compared to con-
ventional arterial imaging techniques such as CTA, MRA, or 
TFCA, which focus on the arterial lumen, VW-MRI visualizes the 
arterial wall, directly identifying pathologic changes. Because black-
blood T1WI before and after intravenous gadolinium contrast can 
show the vessel wall directly, it is a useful adjunct to conventional 
imaging for differentiating the causes of intracranial arteriopathy 
[21]. It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clarifying the etiology of 
ischemic stroke or transient ischemic attack [22]. Lesions can be 
detected using VW-MRI through vessel wall structure, thickening, 
or enhancement. The patterns (concentric, eccentric, or focal and 
nodular) and distribution (solitary or multifocal) of vessel wall en-
hancement are also important features. The American Society of 
Neuroradiology provides consensus recommendations for the 
clinical application of intracranial VW-MRI in differentiating 
among causes of intracranial arterial narrowing, such as intracranial 
atherosclerotic plaque, vasculitis, reversible cerebral vasoconstric-
tion syndrome, and arterial dissection [6]. Although there is a lack 
of information about the sensitivity and specificity of VW-MRI in 
each disease, VW-MRI combined with MRA improves diagnostic 
accuracy compared to MRA alone in the evaluation of suspected 
vasculopathies [23,24]. Two studies reported reclassifications of 
stroke etiology using VW-MRI in cases originally classified as “un-
determined” based on the luminal imaging findings alone [22,25]. 

High-resolution VW-MRI is useful in the diagnosis of PACNS, 
the main pathology of which is inflammation of the arterial wall, by 
demonstrating vessel wall thickening and contrast enhancement 
[9,10]. Cerebral angiography is the radiological gold standard for 
identifying vascular changes [14]. However, fully demonstrating 
the lesion requires additional orthogonal views, a specialized team, 
and general anesthesia in young children. From this point of view, 
VW-MRI has the advantages of sensitivity and noninvasiveness. By 
showing vessel wall involvement, VW-MRI makes it possible to 
distinguish the etiology of arteriopathies. Although brain biopsy is 
the definitive diagnostic method for PACNS when there is a lack 
of typical angiographic findings, it is invasive and limited, especially 
in pediatric patients, considering the risk of procedure-related 
complications and the possibility of false-negative results. VW-
MRI is a non-invasive modality for assessing arterial wall pathology 

and enables the early diagnosis of PACNS. Gadolinium vessel wall 
enhancement might be correlated with disease activity, reflecting 
vessel inflammation. To evaluate the progression of disease activity 
or the effectiveness of treatment, it is necessary to repeat vessel wall 
imaging during therapy. VW-MRI could be an appropriate modali-
ty to evaluate the clinical course, rather than invasive angiography. 
The resolution of vessel wall enhancement with the improvement 
of clinical symptoms could be an indicator that immunosuppres-
sive treatment should be ceased. The use of VW-MRI to diagnose 
adult PACNS has increased [5,26]; however, it is not commonly 
used for childhood PACNS, a much rarer condition [8-11]. 

We reviewed the literature on pediatric cases using VW-MRI to 
date, as summarized in Table 1. Fifty-three patients were included 
from four studies between 2016 and 2020. Ohno et al. [8] report-
ed two cases of PACNS diagnosed with VW-MRI. Stence et al. [9] 
suggested that VW-MRI is beneficial in children with stroke be-
cause strong vessel wall enhancement at stroke onset was associat-
ed with arteriopathy progression in follow-up imaging. Dlamini et 
al. [10] reinforced the utility of VW-MRI in pediatric stroke, and 
also described pre- and post-contrast VW-MRI findings with the 
patterns of vessel wall enhancement, although specific etiologic as-
sociations with patterns were not clearly identified. Perez et al. [11] 
investigated nine patients with the inflammatory subtype of focal 
cerebral arteriopathy and reported that measures of vessel wall en-
hancement in VW-MRI were not correlated with the severity or 
progression of arteriopathy. Since the number of cases was too 
small and the information regarding description and classification 
was highly heterogeneous across these four studies, the ability to 
conduct a statistical analysis was limited. Therefore, further studies 
of VW-MRI in pediatric patients are necessary. 

We report three cases of childhood PACNS diagnosed based on 
the findings of vessel wall inflammation using high-resolution VW-
MRI after excluding other possible causes of cerebral angiitis. The 
first patient in our series showed recurrent acute infarction without 
a definite diagnosis, despite a thorough work-up. VW-MRI re-
vealed narrowing of vessels with concentric wall thickening and 
diffuse enhancement. These findings played a critical role in the di-
agnosis of PACNS and in predicting the progression of inflamma-
tion. In the second and third cases, VW-MRI gave a direct clue for 
reaching the diagnosis of PACNS without TFCA. The finding of 
vessel wall enhancement on VW-MRI furnished important evi-
dence of vasculitis, differentiating the possible etiologies of vascu-
lopathy. The early diagnosis of PACNS prompted the introduction 
of immunosuppressive treatment. The treatment plan for the third 
patient was uncertain because of chronic symptoms and nonspe-
cific laboratory findings when he was transferred to our hospital. 
VW-MRI supported the diagnosis of PACNS with the initi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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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unosuppressants, and the patient fully recovered without any 
neurologic deficits. Because VW-MRI showed vessel wall enhance-
ment, which indicates active inflammation, we also followed up 
patients with serial VW-MRI to monitor the disease course and to 
determine the duration of treatment. Better neurologic outcomes 
seem to be attributed to an earlier diagnosis with VW-MRI. Al-
though our study was a retrospective study with a small sample size 
at a single center, which limits the generalizability of the results, the 
practical use of VW-MRI in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childhood PACNS is meaningful. A systematic approach towards 
establishing the exact sensitivity and specificity of VW-MRI in di-
agnosing childhood PACNS remains a topic for further research. 

In summary, high-resolution VW-MRI is a promising and useful 
modality for the early diagnosis and follow-up of childhood 
PACNS, as it directly visualizes vessel wall inflammation. We rec-
ommend VW-MRI for patients suspected of PACNS when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arteriopathies is difficult with cerebral an-
giography, or when the angiography procedure is restricted. VW-
MRI c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identifying the pathophysiol-
ogy of childhood arteriopathies and could aid in an early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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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Headache is a common diseas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29.1% of school-age children in South Korea complaining of head-
aches [1]. Pediatric headaches can be diagnosed as primary or sec-
ondary headaches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Headache Disorders-3 (ICHD-3), and the treatment of catego-
rized headaches has been partially established [2,3]. However, in 
clinical practice, there are some patients with primary headaches 
that are difficult to diagnose, such as short-lasting headache (SLH) 
or headaches in the occipital region [4-9]. Most of thes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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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occipital nerve block (ONB) in pe-
diatric patients with headache in the occipital region. 
Methods: Among 302 patients who visited our headache clinic during a 2-year period, we retro-
spectively reviewed the charts of 26 patients who complained of primary headache in the occipi-
tal region, and divided them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main treatment: ONB or oral drug 
treatment (ODT). 
Results: The mean age of the 26 patients was 11.7±3.2 year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
ences were found between the ONB and ODT groups in age, sex, sites of pain, duration of having 
experienced symptoms, and the duration, frequency, and severity of episodes (P>0.05).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remission between the ONB and ODT groups. However, in 
the ONB group, the time taken to achieve remission was significantly shorter than in the ODT 
group (P<0.05). Additionally, in the ONB group, the duration of medication and the period of out-
patient treatment were significantly shorter than in the ODT group (P<0.05). 
Conclusion: In this study, ONB reduced the time taken to achieve remission and shortened the 
period of treatment. Thus, ONB should be considered in pediatric patients with headache in the 
occipital region. 

Keywords: Occipital lobe; Headache; Nerve block; Pediatrics  

have severe symptoms and need rapid and appropriate treatment 
[5]. In recent years, occipital nerve block (ONB) has been rarely 
applied as a treatment for these headache patients. ONB is being 
tried in pediatric patients with chronic migraine, aggravated mi-
graine, new daily persistent headaches (NDPH), post-traumatic 
headache, occipital neuralgia, SLH, and psychiatric disorders [10-
12]. 

To study the effect of ONB in children suffering from primary 
headache in the occipital region, we compared patients who re-
ceived ONB and those who did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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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Methods 

W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charts of 26 (8.61%) patients who 
complained of occipital pain among 302 patients who visited the 
headache clinic at Hallym University Kangnam Sacred Heart Hos-
pital, Hally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between July 2016 
and August 2018. Headaches were diagnosed according to the 
ICHD-3 system [2]. These 26 patients had poorly responded to 
acute treatment involving simple analgesics or intravenous non-ste-
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For all patients, a physical exam-
ination including tender points and limitations of neck motion was 
performed. Imaging studies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cervical spine X-rays, etc.) and screening behavioral and 
psychiatric tests such as the 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 Kovacs'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State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SAIC), and the Trait Anxiety In-
ventory for Children (TAIC) were done. Headaches due to struc-
tural abnormalities in the brain or neck and psychiatric disorders 
were excluded, as follows: (1) headaches due to abnormalities on 
brain MRI (n = 7, 2.3%); (2) headaches due to cervical spine lor-
dosis (n = 70, 23.2%); and (3) headaches due to psychiatric disor-
ders (n = 10, 3.3%). 

The patients were divided into ONB and oral drug treatment 
(ODT) groups according to the main treatments. We performed 
ONBs using landmark-based injections along the nerve pathway of 
the greater and lesser occipital nerves (Fig. 1). Occipital protuber-
ance and mastoid processes were used as landmarks. We injected a 
total of 40 mg of methylprednisolone (MPD) and 20 mg of 2% li-
docaine in four divided doses under 40 kg of body weight (80 mg 

of MPD and 40 mg of 2% lidocaine above 40 kg) [8,10,12,13]. 
Given the lack of specific treatment guidelines for unspecified 

headaches [14], the ODT group received empirical treatment for 
primary pediatric headache, including amitriptyline or topiramate 
[14-18]. Remission was defined as a decrease in the frequency of 
headache attacks by ≤ 75% [19]. 

To compare the effects of treatment between the two groups, the 
remission, time to reach remission, duration of medication, and 
period of outpatient treatment were evaluated. For statistical analy-
sis, the independent-sample t-test and the Mann-Whitney U test 
were used to compare the two groups using SPSS version 27 (IBM 
Co., Armonk, NY, USA). 

This study was reviewed and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
view of Board of the Hallym University Kangnam Sacred Heart 
Hospital (HKS 2021-03-038). Due to its retrospective nature, the 
study was exempt from requiring informed consent from the par-
ticipants. 

Results 

The mean age of 26 patients with primary occipital pain with head-
aches was 11.7 ± 3.2 years, and the male-to-female ratio was 1:1.4 
(Table 1). Among 26 patients, 19% (n = 5) had unspecified occipi-
tal headache, 35% (n = 9) had aggravated migraine, 27% (n = 7) 
had SLH, and 19% (n = 5) had NDPH (Table 2). 

Throbbing pain was the most commonly reported pain type, 
and the frequency was 5.2 ± 3.0 headaches per week. The head-
ache severity score was 5.9 ± 1.7 on a visual analog scale, and pa-
tients had experienced symptoms for periods of time ranging from 
3 days to 120 months (Table 1).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 sex, and sites of pain were ob-
served between groups A and B (Table 1). In group A, the ratio of 
the throbbing type to the pressure type was 7:6; however, in group 
B, the ratio of the throbbing type to the pressure type was 11:2, 
which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 < 0.05). Addition-
ally,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in the duration of hav-
ing experienced symptoms, duration of episodes, frequency, and 
severity between the two groups (P > 0.05). 

In a comparison of the therapeutic effects between groups A and 
B,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number of 
patients with headache remission between groups A and B 
(P > 0.05). However, the time until remission in group A was sig-
nificantly shorter than that in group B (P < 0.05) (Table 3). Signifi-
cantly fewer drugs were used in group A than in group B (P < 0.05). 
Group A had a significantly shorter duration of medication use 
(P < 0.05), significantly fewer outpatient visits for treatment 
(P < 0.05), and a significantly shorter period of outpatient visits for Fig. 1. Distribution of occipital n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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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P < 0.05). 

Discussion 

Headache is a highly common disease among children and adoles-
cents and substantially affects their quality of life [20]. In a study of 
school-aged children in South Korea, 29.1% of children developed 
headaches, and approximately 6.7% reported experiencing other 
types of headache than migraine and tension-type headaches [1]. 
Children with headaches frequently visit the emergency room, and 
approximately 14% of them have unspecified headache symptoms, 
which are classified as other headaches [21]. However, the catego-

ry of other headaches in children is not well classified, and these 
cases are often diagnosed as SLH, occipital headache, or NDPH 
[1,5,22]. 

Involvement of the occipital region in other headaches occurs in 
approximately 25.9% to 52.9% of SLH cases [4,7], 60% of NDPH 
cases [12], 10.8% of aggravated migraines, and approximately 
12.4% of pediatric headaches observed in the emergency room [5]. 
In our study, approximately 8.6% of the 302 patients developed 
headaches in the occipital region. 

Patients with SLH often develop severe headaches [4], and in a 
South Korean study [7], 85.1% of them complained of moderate 
to severe headaches. Additionally, headaches in the occipital region 
require rapid treatment; however, there are no specific treatment 
guidelines [14]. As empirical drug treatment, analgesics such as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are administered at the be-
ginning of the acute phase and prophylactic drugs such as amitrip-
tyline and topiramate for about 3 to 12 months, followed by a 
gradual reduction of the prophylactic drugs [15-18]. In our study, 
the oral medications were planned for at least 3 months. Four pa-
tients were excluded; one patient self-interrupted medication and 
three patients discontinued outpatient visits. 

A few recent reports have investigated the effectiveness of ONB 
for pediatric headaches [11,12]. Anatomically, the occipital nerves 
originate from the nerve roots of the second cervical spinal nerve 
(C2). Through the sensory branches of these nerves, a stimulus is 
transmitted to the trigeminal nucleus caudalis, where pain signals 
are transmitted upward, causing a headache. ONB reduces head-
aches by blocking afferent stimulation of the trigeminal nucleus 
caudalis [23-25]. 

In ONB, the injection site is the point where the greater and less-
er occipital nerves pass through the line connecting the occipital 
protuberance and mastoid process [10,12]. The ONB injection 
can be done manually or under ultrasound guidance [26]. In our 
study, MPD and 2% lidocaine were injected into four sites on both 

Table 1. Comparis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occipital nerve block (A) and oral drug treatment (B) groups

Headache Group A (n=13) Group B (n=13) P value
Age (yr) 11.2±2.5 12.1±3.8 >0.05
Sex (male:female) 7:6 4:9 >0.05
Sites of pain (one:both) 8:5 1:12 >0.05
Types of pain (throbbing:pressure) 7:6 11:2 <0.05
Duration of symptoms (day) 131.2±82.2 215.2±92.2 >0.05
Duration of episodes (min) 30.0 (0.1–1,440.0) 10.0 (0.1–1,440.0) >0.05
Frequency (/wk) 4.6±3.8 5.8±2.1 >0.05
Severity (VAS) 6.1±1.9 5.7±1.5 >0.0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median (range).
VAS, visual analog scale.

Table 2. Comparison of the diagnoses in the occipital nerve block (A) 
and oral drug treatment (B) groups

Diagnosis Group A (n=13) Group B (n=13)
Unspecified occipital headache 4 1
Migraine (aggravated) 6 3
Short-lasting headache 1 6
New daily persistent headache 2 3

Table 3. Comparison of the effects of treatment in the occipital 
nerve block (A) and oral drug treatment (B) groups

Group A (n=13) Group B (n=13) P value
Number of drugs 1.4±1.2 2.6±1.2 <0.05
Duration of medication 

(day)
35.5±45.3 164.0±251.4 <0.05

Frequency of OPD visits 2.2±2.2 5.6±4.7 <0.05
POT (day) 7.0 (0–150) 90.0 (30–960) <0.05
Remission 9 8 >0.05
TR (day) (mean, median 

[range])
32.6, 7 (1–180) 108.7, 70 (20–370) <0.05

Side effects (n) 2 4 >0.0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median (range).
OPD, outpatient department; POT, period of outpatient treatment; TR, time 
until re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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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s using the occipital protuberance and mastoid process as land-
marks. In one patient, an additional injection was performed at the 
maximally tender point of the temporal area of the head. 

