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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지를 사랑해주시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약사회장 김대업입니다.
햇볕은 점점 강렬해지고, 산과 나뭇잎들은 더
욱 짙푸르게 변해가는 계절입니다. 2017년 잠
정 중단되었던 「대한약사회지」를 지난해 여름
전자책으로 재발간하였고 어느덧 첫돌을 맞았
습니다. 환자 상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
는 내용으로 최신 학술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
의 학술 성과를 공유하자 했던 목표를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잘 가져가고 있고 관련 콘텐츠가 지
역 약사회 온라인·오프라인 강좌로도 연계돼
호평을 받는 것은 모두 회원 여러분의 성원 덕분입니다.
약사공론에서 매주 발행하는 대한약사저널의 핵심 콘텐츠인 이슈 트렌드, 약문 약답,
약대약 등을 종합하여 더 많은 독자가 읽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약품정책연
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 결과를 더욱 친숙한 형태로 회원님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용도로 학술 지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뉴노멀 시대 경제성장을 위시한 급속한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규제 챌린지(약 배달 등)
로 대표되듯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 경제부처의 입김에 의해 흔들리고 있으며 이
러한 상황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합니다.
위기 상황에도 약사회는 약사 직능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하기에 대한약사회장으로서 막
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경험한 적 없는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공적
마스크의 공평한 분배 역할에 지역 사회 곳곳에 있는 약국, 약사들이 중심에 섰습니다.
그 피땀이 밑거름되어 약사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했고, 감염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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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약사 역할 강화, 지역 사회 약국 역할 강화라는 결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
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예방접종 센터 내 약사 인력 배치를 위한 추경 예산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안전한 백신 관리를 위한 약사 인력 배치 필요성에 대해 정부, 권익위, 국회 관
계자들에게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기에 다음번에는 반드시 예산이 책정될 것
으로 기대합니다.
새로운 문을 여는 길에 만나는 첫 번째 질문은 늘 약사가 어떤 역할을 하며, 그 일에 전
문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임상 실무를 중심으로 약학대학
교육을 강화하고 질 관리를 위한 교육평가 인증을 법제화했습니다. 사이버연수원을 만
들고 양질의 연수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평생교육 강좌를 회원 누구나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국회에서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논
의가 충분히 성숙되고 있고, 자가주사제 수가 신설이 목전에 와있습니다. 단순히 행정업
무 편의 개선이나 수가 인상이 아니라 왜곡된 의약분업을 바로잡고, 약사의 전문성을 보
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로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고 변화가 더딘 것 같더라도 대한약사회는 회원 권익 신
장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보고 전에 없던 걸음을 걸어가고 있
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대한약사회지」가 약사 전문성 향상에 든든한 지원군으로 역할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학술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난히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념
하시고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뜻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
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대한약사회지 발행인 김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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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원격진료 약배달인가
새는 굉장히 공격적이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달이 사실상 제도화 과정에 들어갈 것
이라는 기대 인식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국무
정수연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

총리가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라며
‘규제챌린지’라는 시그널을 보내니 약배달 플랫폼 업체
를 향한 약사사회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원격의료 분류 및 정의

코로나19 감염병 심각 단계에서 국민이 의료기관 이

일련의 원격의료 추진과정과 문제점을 짚어보기에 앞

용을 통해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 비대면

서 원격의료, 원격진료, 비대면진료 등 다양한 표현이

진료가 허용됐다.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디지털헬스케어와 원격의료

코로나19 1차 대유행 시기 의료기관 대면 접촉 최소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화를 위해 전화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 허용하는 복지

디지털 헬스케어는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는 건강 관

부의 공고 (제2020-177호/20.02.24) 직후 기다렸

리의 모든 형태를 포괄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중 의료

다는 듯 ‘배달약국’을 표방한 플랫폼 업체가 등장했다.

의 영역 안에서는 크게 디지털 치료제와 원격의료로 나

코로나 시국이 지속되면서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와 처

누어 볼 수 있다(해외에서는 온라인 약국도 포함됨). 디

방 발행에 대한 구체적 조항을 감염병 예방법에 신설하

지털 치료제는1)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

고 전화상담에 따른 한시적 진료비도 추가 (제2020-

료하기 위해 활용하는 소프트웨어(앱, 게임, VR, 챗봇

889호/20.12.14) 했다. 그러나 전화상담에 따른 처방

등)를 지칭한다. 약물중독치료 앱인 ‘reSET’은 FDA로

전 발행 이후 처방약 조제와 수령에 대한 것은 환자와

부터 허가를 받은 최초의 처방 디지털 치료제다.