The side effects of ONB were mild in two patients in our study; 
local bleeding, pain in the injected site. Local bleeding was tran-
sient, and the duration of pain was less than 24 hours. Minor side 
effects (8.2%) have also been described in other reports, such as 
mild aggravation of headache and pain at the injection site [12]. In 
the ODT group, one patient (7.7%) complained of nausea and an-
other three patients (23.1%) experienced headache aggravation.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side effects be-
tween the ONB group and the ODT group (Table 3).  

ONB was effective in 68% of patients with migraines and 59% 
with NDPH [9], and the headache frequency was reduced by 
more than half in 41% of patients with migraines [11]. In our study,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remission be-
tween groups A and B. In group A, the time until remission was 
significantly shorter than that in group B (P < 0.05) (Table 3). 
Group A also had a significantly shorter duration of medication 
and period of outpatient treatment than group B. This suggests 
that ONB is more effective than ODT in reducing the time until 
remission and treatment period. Therefore, it is considered worth-
while to attempt ONB for rapid treatment and shortening of the 
treatment period in patients with unspecified headaches, particu-
larly headaches involving occipital pain. 

The limitations of our study are the insufficient number of pa-
tients who received ONB therapy and the possibility of inaccura-
cies in the data because children have difficulties describing head-
ache. 

In our study, ONB reduced the time until remission and the 
treatment perio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ONB as 
well as ODT for pediatric occipital headaches. Future prospective 
studies on ONB should include a sufficient number of patients, as 
well as patients with chronic head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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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iopathic orbital myositis is a primary inflam-
matory disease involving the extraocular muscles 
that is currently classified as a subcategory of id-
iopathic orbital inflammatory syndrome [1]. It is 
typically characterized by the sudden onset of 
pain and other inflammatory signs such as ede-
ma and erythema in the periorbital area. Al-
though it accounts for 6.3% of all orbital diseases 
in adults [2], its incidence among children is 
very low and only a single case has been reported 
in the past decade in South Korea [3]. Pediatric 
orbital myositis differs from its adult counterpart 
in that it is characterized by a bilateral manifesta-
tion with constitutional symptoms such as head-
ache [4,5]. This makes it difficult for clinicians to 
include orbital myositis in the differential diag-
nosis when a child presents with headache at the 
beginning of the clinical course. Herein, we re-
port the case of an adolescent girl with orbital 
myositis whose first presentation was recurrent 
headache without any neurological abnormali-
ties. 

A 17-year-old female patient visited the emer-
gency room with a complaint of persistent head-
ache in the left temporal area. She had experi-
enced throbbing headaches for 5 to 6 years, twice 
a month, mainly in the daytime. Each headache 
would gradually start as a feeling of tightness in 
the left temporal area, and then spread to include 
the entire head. Her condition was relieved with-
in an hour by taking paracetamol. However, at 
the time of her visit, the acute attack was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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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tent and disabling and accompanied by nau-
sea, vomiting, and dizziness. 

The physical examination, neurological exam-
ination, visual acuity test, and fundoscopy were 
assessed as normal. The complete blood test 
panel, erythrocyte sediment rate, and C-reactive 
protein levels showed normal findings. The pa-
tient was first diagnosed with an acute migraine 
attack and admitted for an acute treatment plan 
and a preventive treatment plan. 

There was no reduction in the severity, dura-
tion, and frequency of headaches, and the patient 
complained of diplopia on the next day. Thor-
ough physical and neurological examinations 
were repeated. We found that there was a subtle 
restriction of the outward movement of the left 
eye. The patient complained of diplopia and pain 
when gazing to the left during the examination. 
Mild swelling on the left periorbital area was also 
noticed. Fundoscopy revealed a normal optic 
disc and flat posterior pole. 

The findings of diplopia and extraocular move-
ment limitations warranted neuroimaging, and 
the patient underwent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High signal intensity in the left 
medial rectus muscle on T2-weighted images 
was noticed. The patient underwent orbital MRI 
for further investigation, which disclosed high 
signal intensity and thickening in the left medial 
rectus muscle, involving the tendon on fat-satu-
rated T2-weighted images (Fig. 1A) and gadolin-
ium enhancement on T1-weighted images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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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 The findings were suggestive of myositis of the left medial rec-
tus muscle. Thyroid hormones and antibodies, as well as acetyl-
choline receptor antibody levels, were assessed for the differential 
diagnosis, and the patient was diagnosed with idiopathic orbital 
myositis. 

The patient was started on oral prednisone at 1 mg/kg/day for 3 
weeks. Marked pain relief was noted within 2 days and the findings 
of diplopia and extraocular movement limitations were completely 
ameliorated after 10 days. The treatment was followed by gradual 
tapering of steroids over 12 weeks. Follow-up orbital MRI was per-
formed after 12 weeks of treatment and displayed a reduction in 
the diameter and signal intensity of the left medial rectus muscle. 
She remained clinically stable without recurrence. 

Orbital myositis is a subcategory of idiopathic orbital inflamma-
tory syndrome, which is the most common cause of painful orbital 
masses in adults [1,2]. Pediatric orbital myositis is extremely rare. 
There have been 12 reported cases of orbital inflammatory syn-
drome in a 6-year period, and only one case was orbital myositis 
[5]. One case of pediatric orbital myositis has been reported in 
Korea, after alloplastic implant insertion in a blow-out fracture [3]. 
In addition to its rarity, pediatric orbital myositis is a challenging 
disease to diagnose because of its constitutional symptoms, bilater-
ality, and recurrence [4,5]. Because other ocular presentations such 
as proptosis, conjunctival injection, chemosis, periorbital area, and 
diplopia can be absent in pediatric patients, it is easy for physicians 
to misdiagnose orbital myositis as primary headache at the begin-
ning of the disease course [6].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orbital 
myositis includes orbital infections, thyroid-associated orbitopathy, 
lymphoma,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myasthenia gravis, dia-
betes, immunoglobulin G4-related ophthalmic disease, Tolo-

sa-Hunt syndrome, ophthalmoplegic migraine, optic neuritis, and 
carotid cavernous fistula [7-9]. 

The most sensitive diagnostic tool to diagnose orbital myositis is 
orbital MRI. Typical findings of orbital myositis include signal en-
hancement and thickening in the involved extraocular muscles, in-
cluding the myo-tendinous junction on fat-saturated T2-weighted 
images, as shown in this patient [6]. 

Although the etiology of idiopathic orbital myositis is unknown 
and continues to be investigated [10], steroids are well tolerated 
and show marked clinical improvement within a few days in most 
patients, as in this case. The dose of corticosteroid ranges from oral 
prednisone (1 mg/kg/day for 2 weeks, and gradual tapering over 
more than 4 weeks) to intravenous methylprednisolone (500 to 
1,000 mg/day) [7,8]. If patients show no clinical resolution or 
worsening symptoms, immuno-suppressants such as cyclosporine 
A, cyclophosphamide, methotrexate, mofetil mycophenolate, rit-
uximab, and radiotherapy are warranted [7,8]. 

The diagnosis was challenging in our case because the patient 
complained of headache at the first visit without ocular symptoms, 
such as exacerbation of orbital pain when moving, which is the car-
dinal clinical feature of orbital myositis. This underscores the im-
portance of repeated and thorough neurological examinations in 
patients with worsening headaches. Physicians should take orbital 
myositis into consideration when a patient with headache com-
plains of symptoms involving the eyes. A prompt recognition of 
newly developed symptoms and signs can help minimize the dis-
ability of pediatric orbital myositis patients since oral corticoste-
roids can easily lead to symptom resolution within a few days.  

Written consent to publish this report was obtained from the pa-
tient.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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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Fat-saturated T2 shows increased signal intensities and thickening of the left medial rectus, axial view. (B) Gadolinium 
enhancement of left medial rectus muscle in T1-weighted, axi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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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atal necrosis (SN) has a unique clinical pre-
sentation with characteristic neuroradiological 
findings. It has mainly been noted in infancy 
with developmental arrest, dystonia, choreoathe-
tosis, spastic quadriparesis, and optic atrophy [1]. 
We report an Indian family of five siblings with 
dystonia, intellectual disability, optic atrophy, 
and SN on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with symptoms occurring from the age 
of 6 to 10 years. 

A 17-year-old girl presented with insidious-on-
set and gradually progressive dystonic posturing 
of the left upper limb of 6 years’ duration. It was 
initially present during movement or when per-
forming tasks and later was present even at rest. 
She developed torticollis a year later. Her birth 
history and development were normal. She had a 
significant family history of similar dystonia of 
the limbs in four of her six siblings, with the pro-
band being the second-born in a family of seven 
children born to non-consanguineous parents 
(Fig. 1). There was no history of movement dis-
orders or intellectual disability in the other gen-
erations. On examination, she had head circum-
ference of 52 centimeters, subnormal intelli-
gence, hypometric saccades and impaired verti-
cal optokinetic nystagmus (OKN), bilateral optic 
atrophy, and left upper limb dystonia with com-
pensatory biceps hypertrophy. She had torticol-
lis, facial grimacing, and left foot dystonia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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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ing. Rigidity was noted in the left upper limb 
and bilateral lower limbs with bradykinesia in the 
left upper limb. The deep tendon reflexes were 
normal and plantar responses were equivocal. 
She had elevated serum ammonia and elevation 
of alanine on tandem mass spectrometry screen-
ing of the blood for amino acids and acyl carni-
tine. Blood lactate and serum copper and ceru-
loplasmin levels were normal. Brain MRI re-
vealed T2 hyperintensity, T1 hypointensity, and 
fluid-attenuated inversion recovery hyperintensi-
ty mixed with areas of hypointensity in the right 
putamen suggestive of SN with no evidence of 
involvement of the subthalamic nuclei, brain-
stem, cerebellum, or white matter (Fig. 2). Mag-
netic resonance spectroscopy (MRS) of the le-
sion did not show any abnormalities. Muscle bi-
opsy of the left biceps did not reveal any abnor-
mality on histopathology and enzyme histo-
chemistry. Genetic testing for mitochondrial 
Leigh’s disease mutations by bidirectional Sanger 
sequence analysis (T12706C, A13084T, and 
G13513A) was negative.  

A detailed clinical and radiological evaluation 
of her affected siblings was conducted. The third-
born child, a 15-year-old boy, had left hemidys-
tonia and torticollis with onset from the age of 7 
years. He had a head circumference of 52 cm, 
mental subnormality, bilateral optic atrophy, and 
impaired vertical OKN. He had rigidity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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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ft upper limb and bilateral lower limbs, bradykinesia, and bilateral 
extensor plantar response. The fourth-born, a 13-year-old female 
child, was the most severely affected; she had tetraplegic dysto-
nia, with onset from age of 7 years. She had a head circumfer-
ence of 50 cm, short stature, mental subnormality, and normal 
fundus and visual acuity with blepharospasm. A motor examina-
tion revealed bradykinesia, rigidity of all four limbs, and exten-
sor plantar response. The fifth born, a 10-year-old female child, 
had dystonia of the right upper limb and bilateral lower limbs 
with onset from the age of 7 years. She had a head circumference 
of 51 cm, mental subnormality, pale optic discs, impaired verti-
cal OKN, and a staring look with bilateral upper eyelid retrac-
tion. Rigidity and bradykinesia with extensor plantar response 
were noted on examination. The sixth born, an 8-year-old fe-
male child, had onset of right lower limb and left upper limb 
dystonia from age of 6 years. She had a head circumference of 50 
cm, was mentally subnormal, had bilateral pale discs, impaired 
vertical OKN, and generalized rigidity with a bilateral striatal 
toe. Brain MRI of all the affected siblings revealed bilateral SN 
(Fig. 2). However, MRS and detailed blood or cerebrospinal 
fluid investigations in the siblings were not done. With further 
genetic evaluation pending due to financial constraints, the chil-
dren were empirically initiated on symptomatic treatment. A tri-
al of levodopa in the proband did not lead to any improvement. 
A mitochondrial etiology was considered possible in view of the 
clinical features of optic atrophy, intellectual disability, pyrami-
dal and extrapyramidal symptoms, and biochemical changes 
such as elevated alanine, and the children were started on a mi-

tochondrial cocktail. They were given 20 mg/kg/day of ubiqui-
none, 100 mg of riboflavin, 50 mg/kg/day of carnitine, 100 IU 
of vitamin E, 100 mg of vitamin C and 100 mg of alpha-lipoic 
acid daily. Biotin at a dose of 5 mg/kg/day and thiamine at a 
dose of 30 mg/kg/day were also initiated and the children were 
followed up. However, no clinical improvement was noted on 
follow-up after 6 months. 

SN is histopathologically defined by swelling of the putamina 
and caudates followed by degeneration and cellular necrosis [2]. 
Radiologically, swelling followed by striatal atrophy and cavitation 
is noted. SN may be seen in the following conditions: 

Leigh’s disease; organic acidurias such as glutaric aciduria type I, 
methyl malonic acidemia, propionic aciduria, and isovaleric acid-
uria; biotin thiamine–responsive basal ganglia disease; thia-
mine-responsive basal ganglia disease; nucleoporin 62 (NUP62)-re-
lated disorder; and rarely, after infections caused by Mycoplasma 
pneumoniae, human herpesvirus 6, and herpes simplex virus 1 [3]. 
In the affected family, the proband had milder unilateral symp-
toms than her siblings, a later age of onset, and unilateral SN. The 
age of onset of dystonia was 6 to 11 years of age in the family, un-
like the more common infantile presentation, and the disease had 
a much slower progression and a less devastating course. The sa-
lient clinical features were intellectual disability in all five of the af-
fected children, bilateral optic atrophy, eye movement abnormali-
ties such as hypometric saccades and impaired OKN, appendicu-
lar rigidity, generalized dystonia, and extensor plantar response. 
Mutations in the NUP62 and adenosine deaminase acting on 
RNA 1 (ADAR1) genes have been noted in infantile familial bilat-

Fig. 1. Pedigree of the family affected by familial striatal necrosis. D, age at diagnosis in years; O, age at onset in years; y, years.

I

II

III

IV

O: 11y
D: 17y

O: 7y
D: 15y

O: 7y
D: 13y

O: 7y
D: 10y

O: 6y
D: 8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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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al SN [4,5]. A few case reports mention mutations in the mito-
chondrial gene reduced nicotinamide adenine dincleotide dehy-
drogenase subunit 6 (ND6) responsible for a similar onset in 
childhood and in the phosphodiesterase 8B (PDE8B) gene in 
adults [6-8]. 

Mitochondrial disorders such as Leigh’s disease, Leber heredi-
tary optic neuropathy with dystonia and mitochondrial encephalo-
myopathy, and lactic acidosis and stroke-like episodes (MELAS) 
can be associated with SN. A comprehensive genetic evaluation in-
cluding whole exome sequencing with mitochondrial genome se-
quencing would be necessary in this family. A detailed genetic eval-
uation of the above family is pending and we intend to repor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 a future publication. SN may have a late 
age of onset, unlike what has been previously known, and this re-
port adds to knowledge on the clinical spectrum of the disease and 
the relevant literature from India. 

Informed consent was waived according to institutional regula-
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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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xial T2-weighted magnetic resonance imaging of the proband at the age of 17 years revealing right putaminal hyperintensity (A) 
and the third-born sibling at the age of 15 years revealing bilateral putaminal and caudate hyperintensity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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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glossal nerve (cranial nerve XII) palsy 
(HNP) is a neurological disorder that causes 
tongue deviation, atrophy, and muscle fiber con-
traction on the affected side. Tumors are the 
most common cause of HNP, followed by trau-
ma, vascular abnormalities, autoimmune diseas-
es, and rarely, viral or bacterial infection [1,2]. 
Isolated HNP without other neurological symp-
toms is rare. It is often accompanied by other cra-
nial nerve disorders; intramedullary lesions typi-
cally involve the adjacent nuclei or tracts, and pe-
ripheral lesions generally affect other lower crani-
al nerves [1]. Furthermore, isolated HNP fol-
lowing influenza virus infection has not been re-
ported previously. This report describes a case of 
isolated HNP associated with influenza B virus 
infection in a child. 

A 12-year-old girl visited our hospital with 
tongue deviation to the right on protrusion and 
involuntary tongue movement. She had a history 
of crustacean allergy. Except for stomatitis 1 
month prior, the patient had no history of recent 
trauma or surgery, as well as no significant family 
history. She had developed a fever 3 days before 
the onset of abnormal tongue movement. On 
the first day of fever onset, she was diagnosed 
with influenza B virus infection through a rapid 
influenza antigen test with nasopharyngeal spec-
imens and started oseltamivir therapy (60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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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ce a day; the recommended dosage for a 
weight of 38 kg). Her fever subsided on the sec-
ond day after oseltamivir administration. She 
complained of pain in both calves on the third 
day of treatment with oseltamivir. On day 4, a 
posterior neck muscle was pulled during treat-
ment with oseltamivir, and she displayed invol-
untary tongue protrusion and deviation to the 
right on protrusion. Atrophy and fasciculation of 
the tongue were not observed (Fig. 1). No in-
volvement of other cranial nerves was detected. 