약사가 개별 협의하도록 열어두면서 의약품 택배(배달)
에 대한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원격의료는 환자가 의료진을 대면하지 않고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든 형태

그동안 여러 차례 고배를 마셨던 원격의료 관련 사업

를 지칭하는 단어다. 그러나 현재 국내 의료법상 정의된

을 위한 규제 특례 요구가 코로나 위기를 역으로 이용해

‘원격의료’는 의료인 간 협진 개념으로 이와 구분하기 위

활개를 치고 있다. 지난 6월 10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해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는 비대면 진료라는 표현

중소·중견기업 간담회에서 “해외와 비교해 과도한 국

으로 상용화되고 있다.

내 규제가 있으면 과감히 없애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하
겠다”라며 경제단체 조사 결과와 한국행정연구원 등의

원격진료 추진과정

논의 결과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현행 의료법에서는 불법인 전화상담 및 처방을 골자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등 15개를 선

로 한 비대면 진료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취지로 물꼬를

정했다.
코로나 심각단계에서의 ‘한시적 허용’이라는 말과 달
리 플랫폼 업체들이 비대면 진료 시장에 뛰어드는 모양

1) D
 igital Therapeutics Alliance(2019), “Digital Therapeutics and Core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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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내 의료법 상 허용되는 원격의료의 유형2)
유형
원격지 의사

현지

합법 여부

의사-의사 간
원격의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법 제34조에 의해 시행가능

의사-의사가
아닌 의료인 간
원격의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현행 의료법 상 현지 의료인의 자격 관련 논란이 있음
(지역보건법, 농특법 등에 의해 일부는 시행 가능)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현행 의료법 상 시행 불가

1차 분류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

2차 분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텄지만,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주장은 이미 10여년 전

조제공장과 온라인약국

부터 존재했다. 2002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 간의

어떤 방식으로든 원격진료가 추진된다면 세부적인

협진을 위한 원격의료가 허용됐고 관련한 수가가 개발

제도 설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전자처방전에 따른

됐다. 이후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의료인과 환자

원격조제와 의약품 배송에 대한 요구는 당연히 발생할

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자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수밖에 없다. 원격의료가 의료전달 체계의 붕괴 우려를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관련 단체와 시민사회의 우려 속

내포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원격조제와 조제약 택배

에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의 전면 허용은 지역 약국의 몰락을 가져올 우려가 있

비대면 진료 도입에 있어 시민사회와 보건의료계에서
공통으로 제기해 온 가장 큰 우려 지점은 의료전달 체

다. 미국처럼 원격조제만을 집중하여 취급하는 조제
공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계의 붕괴다. 현재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상급종합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에 시설을 구축하고 택배비 무

병원 쏠림 현상이 사회적 문제다. 세부적인 규정 없이

료와 같은 공격적 마케팅 통해 전자 처방을 받아 조제

의사-환자 간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 1차 의료기

약을 전국 택배 배송하는 약국이 생긴다고 상상해보

관의 약화를 일으킬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섬·벽지(僻

자. 지금처럼 동네와 마을의 커뮤니티 속에 녹아있는

地)에 사는 사람 등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약국들은 사라지고 기업형 대형 약국만 남을 확률이

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편의 증진과

높다. 유통망을 지닌 도매자본과의 결탁 가능성도 배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는

제할 수 없다. 의료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으로 추

달리 대형병원 쏠림에 따른 동네 의원 도산 우려, 의료

진된 원격의료의 결과가 지역 약국 경영악화로 지역사

영리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원격진료를 추진

회 약사 서비스 접근성을 저하하고 반대로 부의 독과점

할 수 없다.

만 가중될 것이라는 예측이 아주 가능하다.

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이슈페이퍼] 비대면 시대, 비대면 의
료 국내외 현황과 발전방향 (김지연/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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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제약이 있는 지역에 원격진료가 도입되어야 한다

세계 초대형 유통업체인 아마존이 확보하게 된 것이다.

고 한다. 거동불편자, 장애인 등에게 의약품 택배가 허

한국에서 처방약의 본인부담금은 동일한 처방전을

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지극히 합리적인 발상이

가지고 동일한 약을 받으면, 전국의 어느 약국을 방문

고 정부와 의약계가 머리를 맞대고 모여 지혜를 모아야

하여도 가격이 동일하다. 미국은 전문약에 대한 약국마

할 문제다. 그런데 솔직해져 보자. 지금 규제 개혁을 요

진도 인정되며 리베이트가 허용되는 나라다. 규모의 경

구하며 공격적으로 비대면 진료 시장을 준비하는 플랫

제로 싸게 들여오는 약국에서는 소비자의 약값이 저렴

폼 업체들과 그 뒤에 몇십억씩 투자하고 있는 대기업들

해지는 것도 당연하다. 한국은 전문의약품의 경우 요양

이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료를 지급할 사용

급여의 대상이 되는 약은 구매실거래가 제도에 의해 처

자로 과연 도서 벽지 거주자와 거동 불편 노인, 장애인

방약을 통한 이익을 약국이 남길 수 없다.

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말이다.

배달 플랫폼에 등재된 약국들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한시적 허용이었으나 비대면진료 시장이 초기 양면

차별화된 서비스 라는 것이 배달료 할인 말고는 존재할

시장 구축의 대상으로 잡은 소비자는 대도시 직장인이

수 없다. 한정된 조제료에서 수수료와 배달비를 제하고

다. 30분 약배달 서비스 테스트베드 지역은 주로 서울

나면 무엇으로 이윤을 남길까 고민하게 된다. 배달음식

강남권역이었다. 젊은 직장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앱과 마찬가지다. 플랫폼 상의 온라인 약국은 ‘n만원이

2호선 선릉역과 역삼역에 지하철 전면 광고를 게재했

상 구매 시 배달비 무료’라는 배너를 달고 소비자는 불

다. 주되게 광고하는 서비스는 탈모나 발기부전치료제,

필요한 의약품을 장바구니에 담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다이어트 등 비급여·비필수 의료의 편리한 처방과 약

까. 암울한 상상을 해본다.

배달 이었다.

국민건강보험인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체계와 민간의

소비자 편의성 제고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라는 이

료보험 중심인 미국의 의료환경을 구분하여 바라보지

유를 들었지만, 원격진료와 원격조제, 약 배달, 나아가

않고 단순히 미국처럼 약 배달을 하게 해달라 하는 것

법인화된 약국을 통한 온라인약국이라는 의제는 늘 보

은 세상을 편협하고 납작하게 바라보는 사고의 발현일

건의료 영역이 아닌 기업의 요구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

뿐이다.

아야 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약사
해외에 없는 불필요한 규제?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 환자를 중심에 두고 사고하면

아마존 파머시(Amazon Pharmacy)의 필팩(PillPack) 인

잘 있는 법과 규정을 없앨 것이 아니라 더 촘촘하고 현

수 목적은 단순히 온라인 의약품 유통시장 점유율을

실적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게 정답이다. 최소한의

높이기 위한 이유만이 아니다. 전 국민 건강보험이 없

안전성과 직업윤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법을 '규제

는 미국에서는, 약값이 환자의 보험 상태에 따라 다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해체할 필요가 없다. 시장성과

고, 매번 처방약을 놓고 보험회사와 약사 의사가 prior

돈벌이를 중심에 두고 사고하니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authorization(사전승인) 과정의 복잡한 서류작업을 진

법과 제도가 시장주의자들에게 걸리적거리는 존재로

행해야 한다. 쉽게 말해 필팩은 이용자의 약값 청구를

보일 뿐이다.

대행해 주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보다 저렴하고, 표준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겐 원격보다 방문 진료가 필요