Her body temperature was 36.9°C, her heart 
rate was 72 bpm, and her blood pressure was 
110/60 mm Hg. Laboratory tests revealed leu-
kopenia, with a white blood cell count of 2,230/
mm3, and the other laboratory test results were 
as follows: hemoglobin, 13.2 g/dL; platelets, 
113,000/mm3; aspartate aminotransferase, 132.9 
IU/L; alanine aminotransferase, 32.4 IU/L; 
C-reactive protein, 0.13 mg/L; creatine kinase, 
5,148 U/L; myoglobin, 414.1 ng/mL; and lac-
tate dehydrogenase, 734 U/L. Serum anti-cyto-
megalovirus immunoglobulin (Ig) M and IgG, 
serum Epstein-Barr virus IgM and IgG, and se-
rum Mycoplasma IgM and IgG were all negative. 
The serum herpes simplex virus IgM titer was 
1:4; however, herpes simplex virus was not de-
tected in a polymerase chain reaction test. She 
also tested negative for anti-nuclear anti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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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involving thin sections 
of the skull base, including the medulla oblongata (where the hy-
poglossal nuclei are located), and magnetic resonance angiography 
(MRA) showed no pathological findings [3]. 

Thus, we diagnosed isolated HNP related to influenza B virus 
infection through exclusion [4]. She did not receive any specific 
therapy aside from oseltamivir for the influenza B infection. The 
tongue deviation on protrusion and involuntary tongue movement 
fully resolved the day after symptom onset. 

Cranial nerve palsy after influenza B infection is rare [5], but oc-
ulomotor nerve palsy and trochlear nerve palsy after influenza B 
infection have been reported [6,7]. There was also a report of iso-
lated HNP after influenza vaccination [4]. Several reports have de-
scribed HNP caused by other viral or bacterial infections without 
broad structural abnormalities [2,4]. These cases were related to 
infections such as enterovirus, adenovirus, Epstein-Barr virus, her-
pes simplex virus, and Streptococcus spp. [3,8,9]. However, HNP 
related to influenza virus infection has not been reported previous-
ly in children or adults. To our knowledge, this is the first report of 
isolated HNP related to influenza B virus infection. 

Infectious causes of cranial nerve palsy are postulated to involve 
either direct infection of the nerve or immune processes, but crani-
al nerve palsy can also occur due to nerve compression by reactive 
lymph nodes [3,9]. In the current case, there was no evidence of 
lymphadenopathy or specific structural abnormalities in hypoglos-
sal nerve pathways on brain MRI and MRA. Therefore, it is specu-
lated that hypoglossal nerve palsy was caused by direct infection of 
the nerve with influenza B virus or by immune processes. 

We did not administer any specific treatment other than osel-
tamivir. When HNP developed, the patient had received treatment 
with oseltamivir for 4 days and continued the treatment. The in-
voluntary movement and deviation of the tongue fully resolved the 
day after symptom onset. The disease course was thus shorter than 

in other cases [1-3,9]. 
The symptoms of HNP occurred during treatment with osel-

tamivir. However, cranial nerve palsy as a side effect of oseltamivir 
has not yet been reported. Further, the patient continued oseltami-
vir treatment after HNP developed, and the symptoms resolved 
during the course of medication. Therefore, we excluded the possi-
bility that HNP was a side effect of oseltamivir. 

HNP without structural abnormalities has a good prognosis 
[1,4]. Some patients receive oral prednisolone; however, most cas-
es resolve without specific treatment [3]. Since post-infectious 
HNP is very rare, there is no established treatment. However, in 
the absence of other serious causes, observation of symptoms 
without further treatment seems to be sufficient. 

In conclusion, when an apparent cause of HNP is not identified, 
a test for the detection of influenza virus should be conducted.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Chosun University Hospital (CHOSUN 2021-05-004) (IRB re-
view exemption). Informed consent was waived by the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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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ight hypoglossal nerve palsy. (A) The tongue is deviated 
to the right during protrusion at admission. (B) The tongue 
deviation had fully resolved the following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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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tient described in this report was the sec-
ond child of healthy, non-consanguineous Kore-
an parents. At 11 years of age, she was admitted 
to our clinic with fever, headache, and hemipare-
sis on the left side. On a neurologic examination, 
she showed facial palsy and decreased motor 
power (grade III) on the left side. Laboratory 
tests revealed elevated lactic acid (3.3 mmol/L).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and 
angiography showed diffuse cortical and subcor-
tical T2/fluid-attenuated inversion recovery 
(FLAIR) high signal intensity with gyral swelling 
in the right temporo-parieto-occipital lobe with-
out steno-occlusive lesions (Supplementary Fig. 
1). Mitochondrial DNA sequencing revealed 
m.3243A > G heteroplasmy of the mitochondri-
ally encoded TRNA-Leu (UUA/G)1 (MT-TL1) 
gene, and her condition was diagnosed as mito-
chondrial encephalopathy, lactic acidosis and 
stroke-like episode (MELAS) syndrome (Sup-
plementary Fig. 1). She presented with severe 
sensorineural hearing loss (SNHL) on pure-tone 
audiometry and a decreased full-scale intelli-
gence quotient of 52 based on an intelligence 
test. The ophthalmologic examination and echo-
cardiography were unremarkable. We adminis-
tered L-carnitine, pyridoxine, thiamine, decaqui-
non, and multivitamins, and she had no addition-
al stroke-like episodes or neurologic deficit for 4 
years. At 15 years of age, she visited our clinic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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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e of headache, difficulty understanding 
words, and a slow response to questions. She had 
a history of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3 weeks previously without definite pneumonia  
or respiratory difficulty. Laboratory test results,  
including COVID-19 polymerase chain reaction, 
were unremarkable, except for the presence of lactic 
acidosis (pH 7.242, lactic acid 3.0 mmol/L). Chest 
radiography and echocardiography were also 
normal. Brain MRI revealed diffuse gyral swell-
ing and high signal intensity on T2/FLAIR in 
the bilateral frontal and left temporal lobes and 
basal ganglia with restricted diffusion, consistent 
with new stroke-like lesions associated with ME-
LAS syndrome (Fig. 1). After administration of 
high-dose arginine therapy, she was discharged 
on admission day 6 with improved verbal re-
sponses. One week later, she was readmitted to 
our medical center because of dysarthria, poor 
verbal response, and general weakness. Repeated 
brain MRI showed increased extent of the previ-
ous lesions (Supplementary Fig. 2). During hos-
pitalization, lip twitching was observed, and elec-
troencephalography showed diffuse suppressed 
background activity with intermittent delta slow 
waves over the left frontal areas (Supplementary 
Fig. 2). After conservative therapy, including ar-
ginine and gabapentin, her dysarthria and lip 
twitching gradually disappeared. On hospitaliza-
tion day 12, she returned to her usual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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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was discharged. 
Here, we present a case of new stroke-like episodes after 

COVID-19 in a patient with MELAS syndrome. This case pro-
vides additional information regarding COVID-19 and could 
guide the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patients with mitochon-
drial disease during the current pandemic situation. Since the ini-
tial outbreak of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SARS-CoV-2), previously referred to as “the novel coronavirus,” 
in December 2019, there is mounting evidence that COVID-19 
causes not only respiratory illness but also a hypercoagulable state, 
leading to thrombotic complications including ischemic stroke [1]. 
In a recent review by the World Stroke Organization, comprising 
stroke experts from 18 countries, the risk of ischemic stroke in hos-
pitalized patients with COVID-19 was approximately 5%, and the 
median duration from the first symptoms of COVID-19 to stroke 
was 10 days [2]. Suggested mechanisms of the development of 
ischemic stroke in COVID-19 include vasculitis, a hypercoagulable 
state, and cardiomyopathy [1]. Additionally, Saleh et al. [3] sug-
gested that mitochondrial dysfunction could occur in COVID-19. 
Stroke-like episodes are a cardinal feature of MELAS syndrome, 
occurring in 84% to 99% of patients along with seizure and lactic 
acidemia [4]. As in our patient, the most common cause of ME-
LAS syndrome is a missense mitochondrial DNA mutation 
(m.3243A > G) in the MT-TL1 gene, encoding mitochondrial 
transfer RNA for leucine; this mutation reduces mitochondrial 

protein synthesis and energy production [5]. Energy deficiency 
stimulates the proliferation of abnormal mitochondria in smooth 
muscles and small blood vessel endothelial cells, causing angiopa-
thy, cellular dysfunction, and microvasculature perfusion disorders, 
leading to segmental vasodilation defects and subsequent vasogen-
ic edema, which are thought to contribute to the occurrence of 
stroke-like episodes [6,7]. The drug, chickenpox infection, and fe-
ver have been reported as potential triggering factors of stroke-like 
episodes [8]. Our patient with MELAS syndrome was relatively 
stable, without stroke-like episodes, and was doing well, except for 
SNHL and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However, the stroke-like ep-
isodes recurred after COVID-19. It is difficult to identify the exact 
pathomechanism, although one possibility is that the COVID-19 
infection collapsed the compensatory state of preexisting mito-
chondrial dysfunction, energy failure, neuronal cytopathy, and an-
giopathy, and then the inflammatory response of vascular endothe-
lium and additional mitochondrial dysfunction led to the stroke-
like episode in our patient. Although there are accumulating re-
ports of acute cerebrovascular disease as a complication of 
COVID-19, the development of stroke during COVID-19 is more 
frequent in patients with vascular risk factors, including diabetes 
mellitus (odds ratio [OR], 5.56; 95% confidence interval [CI], 
3.34 to 9.24), hypertension (OR, 7.35; 95% CI, 1.94 to 27.87) and 
coronary artery disease (OR, 3.12; 95% CI, 1.61 to 6.02) [9]. We 
need to raise awareness of mitochondrial encephalopathy as a risk 

Fig. 1.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of first admission at 15 years of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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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for stroke in COVID-19 and provide appropriate guidelines 
to thes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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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inked ichthyosis (XLI; MIM #308100) is a 
dermatologic disorder characterized by large, 
dark brown scales similar to fish scales. It starts 
primarily on the extensor surfaces and the side of 
the trunk symmetrically, becomes widely distrib-
uted, and then disappears throughout childhood. 
Most cases of XLI are caused by mutations in the 
steroid sulfatase (STS) gene (online Mendelian 
inheritance in men [OMIM] * 300747), which 
is located on the short arm of the X chromosome 
at Xp22.3 and encodes the STS enzyme [1]. 
Most XLI patients (90%) have large deletions 
within or including STS [2]. These patients dis-
play various clinical symptoms, as well as skin le-
sions. Baek and Aypar [3] reported a 5-year-old 
girl who presented with mild autism, atten-
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and 
dry, scaly skin on the body. A chromosomal mi-
croarray (CMA) revealed a large deletion, in-
cluding STS and neuroligin 4, OMIM*300427 
(NLGN4), associated with ADHD and autism 
[3]. Here, we report three children with XLI and 
developmental delay. We confirmed XLI and the 
presence of a large deletion through CMA with a 
single-nucleotide polymorphism (SNP) array 
and also investigated other associated clinical 
symptoms.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thre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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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ir CMA results are summarized in Table 
1. Patient 1 was a 7-year-old boy who was born at 
35 weeks 6 days by cesarean section due to ma-
ternal preeclampsia. His birth weight was 1,886 g 
and he showed intrauterine growth retardation. 
He underwent surgery due to coarctation of aor-
ta on day 6 after birth. At 12 months of age, he 
presented with a nevus on his forehead, dry and 
scaly skin, increased muscle tone, and global de-
velopmental delay. No family members had the 
typical skin lesions of XLI.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of the brain and an electroen-
cephalogram (EEG) were normal. The karyo-
type was normal. The patient received continued 
rehabilitation, but the developmental delay did 
not improve appreciably. He showed no sign of 
autism or ADHD. His full-scale intelligence quo-
tient (FSIQ) was 35 to 40 and social quotient 
(SQ) was 37. CMA was performed with a Cyto-
Scan 750K array (Affymetrix, Santa Clara, CA, 
USA) according to the manufacturer’s recom-
mendations in all three patients. The SNP array 
revealed a deletion of approximately 1.7 Mb at 
Xp22.31 (6,455,151–8,141,076). The deleted 
region included several genes, such as variably 
charged, X chromosome, 3A, OMIM*300533 
(VCX3A), haloacid dehalogenase-like hydrolase 
domain-containing 1A, OMIM*306480 (H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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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A), STS, VCX (OMIM * 300229), and patatin-like phospholi-
pase domain-containing protein 4, OMIM*300102 (PNPLA4). 
The patient was diagnosed as having XLI with intellectual disabili-
ty. At 9 years of age, he presented with general tonic seizures and 
focal interictal discharge over the occipital area on EEG at the on-
set of the seizure. We diagnosed the patient with epilepsy. The pa-
tient is now 11 years of age and has epilepsy, myopia, and scoliosis. 
He cannot speak any words and cannot sit or walk alone. 

Patient 2 was a 21-month-old boy with dry and scaly skin since 
birth. He was born at term by cesarean section. His birth weight 

was 2,460 g and he showed intrauterine growth retardation. His 
maternal grandfather and a maternal cousin had ichthyosis. His 
parents noticed his global developmental delay at approximately 
12 months of age. In the Korean Infant and Child Developmental 
Test, he showed global developmental delay, with a developmental 
age (DA) of gross motor skills of 12 months old (developmental 
quotient [DQ] 57, normal DQ > 85), a DA of fine motor skills of 
16 months old (DQ 76), a DA of social-personal development of 
12 months old (DQ 57), a DA of language development of 16 
months old (DQ 76), and a DA of cognitive function of 16 months 

Table 1. Clinical features and chromosomal microarray data of the three patients with X-linked ichthyosis and developmental delay

Variable Patient 1 Patient 2 Patient 3
Age at diagnosis 7 years 17 months 3 years
Sex Male Male Female
Phenotypes
 Skin
  Dry skin (HP:0000958) + + +
  Ichthyosis (HP:0008064) + + –
 Neurological
  Cognitive impairment (HP:0100543) + + +
  Delayed gross motor development (HP:0003294) + + +
  Global developmental delay (HP:0001263) + + +
  Epilepsy (HP:0001250) + – –
  Infantile axial hypotonia (HP:0009062) + – +
 Growth
  Intrauterine growth retardation (HP:0001511) + + –
 Eyes
  Myopia (HP: 0000545) + – –
  Strabismus (HP:0000486) – – +
 Others
  Coarctation of aorta (HP:0001680) + – –
  Scoliosis (HP:0002650) + – –
  Premature birth (HP:0001622) + – –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Normal Normal Normal
Electroencephalography (first) Normal Normal Normal
Chromosome X X X
Cytoregion p22.31 p22.31 p22.31
Type Loss Loss Loss
Deletion size (bp) 1685925 1653683 1669613
Deleted position 6,455,151–8,141,076 6,473,896–8,127,579 6,458,939–8,143,509
Deleted genes
 VCX3A (OMIM * 300533) + + +
 HDHD1A (OMIM * 306480) + + +
 STS (OMIM * 300747) + + +
 VCX (OMIM * 300229) + + +
 PNPLA4 (OMIM * 300102) + + +

HP, human phenotype ontology identification number; VCX3A, variably charged, X chromosome, 3A; OMIM, online Mendelian inheritance in men; 
HDHD1A, haloacid dehalogenase-like hydrolase domain-containing 1A; STS, steroid sulfatase; VCX, variably charged, X chromosome; PNPLA4, patatin-like 
phospholipase domain-containing protei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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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 (DQ 76). Brain MRI and an EEG scan were normal. Tests for 
inborn errors of metabolism were normal. He showed no signs of 
autism or ADHD. The SNP array revealed a deletion of approxi-
mately 1.7 Mb at Xp22.31 (6,473,896-8,127,579), which included 
VCX3A, HDHD1A, STS, VCX, and PNPLA4. He was diagnosed 
with XLI and global developmental delay. At the time of this re-
port, the patient cannot walk alone and speak any significant 
words, but his height and weight are in the normal range. 