화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

할 수 있다. 만성질환자에게 의약품의 배달보다 약사의

해 필팩이 자체 운영시스템인 ‘PharmacyOS’를 통해 보유

가정방문을 통한 약력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 정부와

하게 되는 환자들의 의료이용과 질병정보 데이터를 전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2021 여름호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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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성화도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원격조제와 의
약품 배달이 꼭 필요한 환자의 케이스를 연구하고 가이
드라인을 제정하여 건강증진에 필수적이라면, 건강보
험 적용도 논의할 수 있다.
지역 약국 내에 약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ICT 기술 도
입이 필요하다. 건강관리 웨어러블 기기들이 발달함에
따라 약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들
을 위한 기술 진보를 해야 한다. 개인 건강기록과 질병
상태, 약물사용 내역 등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활용
이 높아져야 한다. 원격과 커뮤니티, 비대면과 방문 모
든 영역에서 약사 중심의 서비스가 존재할 수 있어야 한
다.
기술이 나날이 발전한다. 현실을 물론 냉정하게 바
라봐야 한다. 산업혁명 초기 기계 파괴를 하던 러다이
트 운동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거부
하고 과거에 얽매이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시장’의
논리대로 편의성과 효율을 우선에 따져 혁신의 기준을
세우면 약사는 세상에서 가장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버
린다. 무엇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가를 중심에 둔 기술도
입과 제도 개혁 속에 약사사회의 혁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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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관절염

이슈트렌드

학술특집Ⅰ

류마티스관절염 병태생리의 최신 지견
활막에 염증이 발생…안구구강 건조증 등 영향
이슈트렌드

정리=약학정보원

류마티스관절염(rheumatoid arthritis)은 관절에 발생하는 활막염

나기 몇 년 이전부터 변형된 자가 단백질에 대한 자가면
역 반응이 시작된다. 이는 활막에 염증을 유발하고 면

(synovitis)을 특징으로 하며, 관절 이외의 인체 기관에도 영향을 미치

역 세포의 침윤과 판누스(pannus) 조직을 형성하도록

는 자가 면역성 질환이다.

하며, 이후 확립된 류마티스관절염(established RA)으로

류마티스관절염이 진행되면 관절의 파괴가 시작되고 침범한 관절에

진행하게 된다.

변형을 일으킴으로써 비가역적인 기능 이상을 유발한다. 류마티스관
절염의 자가 면역 반응은 변형된 자가 단백질을 면역원으로 인식하는
면역 이상으로 인해 발생한다.

류마티스관절염의 증상

자가 면역 반응은 자가 항체를 생성하며, 관절을 둘러싸는 활막 세포

류마티스성 관절염의 특징적인 증상은 아침 시간에

와 항원제시세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다양한 염증 인자를 생성한다.

관절이 30분 이상 뻣뻣해지는 조조강직이다. 대부분

이로 인해 연골과 뼈를 침범하는 판누스(pannus) 조직이 생성되고 기
질 분해 효소와 파골세포가 활성화됨으로써 연골과 관절의 파괴가 진

환자는 발병 시점부터 강직 증상을 호소하는데, 잠에

행된다.

서 깨면서 손가락을 움직일 때 불편하며, 특히 주먹을

류마티스관절염의 자가 면역성 염증 반응의 병태 생리 과정과 류마티

쥐는 것이 불편하다고 호소한다. 이와 함께 관절통이

스관절염의 발병에 관여하는 위험 인자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나타나며, 주로 부종과 운동 제한이 동반된다.
류마티스관절염에서 관절의 침범은 일반적으로 손과
발의 작은 관절에서 시작해 점차 큰 관절로 진행된다.

류마티스관절염(rheumatoid arthritis)은 활막염을 특

특히 근위지간 관절과 중수지 관절에 많이 발생하며,

징으로 하는 자가면역 염증성 질환으로 주로 30대에서

손가락 이외에 발가락 관절, 무릎, 발, 손, 팔꿈치, 경

50대 여성에서 약 1/150의 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

추에서 주로 나타난다. 침범된 관절은 염증성 병변으로

려졌다. 국내에서도 류마티스관절염은
자가 면역성 질환 중 흔한 질병으로 유병

◇그림1. 류마티스관절염의 진행

률은 0.3% 정도이며 50~60대 여성에
서 발병률이 높은 편이다.
류마티스관절염의 발병에는 HLADRB1과 같은 유전적 위험 인자와 더불
어 흡연, 장내 미생물(microbiota), 후생
Immune
cell

유전학적 변형 등과 같은 비유전적 인자
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류마
티스관절염의 소인이 있는 사람에서 자
가 면역 반응이 개시되면서 류마티스관
절염의 병리학적 과정이 진행된다. 류마
티스관절염의 첫 번째 임상 증상이 나타

Healthy joint

Possible immune
cell infiltration

Immune cell
infiltration

Immune cell infiltration,
pannus formation,
cartilage destruction
subchondral bone erosion

출처=Int J Mol Sci. 2020 Oct 25;21(21):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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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류마티스관절염에서 관절 변형의 예

◇그림3. 류마티스관절염의 병변

출처=Med Princ Pract. 2018;27(6):501-507

인해 부종, 홍반, 화끈거림이 동반되며 일반적으로 양
측성, 대칭성 복합 관절을 침범한다. 관절 파괴가 진행
되면서 다양한 관절 변형이 관찰되며, 특징적으로 손가
락의 단추구멍 변형(boutonniere deformity), 백조목 변

출처=Nanomedicine. 2016 May;12(4):1113-1126

형(swan neck deformity)이 있으며, 족부 변형으로는 무
지외반증(hallux valgus)이 있다. 환축추 아탈구(atlanto-

질성 폐렴(interstitial pneumonia)으로 인한 숨가쁨이나

axial subluxation)가 있는 경우, 후두 신경통과 손의 저림

건성 기침(15%) 등이 있다. 간질성 폐렴과 같은 관절 외

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염증이 건(tendon)으로 확대되면

기관의 침범은 류마티스관절염의 예후에 직접적으로

방아쇠(trigger) 손가락이나 손목 부종으로 손목굴증후

영향을 미친다. 항류마티스 약제의 장기 복용으로 신

군이 나타날 수 있다.

장이나 폐, 피부 등에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다.

류마티스관절염은 발병 후 만성 경과를 거치게 되는

신체의 기능 이상과 운동 장애, 약물 부작용 등으로

데 만성적인 관절의 염증, 통증, 강직이 복합 관절에 발

인해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수명은 정상인 대비 10년

생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관절이 변형돼 운동 장애로

이상까지 단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해 삶의 질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다. 류마티스관절염
이 발병한 후 적절하게 치료되지 않는 경우 염증으로 관

류마티스관절염의 병리학적 소견

절의 파괴가 급격하게 진행돼 비가역적인 관절 변형으

류마티스관절염의 가장 핵심적인 병리학적 소견

로 영구적인 관절 기능의 손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

은 활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활막염이다. 정상 활막은

서 류마티스관절염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1~2개의 층으로 구성된 얇은 활막 세포로 덮여 있는

중요하다.

데, 류마티스관절염에서는 T세포, B세포, 대식세포,

또한 환자는 권태감, 피로, 열과 같은 전신 증상을 호
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질병 경과에 따라 관절 이

형질세포 등의 염증세포가 침윤해 활막세포가 증식하
고 혈관 신생이 진행된다.

외에 전신의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자

또한 다양한 사이토카인이 분비되며 단백질의 분해

에서 높은 비율로 동반되는 증상에는 각결막염과 관

를 조절하는 여러 종류의 효소가 발현된다. 활막에서

련된 안구 건조증(45%), 침샘염으로 인한 구강건조증

염증 세포의 침윤과 활막 세포의 증식은 활막을 더 두

(40%), 압박성 신경병증과 관련된 손발 저림(25%), 간

껍게 만들고, 일부는 인접한 연골과 뼈를 국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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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화(citrullination)를 통해 시트룰린(citrul-

◇그림4. 류마티스관절염에서 판누스 형성, 면역 세포 침윤, 관절 손상

ine)으로 변형되면서 진행된다. 이러한 ‘전
사 후 변형(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으로 형성된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새로운
항원결정기(epitope)로 작용하면서 점막에
서 자가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적응 면역계의 항원제시세포(antigen-presenting cell, APC)는 이 새로운 항원결정기
를 외부물질로 인식하고 림프 조직에 있는
적응 면역 세포에 제시함으로써 면역 반응
을 활성화시킨다. T세포는 자가반응성 T
출처=Int J Mol Sci. 2020 Oct 25;21(21):7916

침습해 파괴하는 판누스(pannus) 조직을 형성한다.