Patient 3 was a 3-year-old girl born at term. She showed axial hy-
potonia, dry skin without scales, and global developmental delay 
during infancy. She underwent surgery for strabismus at 2 years of 
age. There was no family history of ichthyosis. Brain MRI and an 
EEG scan were normal. Tests for inborn errors of metabolism were 
normal. She showed no signs of autism or ADHD. Her FSIQ was 
55 and SQ was 56. The SNP array revealed a deletion of approxi-
mately 1.7 Mb at Xp22.31 (6,458,939-8,143,509), which included 
VCX3A, HDHD1A, STS, VCX, and PNPLA4. She was diagnosed 
as being a carrier of XLI with a milder skin phenotype than that of 
male XLI, intellectual disability, and strabismus. She can now walk 
alone, but runs imperfectly. Her height and weight are in the nor-
mal range. 

XLI is an X-linked recessive disorder that occurs almost exclu-
sively in males. It has been rarely reported in homozygous women 
who were offspring of an affected man and a female carrier [4]. 
Approximately 90% of patients with XLI have a large deletion that 
includes STS. The remaining cases are caused by point mutations 
within STS. The encoded STS protein belongs to the sulfatase 
family. The enzyme hydrolyzes several 3-beta-hydroxysteroid sul-
fates, and specifically converts the sulfated form of dehydroepi-
androsterone (DHEA), otherwise known as DHEAS, to DHEA. 
In rodents, increased blood levels of DHEAS and DHEA can re-
sult in enhanced memory [5]. In humans, lower levels of DHEA in 
the blood have been reported to be associated with diverse pheno-
types, such as ADHD, corneal opacities, cryptorchidism, epilepsy, 

and developmental delay [1]. Patients with STS escape from X-in-
activation (lyonization) and heterozygous carriers have been re-
ported to exhibit increased rates of neurodevelopmental disorders, 
elevated levels of inattention, impulsivity, autism-related traits, and 
general psychological distress [6]. Placental STS deficiency can oc-
cur during pregnancy in XLI fetuses of a carrier mother, and the 
risk of obstetric complications, such as delayed and prolonged la-
bor, is higher than in the general population [1]. In the present re-
port, patient 3 was a girl with a heterozygous deletion of Xp22.31 
including STS. Although she displayed global developmental delay 
and intellectual disability, she showed a mild skin phenotype with 
only dry skin, not the typical scaly skin of XLI. 

We present three cases of XLI with a deletion of approximately 
1.7 Mb at Xp22.31. All three patients presented with dry, scaly 
skin and developmental delay. The SNP array revealed large dele-
tions that included STS, HDHD1A, VCX3A, VCX, and PNPLA4 
(Fig. 1). HDHD1A encodes a member of the haloacid dehaloge-
nase-like (HAD) hydrolase superfamily. The encoded protein has 
no known biological function. PNPLA4 encodes a member of the 
patatin-like family of phospholipases. The encoded enzyme has 
triacylglycerol lipase and transacylase activities, and it may be in-
volved in adipocyte triglyceride homeostasis. It has been reported 
that PNPLA4 might be associated with autism [7]. Variable charge, 
X-linked (VCX) belongs to the VCX/Y family, which has multiple 
members on both the X and Y chromosome, and all are expressed 
exclusively in male germ cells. VCX/Y genes encode small and 
highly charged proteins of unknown function. VCX3A, also known 
VCXA, has been reported to show an association with abnormal 
neurologic phenotypes. Fukami et al. [8] showed that VCXA was 
preserved in all XLI patients without developmental delay, whereas 
it was deleted in all XLI patients with developmental delay. Ho-
somi et al. [9] identified a VCX3A promoter deletion in a case of 
XLI with borderline mental retardation. The collective findings in-
dicate that deletions of VCX3A or STS might be associated with 

Fig. 1. X-linked ichthyosis cases identified by laboratory chromosomal microarray (CMA).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genome 
browser image (genome build hg38) shows deletions in the three cases (red bars) identified by CMA, which include steroid sulfatase (STS; 
at Xp22.31; chrX:7,147,977-7,45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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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al delay in the XLI patients described in this report. 
We can assume that patients who have deletions of both VCX3A 
and STS show a greater variety of phenotypes and more severe 
neurologic symptoms. 

In conclusion, the three present cases, in combination with pre-
vious studies, indicate that XLI can be associated with develop-
mental delay. Cytogenetic tests are an important tool to identify 
and predict the risk of neurologic manifestations. We believe that 
our report will improve awareness of the neurologic manifestations 
of XLI on the basis of cytogenetic tests.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pproval number: 2007-030-
093). Written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the parents of 
all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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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ster is uncommon in immunocompetent chil-
dren, especially those younger than 10 years. It is 
caused by reactivation of the varicella-zoster vi-
rus (VZV), which remains dormant in the sen-
sory ganglia following primary infection with 
varicella or vaccination. Zoster may involve vari-
ous neurological complications, such as menin-
gitis, encephalitis, myelitis, meningoencephalitis, 
cranial neuropathy, and peripheral neuropathy. 
Here, we present a case of aseptic zoster menin-
goencephalitis with ophthalmic shingles in a 
young immunocompetent toddler. 

A previously healthy 3-year-old boy was ad-
mitted because of progressive irritability and 
headache. He had hit his right forehead against a 
door handle 4 days before admission. He pre-
sented with a headache, painful erythematous 
swelling, and ptosis in the right periorbital area. 
In the emergency room, his vital signs were sta-
ble. He was clearly conscious and responded to 
verbal stimuli. The pupils were symmetrically re-
active to light. However, he could not open his 
eyes and refused to stand up. His initial Glasgow 
Coma Scale score was 12 (E1, V5, M6). He had 
no neck stiffness, and all meningeal irritation 
signs were negative. Initial laboratory tests for 
blood and cerebrospinal fluid (CSF), as well as 
neuroimaging studies, were unremarkable. 

Aseptic zoster meningoencephalitis was 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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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cted after the patient showed a painful vesicu-
lar skin eruption on the right forehead with pro-
gressive lethargy on the second day of hospital-
ization (Fig. 1A). His diagnosis was confirmed 
by a positive VZV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test result from a CSF sample on day 4. 
The CSF culture showed no bacterial growth. 
Serum varicella immunoglobulin M (IgM) and 
varicella PCR results were negative; however, the 
varicella IgG result was positive (3.1; reference 
<  0.9). The patient had been vaccinated for vari-
cella at 1 year of age. Normal results were found 
for laboratory tests for immunodeficiency, in-
cluding the lymphocyte subset, immunoglobulin 
levels, and complements, except decreased CD4 
positive helper T cells (Table 1). A human im-
munodeficiency virus (HIV) antigen test result 
was negative. After confirming the diagnosis, in-
travenous acyclovir was administered for 24 days 
until the CSF VZV results turned negative. The 
patient fully recovered and was discharged with-
out further neurological complications. 

In this case, an early diagnosis was challenging 
because of the patient’s history of forehead trau-
ma, the late onset of dermatological manifesta-
tions of zoster, the absence of pleocytosis on 
CSF examination, and especially the patient’s 
young age. Immunocompetent and immuno-
compromised children showed a similar dis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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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ion of age at herpes zoster onset. Pediatric herpes zoster is very 
common between 10 to 14 years of age [1]. The incidence of zos-
ter in children peaks twice: at 4–5 and 10–13 years of age [2]. Sev-
eral cases of pediatric herpes zoster meningitis have been reported 
in Korea, all of which were in children between 8 and 14 years of 
age, with no cases observed in children under 5 years of age [3,4]. 
Earlier reports have stated that zoster occurs at a significantly short-
er interval if VZV infection is acquired during infancy [5]. Al-
though our patient had been exposed to chickenpox at 70 days of 
age, he had never developed a clinically evident varicella infection. 
His early VZV exposure before 1 year of age may have been a pre-
cipitating factor for developing zoster. He also had a sustained 
closed head injury prior to admission, which led us to suspect that 
a systemic immune response to the injury might have contributed 
to the onset of herpes zoster ophthalmicus and VZV meningoen-
cephalitis. 

The incidence and severity of herpes zoster and neurological 
complications are associated with decreased cell-mediated im-
munity to VZV [6]. Although the VZV-specific T cell counts 
could not be determined in this patient, we believe that quanti-
tative decreases in CD4+ T-lymphocytes limit the adaptive im-
munity to VZV, thereby increasing the risk of meningoenceph-
alitis. 

This patient did not show pleocytosis in the CSF. Only 38% of 
patients with herpes zoster have elevated lymphocytes in their CSF 
[7]. A shorter period from the onset of meningitis to the clinical 
examination increases the likelihood of not detecting CSF pleocy-
tosis. For a more reliable diagnosis of meningoencephalitis, per-
forming follow-up CSF analysis a few days later to check for pleo-
cytosis may be helpful. In our patient, a follow-up CSF analysis was 
not performed due to progressive lethargy, which is a contraindica-
tion for lumbar puncture. 

Table 1. Laboratory results of the patient

Analytes Results Reference values
Blood examination
 White blood cells (×103/μL) 6.65 4.0–12.0
 Segmented neutrophils (%) 74.4 54–62
 Hemoglobin (g/dL) 12.8 11.5–14.5
 Platelets (×103/μL) 337 150–400
 C-reactive protein (mg/dL) <0.03 0–0.3
 Glucose (mg/dL) 101 60–100
Cerebrospinal fluid examination
 Opening pressure (cmH2O) 15 <18
 White blood cells (/mm3) 0 0–8
 Protein (mg/dL) 11.7 15–45
 Glucose (mg/dL) 73 >2/3 serum glucose
Test for immunodeficiency
 Lymphocyte subset
  CD3 (%) 49.5 59–85
  CD4 (%) 16.4a 29–57
  CD8 (%) 18 11–38
  CD4/CD8 0.92 0.9–3.6
  CD19 (%) 37.3 6.4–23
  CD56 (%) 12.3 5.6–31
 Immunoglobulin
  IgG (mg/dL) 959 700–1,600
  IgA (mg/dL) 104 70–400
  IgM (mg/dL) 88.8 40–230
  IgD (mg/dL) 0.22 0.13–15.27
 Complement
  C3 (mg/dL) 105 90–180
  C4 (mg/dL) 7.99 10–40
  CH50 (U/mL) 60 23–46

aCD4+ helper T lymphocyte level was below the normal range.

A B C

Fig. 1. Maculopapular rash evolving into vesicles with erythematous regions on the right V1 dermatome. (A) Hospital day (HD) 2, (B) HD 7, 
(C) HD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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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patient's consciousness declined, electroencephalography 
(EEG) would have also been indicated to investigate for encepha-
lopathy, but EEG was not performed because his shingles encom-
passed the entire right forehead, rendering an examination impos-
sible (Fig. 1B and C). Finally, a positive PCR test result for VZV in 
CSF with a typical vesicular rash and progressive lethargic con-
sciousness led us to conclusively diagnose aseptic zoster encephali-
tis, although there was no pleocytosis in the CSF study and EEG 
was not possible. 

Children with VZV encephalitis regularly undergo central ner-
vous system imaging studies that typically yield normal results. 
However, magnetic resonance imaging may occasionally show 
edema or white matter lesions that suggest acute demyelinating en-
cephalomyelitis. Neuroimaging studies did not show significant 
findings in our patient. 

Although treatment for zoster meningitis in immunocompetent 
children has not been established, zoster meningitis should be 
treated promptly and aggressively to prevent complicated zoster 
meningoencephalitis. To treat complicated zoster, acyclovir (10 
mg/kg/dose or 500 mg/m2/dose) every 8 hours is recommended 
for 10 to 14 days [8]. The patient was administered intravenous 
acyclovir at a dose of 30 mg/kg/day. However, it was insufficient to 
induce resolution of the skin rash. His cutaneous manifestations 
improved after increasing the dose of acyclovir to 1,500 mg/m2/
day (equivalent to 60 mg/kg/day); the patient received acyclovir 
for a total of 24 days. 

Herpes zoster may occur at any time after varicella infection or 
vaccination [9]. Pediatric zoster is typically caused by reactivation 
after natural infection with VZV. However, among vaccinated chil-
dren, up to half of cases occur after immunization [9]. We could 
not evaluate whether our patient’s zoster resulted from the reactiva-
tion of wild-type VZV or vaccine-strain VZV. Vaccine-strain her-
pes zoster favors the lumbar and cervical dermatomes, possibly re-
flecting vaccinations in the thigh and upper arm. Most wild-type 
herpes zoster infections are thoracic and typically involve older 
children [9]. Since several cases of vaccine-strain herpes zoster in 
the trigeminal nerve area have been reported, the possibility of re-
activation due to vaccination cannot be ruled out, even in this case 
[10]. 

Zoster meningoencephalitis is very rare among young children. 
Even if pleocytosis is absent in the initial CSF test or no typical cu-
taneous vesicles are observed in previously healthy young children, 
zoster meningoencephalitis should be considered as a differential 
diagnosis of aseptic meningitis in immunocompetent young chil-
dren.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CHA Bundang Medical Center (approval number: 2021-03-013). 

Written informed consent by the patients was waived due to a ret-
rospective nature of our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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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ochondrial trifunctional protein (MTP) is a 
hetero-multimeric enzyme complex comprised 
of four α-subunits and four β-subunits that is in-
volved in mitochondrial β-oxidation of fatty ac-
ids. MTP deficiency occurs due to variations in 
the HADHA or HADHB genes, which are locat-
ed on chromosome 2p23 and encode the α-sub-
units and β-subunits of MTP, respectively. The 
symptoms of MTP deficiency vary according to 
the degree of metabolic derangement, ranging 
from mild sensorimotor polyneuropathy with ep-
isodic rhabdomyolysis to severe infantile cardio-
myopathy [1]. Because MTP deficiency caused 
by variants of the HADHB gene has heteroge-
neous manifestations at both the molecular and 
phenotypic levels, it is sometimes difficult to con-
firm the diagnosis through metabolic tests. 
Next-generation sequencing (NGS)-based genet-
ic studies can provide a definite diagnosis when 
metabolic tests are not definite [2-4]. We report 
the case of a patient who presented with recurrent 
rhabdomyolysis accompanying viral infections 
and was diagnosed with MTP deficiency attribut-
ed to variants of the HADHB gene identified us-
ing whole-exome sequencing (WES). 

A 21-month-old female patient presented to 
the hospital with abdominal pain, vomit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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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ized weakness. The patient was born full-
term with no perinatal problems and showed 
normal development. She was the second baby 
in a pair of dichorionic, diamniotic twins. Blood 
tests revealed elevated levels of liver enzymes, tro-
ponin I, creatine kinase (CK), and CK MB isoen-
zyme (Table 1). Because the Mycoplasma pneu-
moniae antibody titer was elevated (1:1,280), my-
coplasma infection was suspected. Liver enzymes, 
cardiac enzymes, and CK levels decreased on the 
third day of hospitalization with conservative 
management, and the initial symptoms disap-
peared after 5 days. Metabolic tests, including 
urine organic acid and plasma amino acid levels, 
did not indicate specific metabolic disorders. A 
plasma acylcarnitine test revealed elevated C14-
OH, C16-OH, C18:1-OH, and C18-OH levels, 
which led to clinical suspicion of MTP deficiency.  

One month after the previous admission, the 
patient presented to the pediatric emergency 
room with a persistent fever up to 40°C and poor 
oral intake. She had generalized weakness and lay 
in bed most of the time. Her voice was quiet, and 
she frequently choked while eating. 

A physical examination revealed pharyngeal 
injection and mild tenderness in both lower legs. 
The patient was alert and showed a normal c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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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l nerve examination. On motor examination, the motor power 
of the lower extremities was found to be mildly decreased on both 
sides (grades 4 to 5). The deep tendon reflexes of the knee and an-
kle were 1+ on both sides. Laboratory findings showed elevated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CK, myoglobin, and lactate dehydrogenase (LDH) levels 
(Table 1). Urinalysis revealed myoglobinuria. Infection with hu-
man coronavirus NL63 was confirmed using respiratory virus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The previously elevated blood 
test levels (AST, ALT, CK, myoglobin, and LDH) decreased in the 
follow-up tests with intravenous hydration (Table 1). Along with 
this, the patient’s activity gradually improved. As the previous plas-
ma acylcarnitine test had revealed elevated C14-OH, C16-OH, 
C18:1-OH, and C18-OH levels, urine organic acid and plasma 
acylcarnitine levels were checked again to reach a definite diagno-
sis. However, these tests did not enable a specific diagnosis. 