세포로 활성화돼 B세포로 하여금 자가항
체(autoantibody)인 항시트룰린 펩티드 항체

(anti-citrullinated peptide antibody, ACPA), 류마티스

임상검사에서는 약 80% 환자에서 류마티스 인자

인자(RF)를 생성하도록 한다. 자가항체는 항원과 면역

(rheumatoid factor, RF)가 양성으로 나타내는데, 이 지

복합체를 형성해 조직에 축적돼 보체계를 활성화시켜

표는 건강한 사람이나 간질환 환자에서도 양성으로 나

조직 손상을 유발하며, 활막염이 있는 조직에서는 혈

타날 수 있다. 항-CCP 항체(anti-cyclic citrullinated pep-

관 신생이나 혈관 이완, 활막 세포의 증식, 림프구의 축

tide antibody)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90% 이상으로 류

적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마티스관절염 환자에서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양성

활성화된 면역세포와 이로 인한 면역반응은 관절

으로 검출돼 류마티스관절염의 진단 및 예측에 유용한

을 둘러싸는 섬유아세포 유사 활막세포(fibroblast-like

검사로 여겨지고 있다.

synoviocyte, FLS), 대식세포 유사 활막세포(macro-

항-CCP 항체나 류마티스 인자(rheumatic factor, RF)

phage-like synoviocyte)와 활막 하층의 항원제시세포를

의 수준이 높은 환자에서는 관절 파괴가 더 급속하게

활성화시켜 활막염의 병소에서 다량의 염증성 사이토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염증과 관련해 적혈구침강속도

카인을 생산한다. 염증이 확산되면서 연골과 뼈를 침윤

(ESR) 및 C-반응성단백(CRP) 수치의 증가가 나타나며

하는 판누스 조직을 형성한다.

모두 질병 활성과 관련해 증가한다. 세포외 기질을 구

점막 하층에서 자가 면역 활성과 T세포, B세포, 대식

성하는 주요 구조 단백질을 파괴하는 기질분해효소인

세포 등 면역세포의 침윤은 염증 인자 및 자가 항체의

‘세포외기질 금속함유 단백분해효소-3(matrix metallo-

과도한 생성, 활막 혈관의 누출을 촉진한다. 사이토카

proteinase-3, MMP-3)’의 발현이 관절 조직에서 증가

인에 의해 자극된 활막세포는 MMP를 생성해 활액에

한다.

분비함으로써 연골의 분해를 촉진한다. 활막세포와 림

류마티스관절염의 발병 기전
류마티스관절염에서 자가 면역의 개시는 단백질에 존
재하는 아미노산 중 아르기닌(arginine) 잔기가 시트룰

프구는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kappa B ligand
(RANKL)를 발현해 파골세포의 성숙과 활성화를 유도
한다. 기질 분해 효소와 RANKL/RANK/OPG 시스템
의 불균형으로 연골과 관절의 파괴가 일어난다.
2021 여름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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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의 위험인자

givialis) 감염, 후생유전학적 변형과 같은 환경적 인자,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전 유전체 분석(genome-wide

HLA-DRB1과 같이 항원제시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analysis) 결과 human leukocyte antigen D-related B1

유전적 다형성, T세포, B세포의 기능, 사이토카인 생

(HLA-DRB1) 유전자가 가장 관련성 있는 질병 감수성

성, 면역세포 활성과 관련된 신호 전달 유전 인자 등이

유전자로 밝혀졌다. 이 외에 다른 유전자들(PTPN22,

모두 류마티스관절염을 촉발시키게 된다.

CTLA4, STAT4, TNFAIP3, CCL21, PADI4)과의 상
관성도 제시됐다.

또한 활막 손상과 활막 섬유아세포의 과다 증식은 염
증 반응으로 류마티스관절염의 확립에 기여한다. 이러

반면 흡연, 치은염(gingivitis), 장내 박테리아 균총 등

한 위험 인자들은 자가 항원(autoantigen)의 변형을 유발

의 전형적인 환경 인자는 후성유전체(epigenome)를 조

하고 단백 분해 경향을 증가시켜 새로운 항원결정기 생

절해 히스톤과 DNA의 탈메틸화(demethylation)를 통해

성에 기여함으로써 류마티스관절염의 발병 위험을 증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전사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

가시킨다.

다. 유전적, 환경적 인자 간의 상호작용은 필라그린(filaggrin), 피브리노겐(fibrinogen)과 같은 세포외 기질 분

결론

자의 시트룰린화와 같은 후생유전학적 변형(epigenetic

류마티스관절염은 유전적, 비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

modulation)을 유발해 항원에 대한 면역 관용을 회피해

람에서 변형된 자가 항원이 생성됨으로써 자가 면역 반

자가 면역(autoimmunity)을 유도한다.