At the age of 24 months, the patient was readmitted to the hospi-
tal with vomiting, poor oral intake, general weakness, and red-col-
ored urine. A stool PCR test detected norovirus. The patient had 
elevated liver enzyme and CK levels, which markedly improved af-
ter 5 days (Table 1). Although metabolic myopathy was strongly 
suspected clinically, the repeated metabolic tests were inconclusive, 
and WES was performed.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the patient and her parents.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
tutional Review Board of the Samsung Seoul Hospital (IRB No. 
2020-04-197). Compound heterozygous HADHB variants 
(NM_000183.3, c.340A > G;p.N114D and c.919A > G;p.N307D) 
were detected in WES. Sanger sequencing revealed that each par-
ent had one of these variants. Two variants of the HADHB gene 
are located in the thiolase-N domain of the β-subunits of MTP, 
which harbor long-chain 3-ketoacyl-CoA thiolase activity [5]. 
These variants have an occurrence of < 1% in reference databases, 
such as the Korean Reference Genome Database and Genome Ag-
gregation Database. In silico prediction tools predicted the detected 
missense changes to be damaging. Detailed data on the effect pre-
diction and conservation of the variants are described in Table 2. 
The patient was diagnosed with MTP deficiency due to likely 
pathogenic variants of the HADHB gene. 

The patient had repeated episodes of dehydration and rhabdo-
myolysis that seemed to mirror those of hand-foot-mouth disease, 
acute gastroenteritis, acute upper respiratory infection, and acute 
myocarditis (fourth, fifth, eighth, and 10th admissions, respective-
ly) (Table 1). The symptoms and severity were slightly different at 
each admission; however, rhabdomyolysis and motor weakness 
were common findings. In addition to providing supportive care 
during each admission, long-term treatment for MTP deficiency 
was started at the age of 3 with a low-fat and high-carbohydrate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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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t. Fat-soluble vitamins and L-carnitine were supplemented with 
avoidance of fasting and infection. 

At the last follow-up at age 6, the patient showed normal growth, 
good activity, and tolerable blood laboratory tests (AST, 30 IU/L; 
ALT, 21 IU/L; CK and myoglobin, 198 IU/L and 26.9 ng/mL, re-
spectively). 

The recurrent elevation in liver enzymes, CK, and myoglobin 
levels coupled with motor weakness could be a clue for the diagno-
sis of MTP deficiency. Fu et al. [6] reported a case of an 8-year-old 
Chinese girl with progressive lower limb weakness and lethargy, 
which was aggravated after fever; this clinical feature was similar to 
that of our patient. The patient described by Fu et al. [6] had inter-
mittent increases in CK levels and peripheral nerve injury in a 
nerve conduction study. This supported the possibility of metabol-
ic neuromyopathy. A homozygous missense HADHB variant was 
detected in the patient, and MTP deficiency was diagnosed [6]. In 
a report including 50 European patients with long-chain 3-hy-
droxyacyl-CoA dehydrogenase (LCHAD) deficiency, the patients 
also showed similar clinical and laboratory findings [7]. The age of 
symptom onset varied widely (range, 1 day to 26 months), but 
only seven patients (15%) presented with symptoms during the 
neonatal period. Most patients (n = 43, 86%) manifested chronic 
problems, such as hepatic dysfunction, failure to thrive, hypotonia, 
and feeding difficulties, rather than acute problems. In that study, 
14 patients died before the diagnosis. Due to the nonspecific na-
ture of the symptoms, their clinical significance tended to be 
missed in the early stages of the disease [7]. 

Three clinical phenotypes are associated with MTP or LCHAD 
deficiency: lethal (severe, neonatal onset), hepatic (moderate, in-
fantile onset), and neuromyopathic (mild, late adolescent onset). It 
has been reported that patients with heterozygous missense 
HADHB variants present milder myopathic phenotypes [4,8]. 
Spiekerkoetter et al. [3] reported 11 patients with MTP deficiency 
showing the neuromyopathic phenotype. Eight patients harbored 
pathogenic variants of the HADHB gene, and six of them were 
found to have compound heterozygous missense variants [3]. In 

another report analyzing the molecular and phenotypic relation-
ships of 15 patients with HADHB variants, 12 different missense 
variants, three nonsense variants, and one frameshift variant were 
found. Ten patients harbored missense variants, and seven of them 
(70%) showed milder phenotypes and were diagnosed with later 
onset (1 to 6 years) MTP deficiency [4]. Therefore, it is possible 
that missense variants of the HADHB gene induce milder pheno-
types than nonsense or frameshift variants. In our report, the pres-
ence of two compound heterozygous missense HADHB variants 
may have contributed to the relatively late onset and neuromyopa-
thic phenotype of the disease. 

The diagnosis of metabolic disorders begins with suspicion aris-
ing from clinical symptoms. Although recurrent rhabdomyolysis is 
a characteristic manifestation of MTP deficiency, it can be masked 
during early infancy. Our patient experienced repetitive neuromy-
opathy worsened by viral illness, but diagnosis was still delayed. In 
addition, metabolic tests—the traditional diagnostic method for 
MTP deficiency—can be affected by the symptoms or activity of 
diseases and may be inconclusive for a diagnosis [9]. As repeated 
metabolic tests did not confirm our suspicion of a metabolic disor-
der, we performed WES and made a diagnosis of MTP deficiency 
arising as a result of HADHB variants. NGS provides an alternative 
method for diagnosing metabolic myopathies. Diebold et al. [2] 
used a target gene panel containing more than 1,500 genes associ-
ated with known human diseases to detect disease-causing variants 
of HADHA or HADHB genes in a cohort of 403 patients. They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genetic testing for disease diagnosis 
and the usefulness of phenotype-based NGS because of the clini-
cally variable spectrum of metabolic diseases and difficulty in dif-
ferentiating MTP deficiency from other fatty acid oxidation disor-
ders, including carnitine palmitoyl-CoA transferase 1 and 2 defi-
ciency, carnitine transporter deficiency, and multiple acyl-CoA de-
hydrogenase deficiency [2,10]. In addition, a Chinese patient was 
diagnosed using NGS-based gene panel testing comprising 153 
genes for inherited metabolic diseases [6]. In our study, NGS-
based WES played a decisive role in the confirmatory diagnosis of 

Table 2. Effect prediction of the identified variants

Prediction tool c.340A>G;p.N114D c.919A>G;p.N307D
Minor allele frequency gnomAD 0.01088% (2/18,390 alleles in East Asian) 0.01087 (2/18,394 alleles in East Asian)

KRGDB 0.0009 0.0003
In silico SIFT Deleterious (0) Deleterious (0)

PolyPhen-2 Probably damaging (0.996) Probably damaging (0.959)
REVEL Deleterious (0.894) Deleterious (0.919)

Conservation GERP++_RS 5.24 5.43
Domain InterPro Thiolase_N Thiolase_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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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tient with suspected hereditary metabolic myopathy. We sug-
gest a diagnostic algorithm for patients with suspected metabolic 
myopathy in Fig. 1. In conclusion, our patient exhibited a relatively 
late-onset and mild neuromyopathic phenotype with rhabdomy-
olysis. The results of metabolic tests were variable and inconclu-
sive, despite repetitive testing, whereas WES provided a rapid and 
confirmatory diagnosis by identifying two compound heterozy-
gous HADHB variants. Thus, NGS-based genetic testing could 
serve as a first-tier test for patients with suspected metabolic myop-
athy. 

Conflicts of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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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uggested diagnostic algorithm for the patients with suspected metabolic myopathy. CK, creatine kinase; LDH, lactate 
dehydrogenase; EMG, electromyogram; NCS, nerve conduction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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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nical suspicion of metabolic myopathy
- Episodic motor weakness associated with viral illness
- Episodic myalgia and tenderness of extremities
- Episodic red-colored urine

· Metabolic tests
- Plasma amino acid analysis
- Urine organic acid analysis
- Plasma acylcarnitine test

· If negative,
- Target gene panel test for metabolic myopathy

· If suspicion of a specific metabolic disease
- Sanger sequencing of the target gene

· If negative,
- Consider trio whole exome sequencing

· If, suspicion of mithchondrial disease
- Mitochondrial gemone test
- Mitochondrial nuclea gene panel

· Initial approach
- History taking; birth history, family history, past medical history, medication history
- Physical exam, neurologic exam

· Conventional work-up
- Laboratory test: liver enzymes, CK, LDH, myoglobin, cardiac enzymes, urinalysis
- EMG, NCS (op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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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it hand/foot malformation (SHFM) is a rare 
congenital malformation involving a limb anom-
aly [1]. It is characterized by the absence of the 
central digits of the hand or foot, and is also 
known as cleft hand or ectrodactyly [2]. SHFM 
generally an autosomal dominant (AD) condi-
tion associated with seven chromosomal loci 
(SHFM1 to SHFM6 and SHFM with long bone 
deficiency [SHFLD]) [3]. Involvement Dlx- dis-
talless-related homebox 5 (DLX5) gene expres-
sion in the SHFM1 type has been reported with 
autosomal recessive (AR) inheritance in a fami-
ly; furthermore, SHFM6 also shows an AR in-
heritance pattern and SHFM2 is an X-linked re-
cessive condition [4]. DLX5 and DLX6 are ex-
pressed in the embryonic limb buds and ecto-
derm, are necessary for craniofacial, axial, and 
appendicular skeleton development, and also 
promote cortical interneuron migration from the 
basal forebrain [5-8]. Herein, we report the first 
case of a male SHFM patient with deafness and 
subependymal heterotopia that appeared to be 
inherited as a heterogeneous condition of the 
DLX5 gene. 

A 1-day-old male patient was admitted to our 
Department of Pediatrics for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ectrodactyly detected on pr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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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 ultrasonography. The patient was the parents’ 
first baby and was born via an emergency cesare-
an section due to premature rupture of mem-
branes at 39 weeks of gestation. At birth, the 
weight was 3,960 g ( > 90th percentile), the 
height was 47.3 cm (10th–25th percentile), and 
the head circumference was 35.1 cm (75th–90th 
percentile). Ectrodactyly of both hands and feet 
were observed and there were no other abnor-
mal findings on an infantogram (Fig. 1). His fa-
ther also had ectrodactyly on both hands and 
feet, as well as bilateral congenital deafness, and 
was unable to communicate verbally. The pa-
tient's father was the fourth of six siblings, but no 
one in his family had similar anomalies. Addi-
tionally, the patient’s father did not have a history 
of convulsions. 

Subependymal nodules on the right occipital 
horn were identified on brain magnetic reso-
nance imaging that was performed at 7 months 
of age due to an afebrile seizure (Fig. 2). He re-
ceived a cochlear implant after the confirmation 
of hearing impairment in an auditory brainstem 
response test (hearing threshold more than 90 
dB). At the age of 5, the patient presented to our 
emergency room due to a 2-minute afebrile focal 
seizure. Electroencephalography showed as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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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ic background activity due to depressed background activity 
in the right mid-posterior area and sharp waves in both frontocen-
tral areas. The patient was diagnosed with focal epilepsy and began 
treatment with levetiracetam. Genetic testing was performed for 
the patient, over the objections of his father, who also chose not to 
receive a genetic evaluation himself. Genetic variants were not de-
tected in the subependymal heterotopia-related periventricular 
nodular heterotopia (PVNH) 1 and PVNH2 genes; however, a 
heterozygous mutation was detected in the SHFM-related DLX5 
gene (NM_005221.5:c. 557A > G (p.Gln186Arg, hetero). A 
mouse-model study conducted in 2002 reported that double 
knock-out of both genes (Dlx5/Dlx6−/−) resulted in typical ec-
trodactyly, with craniofacial and inner ear abnormalities [9]. This 
case showed a heterozygous DLX5 gene mutation, but the pa-

tient—like his father—showed typical phenotypes of DLX5 mu-
tation, including ectrodactyly and craniofacial and inner ear abnor-
malities, as well as hearing impairment and SHFM. This case has 
clinical significance because, although we were unable to perform a 
parental genetic study, the presence of a similar phenotype in the 
father shows that DLX5 mutation could have had an AD inheri-
tance pattern. In addition to our case of a DLX5 mutation, a patient 
with SHFM caused by a novel heterozygous variant in the DLX6 
gene, which is also known to show AR inheritance, was reported in 
2017 [10]. After cochlear implantation, the patient was diagnosed 
with grade 2 hearing impairment. He has received speech-language 
therapy and an anticonvulsant agent. Other areas of development, 
including motor and cognition, have been well maintained and he 
is doing well without seizure relapse. 

A B C D

Fig. 1. Radiological images of the hands and feet showing complete absence of the second, third, and fourth digits on both (A, B) hands 
and (C, D) feet.

A B

Fig. 2.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A) A T1-weighted sagittal image and (B) T2-weighted axial image show subependymal 
heterotopia on the right occipital horn (white arr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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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Jeon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IRB no: 2021-06-072). 
Written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this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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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assium voltage-gated channel subfamily Q 
member 2 (KCNQ2)-related disorders represent 
a spectrum of overlapping neonatal epileptic 
phenotypes caused by heterozygous pathogenic 
variants (PVs) in KCNQ2. The clinical features 
of KCNQ2-related disorders range from a mild 
form of benign familial neonatal epilepsy 
(BFNE) to a severe form with neonatal epileptic 
encephalopathy. BFNE is an age-dependent fa-
milial epilepsy syndrome characterized by a wide 
spectrum of seizures that begin in otherwise 
healthy infants between the 2nd and 8th days of 
life and typically cease spontaneously. A family 
history of neonatal seizure is crucial for the diag-
nosis [1]. KCNQ2-related non-familial benign 
neonatal epilepsy has been previously reported 
[2]. However, KCNQ2-related benign infantile 
epilepsy in dizygotic twins with no family history 
of seizures has not been reported to date. Herein, 
we report the same PV of the KCNQ2 gene in 
preterm dizygotic twins who presented with 
multiple seizures at a corrected age (CA) of 40 
weeks.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
tional Review Board of Daegu Catholic Universi-
ty Medical Center(CR-21-033). The require-
ment for publication consent was waived be-
cause personally identifiable protected health in-
formation was not disclosed in this report. 

Case 1: Dizygotic twins were born by a 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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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 with gestational diabetes at 31 weeks and 5 
days of gestational age. The family history was 
negative for seizures, intellectual disability, and 
other neurological disorders. The first twin was 
male and developed multifocal clonic seizures 
with apnea and cyanosis at a CA of 40 weeks. He 
did not have significant perinatal morbidity and 
was developing normally. Physical examination, 
routine laboratory testing, and electroencepha-
lography (EEG) were normal.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showed no significant 
abnormalities. The targeted gene panel for epi-
lepsy performed at GC Genome (Yongin, Ko-
rea) detected a heterozygous nonsense variant  
in KCNQ2 (NM_172107.2: c.1741C > T; p.Ar-
g581Ter), which was classified as pathogenic. 
The parents refused genetic testing for the iden-
tified PV. Based on the clinical and genetic test-
ing results, the patient was diagnosed with 
KCNQ2 gene-related non-familial benign infan-
tile epilepsy. He remained seizure-free on pheno-
barbital (PB) until breakthrough seizures occurred 
at a CA of 4 months. PB was then switched to ox-
carbazepine (OXZ). At a CA of 12 months, OXZ 
was tapered off successfully. Motor, language, 
and social development were normal over 2 
years of follow-up without seizure episodes. 

Case 2: The second twin was female and also 
presented with multiple seizures with cyanosis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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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me age. Her development and physical examination were 
normal. Routine blood testing, EEG, and brain MRI were also nor-
mal. Genetic testing revealed the same PV in the KCNQ2 gene as 
her twin brother. She was free of seizures for 7 weeks on PB, but 
they recurred at a CA of 2 months. PB was then switched to OXZ. 
As with her brother, OXZ was also successfully tapered off at the 
CA of 12 months. Three months after discontinuing OXZ, she ex-
perienced a single generalized tonic-clonic seizure, which was trig-
gered by fever (body temperature, 39.5°C). During subsequent 
follow-up, she developed normally without seizure occurrence. 

Mutations in KCNQ2 and KCNQ3, which encode two different 
KCNQ channel subunits, have been identified as causes of BFNE 
[1,2]. However, the exact pathogenic mechanisms underlying the 
age-dependent development and spontaneous remission of BFNE 
have not been elucidated. The KCNQ channel is a heteromeric te-
tramer consisting of KCNQ2 and KCNQ3 subunits that function 
as a voltage-dependent potassium channel and function as the pre-
dominant inhibitory system during the first week of life. Afterward, 
GABAergic transmission serves as the main inhibitory system. 
KCNQ2 and KCNQ3 are widely expressed, but mainly in the hip-
pocampus, neocortex, and cerebellar cortex, where they are co-ex-
pressed and co-assembled. They are thought to fully function 
when they are assembled as a heterotetramer because these hetero-
meric channels generate a 15-fold larger current than homomeric 
channels [3]. Kanaumi et al. [3] examined developmental changes 
in KCNQ2 and KCNQ3 expression and found high expression of 
KCNQ2 in fetal life that decreased after birth. The expression of 
KCNQ3 increased in late fetal life to infancy. Simultaneous expres-
sion of KCNQ2 and KCNQ3 was significant mainly in the neonatal 
period: in the cerebellum from late neonatal life to infancy, in the 
hippocampal pyramidal cells from a gestational age of 36 weeks to 
3 months of age, and in the temporal lobe in neonatal life. The de-
velopmental expression pattern of KCNQ2 and KCNQ3 may con-
tribute to the age-dependent pathogenesis of BFNE [3]. Our pa-
tients were born premature, almost 2 months earlier than the ex-
pected date, and developed typical BFNE seizures at a CA of 40 
weeks, which was full-term. The timing of their seizure presenta-
tion may be attributable to the temporal characteristics of expres-
sion of the mutated KCNQ2 gene. 

Two families with BFNE that had the same KCNQ2 PV as our 
patients have been previously reported [4,5]. As the parents of our 
patients refused genetic testing, it is uncertain whether this PV is 
familial or de novo. Although non-familial benign neonatal epilepsy 
is a KCNQ2-related disorder phenotype, this variant may have 
been inherited from one of the parents. Since our patients were di-
zygotic twins, the variant is relatively unlikely to have occurred de 
novo. Carriers of mosaicism may be asymptomatic or present with 

various disease symptoms, depending on factors such as the gene 
involved and/or the degree of mosaicism. This may explain certain 
diseases that show variable expressivity among different family 
members. Mosaic parents vary in the degree to which they are af-
fected, from unaffected to severely affected according to the level of 
mosaicism [6]. Several cases of KCNQ2 encephalopathy with pa-
rental mosaicism have been reported in patients who inherited the 
PVs from apparently healthy parents [7]. We hypothesize that the 
parents of our patients might be mosaic for the KCNQ2 mutation. 
Alternatively, they may have had unrecognized seizures in the neo-
natal period. The dizygotic preterm twins reported here first devel-
oped seizures at a CA of 40 weeks and had no family history of sei-
zures, which suggests the importance of age of onset in genetic epi-
lepsy syndr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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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reoelectroencephalography (SEEG) was de-
veloped by Talairach and Bancaud in France for 
epilepsy surgery in the 1950s [1]. With the re-
cent advent of new technologies, such as ro-
bot-assisted navigation and stereotactic image 
guidance, SEEG has been used widely through-
out the world. While SEEG has gradually been 
accepted for treatment in adults, there is less con-
sensus regarding its utility in children. A recent 
series included a substantial cohort of pediatric 
patients, suggesting that the enhanced epilepto-
genic zone (EZ) localization through SEEG may 
benefit both adult and pediatric populations [2]. 
Herein, we describe the first case of epilepsy sur-
gery performed using robot-assisted SEEG in a 
child in Korea. 

The KYMERO® robot-assisted SEEG system 
(Koh Young Technology, Seoul, Korea) devel-
oped for the management of intractable epilepsy 
(IRB approval No.: 1-2017-0059) was used for 
this patient. Written informed consent by the pa-
tients was waived due to a retrospective nature of 
our study. The authors have no conflicts of inter-
est with the company that developed KYME-
RO®. In a female patient (patient 1 [P1]), sei-
zures started at 8 years of age with vacant staring 

and sometimes evolved to clonic seizures on the 
right side of the face or tonic seizures on the right 
arm.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showed a large, cavernous hemangioma on the 
left superior frontal gyrus (Fig. 1A). The heman-
gioma was resected, but the same seizures con-
tinued. After a year, P1 visited the authors’ clinic 
and had already been prescribed three antiepi-
leptic drugs. Epileptiform discharges on P1’s in-
terictal and ictal electroencephalography began 
with sharp wave discharges on the central vertex 
and both frontocentral electrodes (Fig. 1B and 
C). Due to P1’s bilateral epileptiform discharges, 
we re-operated using a robot-assisted SEEG pro-
cedure. Four electrodes were inserted into the 
left anterior, middle, and posterior superior fron-
tal cortex, as well as the motor cortex. An addi-
tional electrode was inserted into the contralater-
al posterior superior frontal gyrus (Fig. 2A and 
B). There were seven episodes of habitual sei-
zures; the seizure onset zone was consistently 
around the left posterior superior frontal gyrus, 
and independent epileptiform discharges were 
found on the left middle superior frontal gyrus 
during an interictal period (Fig. 2C). The seizure 
onset zone and the irritative zone were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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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hase I studies. (A) Brain magnet-
ic resonance imaging, axial T2 sequence 
through the upper frontal lobe; (B) inter-
ictal scalp electroencephalography (EEG). 
Repetitive sharp and wave discharges on 
the central vertex and bilateral frontocen-
tral electrodes; (C) ictal scalp EEG onset. 
Low-amplitude fast activities are seen on 
the central vertex and bilateral frontocen-
tral electrodes.

pletely resected with intraoperative motor evoked potential moni-
toring, and electrocorticography confirmed normal brain activity 
on the resection margins (Fig. 2D). Since the procedure, P1 has 
been free of seizures for 8 weeks and has discontinued clobazam. 
The robot-assisted SEEG procedure is recommended for re-opera-
tion for bilateral epileptiform discharges. The procedure also accu-
rately confirmed the ictal onset zone in this patient. 

The Cleveland Clinic reported that EZ localization was achieved 
in 77% and 97% of subdural electrode and SEEG procedures, re-
spectively, and that the degree of post-resection freedom from sei-
zure was similar (68% and 70%, respectively) [3]. In that study, 31 
out of 102 patients were pediatric patients, and it was suggested 
that improved EZ localization by SEEG could be helpful for chil-
dren as well as adults. SEEG requires high-quality angiographic 
studies because avascular trajectory planning is a prerequisite for 
this procedure to be performed safely. We used computed tomog-
raphy angiography and an MRI T1-weighted sequence with con-
trast enhancement. A meta-analysis showed that the risks of intra-

cranial hemorrhage and surgical site infection are 4% and 2.3%, re-
spectively, for subdural electrode placement and 1% and 0.8%, re-
spectively, for SEEG [4]. There are few complications associated 
with long-term monitoring of SEEG, and up to 3 weeks of moni-
toring have been reported [5]. Sufficient bone thickness ( ≥ 2 mm) 
is required to fix anchor bolts for stable electrode placement for 
SEEG [4]. SEEG implantation can be performed safely in people 
≥ 3 years of age. 

SEEG is an effective diagnostic surgical tool for intractable epi-
lepsy in children. Compared with the more commonly utilized 
subdural grids and strips, SEEG is superior for re-operation be-
cause it can identify deep, noncortical, and bilateral EZs. SEEG has 
been shown to be safe, with low rates of infection and hemorrhage. 
Given these advantages, SEEG has become a critical tool in the 
neurosurgeon’s armamentarium for pediatric epilepsy surgery. This 
emerging technology may improve perioperative outcomes and 
may be safer for pediatric patients with intractable epilepsy. How-
ever, large cohort and long-term follow-up studies are still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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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hase II studies. (A) Stereoelectroencephalography (SEEG) scheme, with lateral and medial views on both hemispheres. (B) SEEG 
placement on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C) SEEG ictal onset (fewer electrodes in a deeper location). Repetitive spiking 
signaling seizure onset is localized to channels on left posterior frontal cortex with nearly simultaneous spreading to contralateral hemi-
sphere. (D) Postoperative brain MRI, axial T1 sequence through the upper frontal lobe. LAF (red), left anterior frontal; LMF (yellow, thick), 
left middle frontal; LPF (yellow, thin), left posterior frontal; LSMA (green, left), left supplementary motor area; RPF (green, right), right 
posterior fro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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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ance with MEDLINE, year, volume, and page numbers. 
List all authors when they are six or less; when they are seven or 
more, list the first six and add ‘et al.’. The names of all authors must 
be listed by the last name and the initials of the first and middle 
names. Papers in press may be listed with the journal name and 
tentative year of publication. The style for a chapter of a book 
is as follows: author and title of the chapter, editor of the book, 
title of the book, edition, volume, place, publisher, year, and page 
numbers. Cite unpublished data or personal communications in 
the text only and not in the reference list. Internet URLs should 
be as follows; authors’ names, website title, URL and the tim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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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test update. All other references should be listed as shown in 
the Recommendations from ICMJE. Authors are responsible for 
the accuracy and completeness of their references. The maximum 
number of cited references should be 40 for original articles and 10 
for letters to editor.

Examples of reference styles

1) Journal article
1. Yoon JY, Kang MJ, Kim SY, Seo JY, Yang SW, Lee YA, et al. 

The relationship between initial body mass index and body 
mass index after one year of gonadotropinreleasing hormone 
agonist therapy in idiopathic true precocious puberty girls. J 
Korean Soc Pediatr Endocrinol 2011;16:165-71.

2. Wheless JW, Treiman DM. The role of the newer antiepileptic 
drugs in the treatment of generalized convulsive status 
epilepticus. Epilepsia 2008;49 Suppl 9:74-8

3. Gardos G, Cole JO, Haskell D, Marby D, Paine SS, 
Moore P. The natural history of tardive dyskinesia. J Clin 
Psychopharmacol 1988;8(4 Suppl):31S-37S.

4. Nikitovic M, Wodchis WP, Krahn MD, Cadarette SM. Direct 
health-care costs attributed to hip fractures among seniors: a 
matched cohort study. Osteoporos Int In press 2012.

2) Book
- Book
5. Volpe JJ. Neurology of the newborn. 2nd ed. Philadelphia, PA: 

WB Saunders Co.; 1987.
- Book chapter
6. Pan ES, Cole FS, Weinttrub PS. Viral infections of the fetus 

and newborn. In: Taeusch HW, Ballard RA, Gleason CA, 
editors. Avery’s diseases of the newborn. 8th ed. Philadelphia: 
Elsevier Saunders; 2005. p. 495-529.

- Abstract book or conference proceedings
7. Vivian VL. editor. Child abuse and neglect: a medical 

community response. Proceedings of the First AMA National 
Conference on Child Abuse and Neglect; 1984 Mar 30-31; 
Chicago. Chicago: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985.

- Thesis
8. Youssef NM.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with congenital 

heart disease (dissertation). Pittsburgh, PA: Univ. of 
Pittsburgh; 1988.

3) Website
9. On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The 

Third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III) [Internet]. Seoul: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6 [cited 2006 Jul 8]. 
Available from: http://knhanes.cdc.go.kr.

Tables
1) Each table should be inserted on a separate page, with the table 

number, table title and legend.
2) The numbers of tables should be in Arabic numerals in their 

order of citation.
3) Titles of tables should be concise using a phrase or a clause. 

The first character should be capitalized.
4) Tables should be concise and not duplicate information found 

in figures.
5) The significance of results should be indicated by appropriate 

statistical analysis.
6) Unnecessary longitudinal lines should not be drawn. 

Horizontal lines should be used as sparingly as possible.
7) All symbols and abbreviations should be described below the 

table.
8) Use superscript letters (a, b, c) to mark each footnote and be 

sure each footnote in the table has a corresponding note. List 
abbreviations in the footnote section and explain any empty 
cells.

9) All units of measurements and concentrations should be 
designated.

Figures and figure legends
1) Figures should be submitted separately from the text the 

manuscript. All pictures and photographs should be of excellent 
quality and supplied as JPEG or TIFF files with resolution of 
more than 300 dpi. The preferred size of figure is 7.4×10.0 cm 
(3×4 inches). Except for particularly complicated drawings 
that show large amounts of data, all figures are published at one 
page or one column width. All kinds of figures may be reduced, 
enlarged, or trimmed for publication by the editor.

2) Color figures and pictures will be published if the editor 
decides it is absolutely necessary.

3) Figure numbers, in Arabic numerals, should appear in the 
figure legends. Arabic numerals should be used in the orderin 
which the figures are referred to in the main text. In cases 
where more than two photographs are used with the same 
number, alphabet characters should be used next to the Arabic 
numeral (e.g.: Fig. 1A, Fig. 1B).

4) All pictures and photographs should be described in the 
legend with complete sentences rather than incomplete 
phrases or a clause.

5) All symbols and abbreviations should be described below the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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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ther types of manuscripts
All other types of manuscripts should meet the above mentioned 
requirements.

1) Reviews articles
Reviews may be written by invitation by the editorial board 
and provide concise reviews of important subjects to medical 
researchers. are organized as follows: title page, abstract and 
keywords, introduction, main text, conclusion, acknowledgments, 
references, tables, figure legends, and figures. An abstract is 
required but it need not be structured.
Reviews should not exceed 7,000 words, include no more than 6 
figures or tables and 150 references.

2) Letters to the editor
Letters to the editor is a type of brief communication on any topics 
that attract attention of journal readers. It should be brief, clear 
and conclusive. And it should be accompanied by a statement 
that written consent to publish was obtained from the patient(s). 
No abstraction is required. Body of the letter has no structure and 
the word count is limited to 1,500 words. It should be written in 
a maximum of 3 printed pages, less than 10 references, less than 2 
table or figures, and less than 5 authors.

3) Editorial
Editorials are invited by the editors and should be commentaries 
on articles published recently in the journal. Editorial topics could 
include active areas of research, fresh insights, and debates in all 
fields of child nerology. Editorials should not exceed 1,000 words, 
excluding references, tables, and figures, and no more than 2 
figures or tables and 10 references.

Manuscripts accepted for publication

1. Final version
After the paper has been accepted for publication, the author(s) 
should submit the final version of the manuscript. The names 
and affiliations of the authors should be double-checked and 
if the originally submitted image files were of poor resolution, 
higher resolution image files should be submitted at this time. The 
EPS, JPG, PPT, or TIF formats are the preferred digital files for 
photographic images. Symbols (e.g., circles, triangles, squares), 
letters (e.g., words, abbreviations), and numbers should be large 
enough to be legible even after on reduction to the journal’s 
column widths. All symbols must be defined in the figure captions. 
If references, tables, or figures are moved, added, or deleted during 
the revision process, renumber them to reflect the changes so that 

all tables, references, and figures are cited in numeric order.

2. Manuscript corrections
Before publication, the manuscript editor will correct the 
manuscript such that it meets the standard publication format. 
The author(s) must respond within 7 days when the manuscript 
editor contacts the author for revisions. If the response is delayed, 
the manuscript’s publication may be postponed to the next issue. 
The author should double-check for corrections in the content, 
title, affiliation, capitalization, locations of figures, and references. 
Corresponding authors are responsible for further corrections 
made after printing.

3. Gallery proof
The author(s) will receive the final version of the manuscript as 
a PDF file. Upon receipt, within 2 days, the editorial office (or 
printing office) must be notified of any errors found in the file. Any 
errors found after this time are the responsibility of the author(s) 
and will have to be corrected as an erratum.

4. Feedback after publication
If the authors or readers find any errors, or contents that should be 
revised, it can be requested from the Editorial Board. The Editorial 
Board may consider erratum, corrigendum or a retraction. If 
there are any revisions to the article, there will be a CrossMark 
description to announce the final draft. If there is a reader’s opinion 
on the published article with the form of Letters to the editor, it 
will be forwarded to the authors. The authors can reply to the 
reader’s letter. Letters to the editor and the author’s reply may be 
also published.

5. How the journal handle complaints and appeals
The policy of Annals of Child Neurology is primarily aimed at 
protecting the authors, reviewers, editors, and the publisher of the 
journal. If not described below, the process of handling complaints 
and appeals follows the guidelines of the Committee of Publication 
Ethics available from: https://publicationethics.org/appeals.

Who complains or makes an appeal?
Submitters, authors, reviewers, and readers may register complaints 
and appeals in a variety of cases as follows: falsification, fabrication, 
plagiarism, duplicate publication, authorship dispute, conflict 
of interest, ethical treatment of animals, informed consent, bias 
or unfair/inappropriate competitive acts, copyright, stolen data, 
defamation, and legal problem. If any individuals or institutions 
want to inform the cases, they can send a letter via the contact page 
on our website: http://annchlidneurol.org. For the complaint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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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ls, concrete data with answers to all factual questions (who, 
when, where, what, how, why) should be provided.
Who is responsible to resolve and handle complaints and appeals?
The Editor, Editorial Board, or Editorial Office is responsible for 
them. A legal consultant or ethics editor may be able to help with 
the decision making.

What may be the consequence of remedy?
It depends on the type or degree of misconduct. The consequence 
of resolution will follow the guidelines of the Committee of 
Publication Ethics (COPE).

6. Page charge
There are no page charges to authors. All color figures and tables 
will be reproduced in full color in the online edition of Annals of 
Child Neurology at no cost to authors, but the complete cost in 
the printed version of the journal will be charged to the authors. 
Please contact the Editorial Office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potential fees.

7. Confirmation of acceptance
Once the manuscript is at the publisher, confirmation of acceptance 
by the Annals of Child Neurology may be issued.

8. E-publication ahead of print
All accepted manuscripts are subject to copyediting. Before 
publication, page proofs are sent to the corresponding author, who 
is responsible for verifying the final manuscript contents, including 
all copyediting changes. Once a manuscript has been typeset, 
copyedited, and approved by the editor and the authors, it will 
soon appear online in our “Ahead-of Print” section.

Further information

Any correspondence, queries or additional requests for information 
on the manuscript submission process should be sent to Annals of 
Child Neurology editorial office as follows:

Editor-in-Chief: Soonhak Kwon, MD
E-mail: editor@annchilneurol.org
Telephone: +82-2-2019-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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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nsfer of copyright from author to the Korean Child Neurology Society must be clearly stated in writing to enable the Annals of 
Child Neurology to assure maximum dissemination of the author’s work. Therefore, the following agreement, executed and signed by the 
author, is required with each manuscript submission.

In signing this Agreement:
1. I hereby warrant that this Article is an original work, has not been published before and is not being considered for publication 

elsewhere in its final form either in printed or electronic form,
2. I hereby warrant that I have obtained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 to reproduce in the Article (in all media including print and 

electronic form) material not owned by me, and that I have acknowledged the source;
3. I hereby warrant that this Article contains no violation of any existing copyright or other third party right or any material of an obscene, 

indecent, libellous or otherwise unlawful nature and tha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this Article does not infringe the rights of others;
4. I hereby warrant that in the case of a multi-authored Article you have obtained, in writing, authorization to enter into this Agreement on 

their behalf and that all co-authors have read and agreed the terms of this Agreement;
5. I will indemnify and keep indemnified the Editors, Annals of Child Neurology against all claims and expenses (including legal costs and 

expenses) arising from any breach of this warranty and the other warranties on my behalf in this Agreement.

Date:                                                                          

Name and Institution or company:                                                                                                                                                                                                                                                                                               

Manuscript Title: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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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eneral provisions
☐ The authors should ensure that the contents of the present manuscript have not been published nor intended to be published in other 

journals.
☐ The manuscript should be formatted as follows: A4 paper, 12 point font, left-aligned, double-spaced.
☐ An original article should be presented in the following order: cover page, abstract, keywords, introduction, methods, results, discussion, 

references, and captions and legends for tables and figures.

2. Cover page
☐ This section should indicate the contact information of the corresponding author: postal code, address, phone number, fax number, and 

email address.
☐ A running title should be given in 10 words or less.

3. Abstract and Keywords
☐ The abstract should be divided into Background and Purpose, Methods, Results, and Conclusions; it should be written in one 

paragraph that is within 250 words.
☐ Three to six keywords should be included (preferably those recommended in MeSH of Index Medicus; the first letter of each key word 

should be capitalized).

4. Main text
☐ The title should not include abbreviations; all the words must be spelled out.
☐ Information regarding approval of an institutional review board and obtaining informed consent should be mentioned in the Method 

section.
☐ References should be numbered in Arabic numbers in the order they are cited.
☐ Superscript numbers should come after commas and periods according to submission rules.
☐ When using abbreviations, their full forms should be used at first mention; abbreviations/acronyms should then be used consistently in 

further occurrences.
☐ Units of measure should be written in accordance with submission rules (except for % and °C, a space should come between the 

number and the unit of measure).
☐ For numbers, a comma should be inserted after every third digit.
☐ All statistical methods used should be described accurately in detail.

5. References
☐ In-text citations should be numbered and should correspond to the numbers in the references.
☐ Up to six authors should be mentioned. In case there are seven or more authors, “et al.” must come after the primary author.
☐ Official abbreviations of quoted journals must be used.
☐ Year, volume, and start page–end page of the quoted literature should be accurately mentioned.
☐ The first letter of the title of the quoted article should be capitalized.
☐ Compliance with quotation styles should be observed.
☐ The manuscript should comply with quotation rules in case a book has separate authors by chapter.

6. Table
☐ Each table must have its own title and be given a separate page.
☐ All abbreviations used in the table should be spelled out.

Author’s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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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superscript numbers used in the table should comply with the contribution rules.

7. Figures
☐ Each figure should be produced in a separate file and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main text.
☐ The file name of each figure should be the figure number.
☐ Figures can be black and white or in color; they will be published as submitted.
☐ The titles and legends of the figures should be concisely drafted on a separate page in English.
☐ The figures should be explained in complete sentences, not phrases or clauses.
☐ All abbreviations should be written out.
☐ When a figure contains several pictures, the explanation of the figure should be followed by that of each picture, distinguishing them as A, 

B, C,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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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독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2
TEL. 02-527-5114  l  FAX. 02-527-5001  l  www.handok.co.kr

Selected Prescribing Information

[트리렙탈®필름코팅정 150mg, 300mg, 600mg] 최신 제품정보 개정일 : 2018.01.15 [주성분] 옥스카르바제핀 [효능효과] 부분 발작(이차적인 전신발작을 수반하는 경우 포함), 전신 강직간대발작 [용법용량(요약)] 성인: 1 일 600mg~2,400mg.  소아: 3 세 이하의 소아에 대해서는 복용을 피하는 것
이 좋다. 신기능 장애 환자에 투여 시 용량조절이 필요하다. [경고] 1) 자살충동과 자살행동 : 항전간제를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전간제를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에 대하여 모니터
링 되어야 한다. 항전간제를 처방받는 간질과 다른 많은 질병은 그 자체가 이환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전간제 처방시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한다. 2) 저
나트륨혈증(hyponatremia) : 이 약의 치료 중 혈청 나트륨치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치료 전과 치료 개시 후 정기적으로 혈청 나트륨치를 측정해야 한다. 특히 이미 많은 수분 섭취가 필요한 신장애를 갖고 있거나, 혈청 나트륨치가 낮은 환자, 혈청 나트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약물(예 : 이뇨제, 데스모프레
신)을 투여하거나 NSAIDs(예 : 인도메타신)로 치료받는 환자, 혹은 저나트륨 혈증의 증상(예 : 구역, 권태, 두통, 졸음증, 혼란, 둔감 또는 발작 빈도 혹은 정도의 증가)을 보이는 환자에게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 신부전, 간부전 또는 심부전 환자나 고령자에게는 이상반응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 카르바마제핀에 대하여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사용할 경우 이러한 환자 중 약 25～30%에서 교차 알레르기 반응이 보고되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이는 두 약물의 구조적 유사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5) 중대한 피부반응: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및 독성표피
괴사용해(리엘증후군) 를 포함하는 중대한 피부반응이 소아와 성인에서 이 약의 사용과 관련하여 보고되었다. 보고된 증례의 발현시간(중앙값)은 19일이었다. 이러한 중대한 피부반응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몇 명 환자는 치명적인 결과로 입원이 필요했던 보고가 매우 드물게 있었다. 이 약을 재투여하였
을 때 중증의 피부반응의 재발 또한 보고되었다. 이 약과 관련된 TEN과 SJS의 보고율은 보고저하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과소평가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기본 발생율 추정치보다 약 3배에서 10배 높았다. 전체 피험자집단에서 이러한 피부반응의 기본 발생율은 100만인 년(person years) 당 0.5～6례였다. 따
라서 피험자가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피부반응이 발생할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고 다른 항전간제를 처방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6) 모든 항전간제와 마찬가지로 이 약은 발작횟수의 증가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에스리
카르바제핀, 카르바마제핀, 다른 삼환계 항우울제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2) 방실차단 환자  3) 골수억제 환자(marrow depression condition) 4) MAO억제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MAO억제제 투여 중단 후 최소 15일이 경과한 뒤 이 약을 투여해야 한다.)  5) 이 약의 사용과 관련해서 
아나필락시스와 혈관부종이 발생한 환자 [다음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임신을 원하는 여성  2) 수유부 3) 간염이나 간부전이 의심되는 환자 혹은 중증의 간장애 환자 4) 심장 전도 장애 병력이 있는 환자 혹은 방실 전도 억제 약물을 복용중인 환자 5) 심부전 
환자 6) 중증의 신장애 환자 7) 저나트륨혈증 환자 혹은 혈청 나트륨을 저하시킬 수 있는 약물 또는 NSAIDs를 투여중인 환자 8) 고령자, 특히 신장 기능 장애가 있는 고령의 환자 *처방하시기 전, 상세 제품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트리렙탈®현탁액 6%] 최신 제품정보 개정일 : 2019.12.06 [주성분] 옥스카르바제핀 [효능효과]부분 발작(이차적인 전신발작을 수반하는 경우 포함), 전신 강직간대발작 [용법용량(요약)] 성인: 1 일 600mg~2,400mg. 소아: 1 일 8-60mg/kg. 투여 1 일 2 회 분할 투여한다. 신기능 장애 환자에 투여 시 용
량조절이 필요하다. [경고] 1) 자살충동과 자살행동 : 항전간제를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전간제를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에 대하여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항전간제를 처방받는 간
질과 다른 많은 질병은 그 자체가 이환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전간제 처방시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한다. 2) 저나트륨혈증(hyponatremia) : 이 약의 
치료 중 혈청 나트륨치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치료 전과 치료 개시 후 정기적으로 혈청 나트륨치를 측정해야 한다. 특히 이미 많은 수분 섭취가 필요한 신장애를 갖고 있거나, 혈청 나트륨치가 낮은 환자, 혈청 나트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약물(예 : 이뇨제, 데스모프레신)을 투여하거나 NSAIDs(예 : 인도메
타신)로 치료받는 환자, 혹은 저나트륨 혈증의 증상(예 : 구역, 권태, 두통, 졸음증, 혼란, 둔감 또는 발작 빈도 혹은 정도의 증가)을 보이는 환자에게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 신부전, 간부전 또는 심부전 환자나 고령자에게는 이상반응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 카르바마제핀에 
대하여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사용할 경우 이러한 환자 중 약 25～30%에서 교차 알레르기 반응이 보고되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이는 두 약물의 구조적 유사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5) 중대한 피부반응: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및 독성표피괴사용해(리엘증후군) 를 포함하는 중
대한 피부반응이 소아와 성인에서 이 약의 사용과 관련하여 보고되었다. 보고된 증례의 발현시간(중앙값)은 19일이었다. 이러한 중대한 피부반응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몇 명 환자는 치명적인 결과로 입원이 필요했던 보고가 매우 드물게 있었다. 이 약을 재투여하였을 때 중증의 피부반응의 재발 또한 보
고되었다. 이 약과 관련된 TEN과 SJS의 보고율은 보고저하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과소평가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기본 발생율 추정치보다 약 3배에서 10배 높았다. 전체 피험자집단에서 이러한 피부반응의 기본 발생율은 100만인 년(person years) 당 0.5～6례였다. 따라서 피험자가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피부반응이 발생할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고 다른 항전간제를 처방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6) 모든 항전간제와 마찬가지로 이 약은 발작횟수의 증가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에스리카르바제핀, 카르바마제핀, 다른 삼환
계 항우울제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2) 방실차단 환자 3) 골수억제 환자(marrow depression condition) 4) MAO억제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MAO억제제 투여 중단 후 최소 15일이 경과한 뒤 이 약을 투여해야 한다.) 5) 이 약의 사용과 관련해서 아나필락시스와 혈관부종이 발생한 환
자 [다음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할 것]1)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임신을 원하는 여성 2) 수유부 3) 간염이나 간부전이 의심되는 환자 혹은 중증의 간장애 환자 4) 심장 전도 장 애 병력이 있는 환자 혹은 방실 전도 억제 약물을 복용중인 환자 5) 심부전 환자 6) 중증의 신장애 환자 7) 저나트
륨혈증 환자 혹은 혈청 나트륨을 저하시킬 수 있는 약물 또는 NSAIDs를 투여중인 환자  8) 고령자, 특히 신장 기능 장애가 있는 고령의 환자 *처방하시기 전, 상세 제품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Reference 1. NICE. Epilepsies: diagnosis and management, Clinical Guideline. Available at <https://www.nice.org.uk/guidance/cg137> accessed on March 02, 2020.
전문의약품

트리렙탈®은 NICE Guideline에서 성인 및 소아부분 발작 환자에서

일차 단독요법 또는 보조요법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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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ed Prescribing Information

[트리렙탈®필름코팅정 150mg, 300mg, 600mg] 최신 제품정보 개정일 : 2018.01.15 [주성분] 옥스카르바제핀 [효능효과] 부분 발작(이차적인 전신발작을 수반하는 경우 포함), 전신 강직간대발작 [용법용량(요약)] 성인: 1 일 600mg~2,400mg.  소아: 3 세 이하의 소아에 대해서는 복용을 피하는 것
이 좋다. 신기능 장애 환자에 투여 시 용량조절이 필요하다. [경고] 1) 자살충동과 자살행동 : 항전간제를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전간제를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에 대하여 모니터
링 되어야 한다. 항전간제를 처방받는 간질과 다른 많은 질병은 그 자체가 이환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전간제 처방시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한다. 2) 저
나트륨혈증(hyponatremia) : 이 약의 치료 중 혈청 나트륨치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치료 전과 치료 개시 후 정기적으로 혈청 나트륨치를 측정해야 한다. 특히 이미 많은 수분 섭취가 필요한 신장애를 갖고 있거나, 혈청 나트륨치가 낮은 환자, 혈청 나트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약물(예 : 이뇨제, 데스모프레
신)을 투여하거나 NSAIDs(예 : 인도메타신)로 치료받는 환자, 혹은 저나트륨 혈증의 증상(예 : 구역, 권태, 두통, 졸음증, 혼란, 둔감 또는 발작 빈도 혹은 정도의 증가)을 보이는 환자에게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 신부전, 간부전 또는 심부전 환자나 고령자에게는 이상반응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 카르바마제핀에 대하여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사용할 경우 이러한 환자 중 약 25～30%에서 교차 알레르기 반응이 보고되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이는 두 약물의 구조적 유사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5) 중대한 피부반응: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및 독성표피
괴사용해(리엘증후군) 를 포함하는 중대한 피부반응이 소아와 성인에서 이 약의 사용과 관련하여 보고되었다. 보고된 증례의 발현시간(중앙값)은 19일이었다. 이러한 중대한 피부반응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몇 명 환자는 치명적인 결과로 입원이 필요했던 보고가 매우 드물게 있었다. 이 약을 재투여하였
을 때 중증의 피부반응의 재발 또한 보고되었다. 이 약과 관련된 TEN과 SJS의 보고율은 보고저하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과소평가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기본 발생율 추정치보다 약 3배에서 10배 높았다. 전체 피험자집단에서 이러한 피부반응의 기본 발생율은 100만인 년(person years) 당 0.5～6례였다. 따
라서 피험자가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피부반응이 발생할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고 다른 항전간제를 처방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6) 모든 항전간제와 마찬가지로 이 약은 발작횟수의 증가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에스리
카르바제핀, 카르바마제핀, 다른 삼환계 항우울제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2) 방실차단 환자  3) 골수억제 환자(marrow depression condition) 4) MAO억제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MAO억제제 투여 중단 후 최소 15일이 경과한 뒤 이 약을 투여해야 한다.)  5) 이 약의 사용과 관련해서 
아나필락시스와 혈관부종이 발생한 환자 [다음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임신을 원하는 여성  2) 수유부 3) 간염이나 간부전이 의심되는 환자 혹은 중증의 간장애 환자 4) 심장 전도 장애 병력이 있는 환자 혹은 방실 전도 억제 약물을 복용중인 환자 5) 심부전 
환자 6) 중증의 신장애 환자 7) 저나트륨혈증 환자 혹은 혈청 나트륨을 저하시킬 수 있는 약물 또는 NSAIDs를 투여중인 환자 8) 고령자, 특히 신장 기능 장애가 있는 고령의 환자 *처방하시기 전, 상세 제품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트리렙탈®현탁액 6%] 최신 제품정보 개정일 : 2019.12.06 [주성분] 옥스카르바제핀 [효능효과]부분 발작(이차적인 전신발작을 수반하는 경우 포함), 전신 강직간대발작 [용법용량(요약)] 성인: 1 일 600mg~2,400mg. 소아: 1 일 8-60mg/kg. 투여 1 일 2 회 분할 투여한다. 신기능 장애 환자에 투여 시 용
량조절이 필요하다. [경고] 1) 자살충동과 자살행동 : 항전간제를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전간제를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에 대하여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항전간제를 처방받는 간
질과 다른 많은 질병은 그 자체가 이환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전간제 처방시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한다. 2) 저나트륨혈증(hyponatremia) : 이 약의 
치료 중 혈청 나트륨치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치료 전과 치료 개시 후 정기적으로 혈청 나트륨치를 측정해야 한다. 특히 이미 많은 수분 섭취가 필요한 신장애를 갖고 있거나, 혈청 나트륨치가 낮은 환자, 혈청 나트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약물(예 : 이뇨제, 데스모프레신)을 투여하거나 NSAIDs(예 : 인도메
타신)로 치료받는 환자, 혹은 저나트륨 혈증의 증상(예 : 구역, 권태, 두통, 졸음증, 혼란, 둔감 또는 발작 빈도 혹은 정도의 증가)을 보이는 환자에게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 신부전, 간부전 또는 심부전 환자나 고령자에게는 이상반응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 카르바마제핀에 
대하여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사용할 경우 이러한 환자 중 약 25～30%에서 교차 알레르기 반응이 보고되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이는 두 약물의 구조적 유사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5) 중대한 피부반응: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및 독성표피괴사용해(리엘증후군) 를 포함하는 중
대한 피부반응이 소아와 성인에서 이 약의 사용과 관련하여 보고되었다. 보고된 증례의 발현시간(중앙값)은 19일이었다. 이러한 중대한 피부반응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몇 명 환자는 치명적인 결과로 입원이 필요했던 보고가 매우 드물게 있었다. 이 약을 재투여하였을 때 중증의 피부반응의 재발 또한 보
고되었다. 이 약과 관련된 TEN과 SJS의 보고율은 보고저하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과소평가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기본 발생율 추정치보다 약 3배에서 10배 높았다. 전체 피험자집단에서 이러한 피부반응의 기본 발생율은 100만인 년(person years) 당 0.5～6례였다. 따라서 피험자가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피부반응이 발생할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고 다른 항전간제를 처방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6) 모든 항전간제와 마찬가지로 이 약은 발작횟수의 증가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에스리카르바제핀, 카르바마제핀, 다른 삼환
계 항우울제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2) 방실차단 환자 3) 골수억제 환자(marrow depression condition) 4) MAO억제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MAO억제제 투여 중단 후 최소 15일이 경과한 뒤 이 약을 투여해야 한다.) 5) 이 약의 사용과 관련해서 아나필락시스와 혈관부종이 발생한 환
자 [다음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할 것]1)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임신을 원하는 여성 2) 수유부 3) 간염이나 간부전이 의심되는 환자 혹은 중증의 간장애 환자 4) 심장 전도 장 애 병력이 있는 환자 혹은 방실 전도 억제 약물을 복용중인 환자 5) 심부전 환자 6) 중증의 신장애 환자 7) 저나트
륨혈증 환자 혹은 혈청 나트륨을 저하시킬 수 있는 약물 또는 NSAIDs를 투여중인 환자  8) 고령자, 특히 신장 기능 장애가 있는 고령의 환자 *처방하시기 전, 상세 제품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Reference 1. NICE. Epilepsies: diagnosis and management, Clinical Guideline. Available at <https://www.nice.org.uk/guidance/cg137> accessed on March 02, 2020.
전문의약품

트리렙탈®은 NICE Guideline에서 성인 및 소아부분 발작 환자에서

일차 단독요법 또는 보조요법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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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 노바티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49층
TEL. 02-768-9000  l  FAX. 02-785-1939  l  www.novartis.co.kr

(주)한독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2
TEL. 02-527-5114  l  FAX. 02-527-5001  l  www.handok.co.kr

Selected Prescribing Information

[트리렙탈®필름코팅정 150mg, 300mg, 600mg] 최신 제품정보 개정일 : 2018.01.15 [주성분] 옥스카르바제핀 [효능효과] 부분 발작(이차적인 전신발작을 수반하는 경우 포함), 전신 강직간대발작 [용법용량(요약)] 성인: 1 일 600mg~2,400mg.  소아: 3 세 이하의 소아에 대해서는 복용을 피하는 것
이 좋다. 신기능 장애 환자에 투여 시 용량조절이 필요하다. [경고] 1) 자살충동과 자살행동 : 항전간제를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전간제를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에 대하여 모니터
링 되어야 한다. 항전간제를 처방받는 간질과 다른 많은 질병은 그 자체가 이환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전간제 처방시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한다. 2) 저
나트륨혈증(hyponatremia) : 이 약의 치료 중 혈청 나트륨치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치료 전과 치료 개시 후 정기적으로 혈청 나트륨치를 측정해야 한다. 특히 이미 많은 수분 섭취가 필요한 신장애를 갖고 있거나, 혈청 나트륨치가 낮은 환자, 혈청 나트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약물(예 : 이뇨제, 데스모프레
신)을 투여하거나 NSAIDs(예 : 인도메타신)로 치료받는 환자, 혹은 저나트륨 혈증의 증상(예 : 구역, 권태, 두통, 졸음증, 혼란, 둔감 또는 발작 빈도 혹은 정도의 증가)을 보이는 환자에게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 신부전, 간부전 또는 심부전 환자나 고령자에게는 이상반응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 카르바마제핀에 대하여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사용할 경우 이러한 환자 중 약 25～30%에서 교차 알레르기 반응이 보고되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이는 두 약물의 구조적 유사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5) 중대한 피부반응: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및 독성표피
괴사용해(리엘증후군) 를 포함하는 중대한 피부반응이 소아와 성인에서 이 약의 사용과 관련하여 보고되었다. 보고된 증례의 발현시간(중앙값)은 19일이었다. 이러한 중대한 피부반응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몇 명 환자는 치명적인 결과로 입원이 필요했던 보고가 매우 드물게 있었다. 이 약을 재투여하였
을 때 중증의 피부반응의 재발 또한 보고되었다. 이 약과 관련된 TEN과 SJS의 보고율은 보고저하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과소평가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기본 발생율 추정치보다 약 3배에서 10배 높았다. 전체 피험자집단에서 이러한 피부반응의 기본 발생율은 100만인 년(person years) 당 0.5～6례였다. 따
라서 피험자가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피부반응이 발생할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고 다른 항전간제를 처방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6) 모든 항전간제와 마찬가지로 이 약은 발작횟수의 증가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에스리
카르바제핀, 카르바마제핀, 다른 삼환계 항우울제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2) 방실차단 환자  3) 골수억제 환자(marrow depression condition) 4) MAO억제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MAO억제제 투여 중단 후 최소 15일이 경과한 뒤 이 약을 투여해야 한다.)  5) 이 약의 사용과 관련해서 
아나필락시스와 혈관부종이 발생한 환자 [다음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임신을 원하는 여성  2) 수유부 3) 간염이나 간부전이 의심되는 환자 혹은 중증의 간장애 환자 4) 심장 전도 장애 병력이 있는 환자 혹은 방실 전도 억제 약물을 복용중인 환자 5) 심부전 
환자 6) 중증의 신장애 환자 7) 저나트륨혈증 환자 혹은 혈청 나트륨을 저하시킬 수 있는 약물 또는 NSAIDs를 투여중인 환자 8) 고령자, 특히 신장 기능 장애가 있는 고령의 환자 *처방하시기 전, 상세 제품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트리렙탈®현탁액 6%] 최신 제품정보 개정일 : 2019.12.06 [주성분] 옥스카르바제핀 [효능효과]부분 발작(이차적인 전신발작을 수반하는 경우 포함), 전신 강직간대발작 [용법용량(요약)] 성인: 1 일 600mg~2,400mg. 소아: 1 일 8-60mg/kg. 투여 1 일 2 회 분할 투여한다. 신기능 장애 환자에 투여 시 용
량조절이 필요하다. [경고] 1) 자살충동과 자살행동 : 항전간제를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전간제를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에 대하여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항전간제를 처방받는 간
질과 다른 많은 질병은 그 자체가 이환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전간제 처방시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한다. 2) 저나트륨혈증(hyponatremia) : 이 약의 
치료 중 혈청 나트륨치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치료 전과 치료 개시 후 정기적으로 혈청 나트륨치를 측정해야 한다. 특히 이미 많은 수분 섭취가 필요한 신장애를 갖고 있거나, 혈청 나트륨치가 낮은 환자, 혈청 나트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약물(예 : 이뇨제, 데스모프레신)을 투여하거나 NSAIDs(예 : 인도메
타신)로 치료받는 환자, 혹은 저나트륨 혈증의 증상(예 : 구역, 권태, 두통, 졸음증, 혼란, 둔감 또는 발작 빈도 혹은 정도의 증가)을 보이는 환자에게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 신부전, 간부전 또는 심부전 환자나 고령자에게는 이상반응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 카르바마제핀에 
대하여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사용할 경우 이러한 환자 중 약 25～30%에서 교차 알레르기 반응이 보고되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이는 두 약물의 구조적 유사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5) 중대한 피부반응: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및 독성표피괴사용해(리엘증후군) 를 포함하는 중
대한 피부반응이 소아와 성인에서 이 약의 사용과 관련하여 보고되었다. 보고된 증례의 발현시간(중앙값)은 19일이었다. 이러한 중대한 피부반응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몇 명 환자는 치명적인 결과로 입원이 필요했던 보고가 매우 드물게 있었다. 이 약을 재투여하였을 때 중증의 피부반응의 재발 또한 보
고되었다. 이 약과 관련된 TEN과 SJS의 보고율은 보고저하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과소평가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기본 발생율 추정치보다 약 3배에서 10배 높았다. 전체 피험자집단에서 이러한 피부반응의 기본 발생율은 100만인 년(person years) 당 0.5～6례였다. 따라서 피험자가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피부반응이 발생할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고 다른 항전간제를 처방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6) 모든 항전간제와 마찬가지로 이 약은 발작횟수의 증가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에스리카르바제핀, 카르바마제핀, 다른 삼환
계 항우울제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2) 방실차단 환자 3) 골수억제 환자(marrow depression condition) 4) MAO억제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MAO억제제 투여 중단 후 최소 15일이 경과한 뒤 이 약을 투여해야 한다.) 5) 이 약의 사용과 관련해서 아나필락시스와 혈관부종이 발생한 환
자 [다음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할 것]1)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임신을 원하는 여성 2) 수유부 3) 간염이나 간부전이 의심되는 환자 혹은 중증의 간장애 환자 4) 심장 전도 장 애 병력이 있는 환자 혹은 방실 전도 억제 약물을 복용중인 환자 5) 심부전 환자 6) 중증의 신장애 환자 7) 저나트
륨혈증 환자 혹은 혈청 나트륨을 저하시킬 수 있는 약물 또는 NSAIDs를 투여중인 환자  8) 고령자, 특히 신장 기능 장애가 있는 고령의 환자 *처방하시기 전, 상세 제품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Reference 1. NICE. Epilepsies: diagnosis and management, Clinical Guideline. Available at <https://www.nice.org.uk/guidance/cg137> accessed on March 02, 2020.
전문의약품

트리렙탈®은 NICE Guideline에서 성인 및 소아부분 발작 환자에서

일차 단독요법 또는 보조요법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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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DISEASE-MODIFYING TREATMENT
FOR PATIENTS WITH SMA1

바이오젠 코리아 유한회사 07326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wo IFC 23층

TEL 02-6138-3457 www.biogen.com

스핀라자주 (뉴시너센나트륨)
[원료약품 및 그 분량] 1 바이알(5 mL) 중, 주성분: 뉴시너센나트륨 (별규) 12.63 mg  (뉴시너센으로서 12 mg) [성상]  무색투명한 액이 무색투명한 유리 바이알에 든 주사제 [효능•효과]  5q 척수성 근위축증의 치료 [용법•용량] 이 약은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 경험이 있는 의사에 의해서만 투여하여야 한다. 요추
천자로 경막내 투여한다. 투여 요법 이 약의 권장용량은 1회 12 mg (5 mL)이다. 척수성 근위축증으로 진단 후 가능한 빨리 0일, 14일, 28일, 63일에 4회 도입 용량(loading dose)으로 투여를 시작하며, 이후에는 4개월마다 유지용량으로 투여한다.  투여 기간 이 약의 장기간 유효성에 대한 정보는 없다. 치료의 지
속에 대한 필요성은 환자의 임상 증상 및 치료에 대한 반응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개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투여 지연 도입용량의 투여가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이 약을 투여하여야 한다. 투약 사이는 적어도 14일 간격이어야 하고, 처방된 투여 빈도에 따라 투여를 지속하여야 한
다. 유지용량 투여 기간 중 계획된 투여가 지연 또는 누락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투여를 재개하여야 하며, 4개월마다 투여를 지속하여야 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이 약의 주성분 또는 구성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일반적 주의: 1) 이 약의 운전과 기계사용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실시되지 않았다. 2) 요추천자시술: 요추천자시술로 인한 이상반응(예, 두통, 요통, 구토; ‘2. 이상반응’ 항 참조)이 보고되어 있다. 이러한 투여방법은 매우 어린 환자 및 척추 측만증 환자에게 잠재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사의 판단 하에 이 약의 경막 내 투여를 보조하기 위한 초음파 또는 다른 
영상기법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3) 혈소판감소증 및 응고장애: 급성 중증 혈소판감소증을 포함한 혈소판감소증 및 응고장애가 기타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피하주사 또는 정맥주사 후에 관찰되었다.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이 약의 투여 전에 혈소판 및 응고 검사가 권고된다. 4) 신장독성: 신장독성이 기
타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피하주사 및 정맥주사 후에 관찰되었다.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요단백 검사(기상 후 첫 소변을 이용하는 것이 좋음)가 권고된다. 요단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추가적인 평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5) 수두증: 이 약을 투여한 환자의 시판 후 조사에서 뇌수막염 또는 출혈과 관
련 없는 교통수두증이 보고되었다. 일부 환자는 뇌실복강션트를 시행 받았다. 의식이 저하된 환자는 수두증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뇌실복강션트를 시행한 환자에서 이 약의 투여에 대한 위해성-유익성은 현재 알려지지 않았으며, 투여 유지는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이하 생략) 전체 허가사항은 제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의뢰자] Biogen Netherlands B.V., Prins Mauritslaan 13, 1171 LP Badhoevedorp, 네덜란드 [제조자] Patheon Italia S.p.A., 2″ Trav.SX. Via Morolense 5, Ferentino, Frosinone 03013, 이탈리아 Vetter Pharma-Fertigung GmbH & Co. KG Eisenbahnstrasse 
2-4, Langenargen, Baden-Wuerttemberg, 88085, 독일 [수입자] 바이오젠코리아 유한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3층 (여의도동, 투아이에프씨)

Byron
age 15*
Later-onset (Type III) SMA
treated with SPINRAZA®

KEEP
UNLOCKING 
THEIR INNER   
SPORTSMAN

SMN2 pre-mRNA에 결합하여  
정상 SMN 단백질 생성을 촉진하는  
세계 최초의 SMA 치료제1

신생아부터 성인까지의 
SMA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효과 확인2-5

10개 임상연구 총 346명 규모의 
임상을 통해 최대 6년의 
양호한 안전성 프로파일 확인6,7

SPINRAZA®

*At the age of photoshoot
SMA, spinal muscular atrophy; SMN, spinal motor neuron
References 1. Shorrock HK, et al. Drug. 2018;78:293-305 2. De Vivo DC, et al. Neuromuscul Disord. 2019. 29:842-56. 3. Finkel RS, et al. N Engl J Med. 2017;377:1723-32. 4. Mercuri E, et al. N Engl J Med. 2018;378:625-35. 
5. Hagenacker T et al. Lancet Neurol. 2020;19:317-25. 6. SPINRAZA® 제품설명서(2020년 3월 16일) 7. Biogen Issues Q4 2019 Community Statement on Spinraza https://www.curesma.org/biogen-q4-2019-community-statement-on-spinraza/ (Accessed at 08 Ju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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