응의 활성화로 발병하는 자가 면역성 질환이다. 특히

이와 같이 흡연, 비만, 특정 세균(Porphyromonas gin-

활막에서의 판누스 형성과 활막 하부에서 일어나는 다
양한 면역세포의 침윤이 류마티스관절염의 확립에 기

◇그림5. 류마티스관절염에서 위험인자의 작용

여하며, 관절 연골과 뼈의 손상을 유발한다.
류마티스관절염의 발병에는 다양한 유전 인자가 기
여하며 환경 인자는 후생유전학적 변형 등을 통해 질병
관련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거나 자가 항원을 변형
시킴으로써 자가 면역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
근 밝혀지고 있는 류마티스관절염에서 자가 면역의 개
시와 연골의 파괴에 관여하는 여러 세포와 매개체의 신
호전달은 치료제 개발에서 핵심적인 신규 타깃으로 제
공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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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관절염 약료의 최신 지견
GM-CSF, NLRP3, TLR 등 신규 표적 제시
이슈트렌드

정리=약학정보원

류마티스관절염은 자가 면역의 병태생리로 인해 관절의 파괴와 기능

료를 통해 관절의 변형을 예방하고 치료 결과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질병의 활성도(activity)를 주기적으로 평

장애에 이를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류마티스관절염의 치료

가함으로써 현재 사용 중인 항류마티스제의 약효가 불

목표는 염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손상을 예방해, 질환의 진행을 최소화

충분한 경우, 병용 요법을 시행하는 등 치료 방향을 수

함으로써 질병의 ‘관해(remission)’에 이르는 것이다. 류마티스관절염

정해야 한다.

의 약료에서는 질환의 활성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필요한 경우 약제
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단 직후부터 질병조절 항류

류마티스관절염이 적절하게 치료돼 달성할 수 있는,

마티스제(DMARD)가 사용되며, 대부분 1차 선택약으로 methotrexate

관절염의 증상이 없는 상태를 ‘관해(remission)’라고 하

가 권고된다. Methotrexate 치료에도 지속적으로 활동성을 나타내는

는데, 관해에 이르는 것이 류마티스관절염 약료의 목표

경우에는 표적 치료제의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라고 볼 수 있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는 항류마티스제의 큰 축인 고전적 합성
DMARD와 표적 치료제인 생물학적 DMARD, 표적 합성 DMARD(소분

면역 이상과 질병 활성 조절에 사용되는 항류마티스

자 억제제)로 이루어진다. 최근 류마티스관절염 병태생리 분야의 발견

제(disease-modifying anti-rheumatic drugs, DMARD)가

으로 GM-CSF, NLRP3, TLR 등 새로운 신호전달 경로에 관여하는 신

대표적인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로 사용되며, 염증 억

규 표적이 제시되고 있다.

제를 위해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NSAIDs), 글루코코
르티코이드(glucocorticoid)가 사용될 수 있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의 분류

DMARD는 크게 methotrexate와 같은 여러 면역 반응
을 전반적으로 억제하는 고전적(conventional) DMARD

류마티스관절염은 아직 완치가 가능한 질환으로 여

와 표적 치료제로 나뉠 수 있다. 최근 류마티스 치료

겨지지는 않으나, 질병 초기에 발견해 적절한 약물 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표적 치료제는 특정 표적

◇그림1. 항류마티스제(DMARD)의 분류

자료=Cells. 2020 Apr 3;9(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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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고전적인 항류마티스제
약물

작용 기전

흔한 부작용

Methotrexate

엽산 항대사제로 디히드로폴산환원효소
(dihydrofolate reductase, DHFR)를 저해함으로
써 DNA 합성, 수선, 세포 복제를 저해함

오심, 설사,
구내염,
구강 궤양,
탈모, 피로

대식세포의 항원 프로세싱 과정과 항원제시세포
Hydroxychloroquine 의 작용을 방해함으로써 CD4+ T 세포 활성화를
저해해 자가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을 억제함

오심, 설사,
두통, 발진

심각한 독성

모니터링

간독성, 골수 억제, 감염, CBC 검사, 크레아티닌,
간질성 폐렴
간기능 검사
비가역적 망막 손상,
심장 독성, 혈액 이상

안저 검사, 시야 검사

Sulfasalazine

류코트리엔 등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국소적인
과립구 감소증,
오심, 설사, 두통
CBC 검사
매개체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임
용혈성 빈혈(G6PD 결핍)

Leflunomide

피리미딘 합성을 억제하는 면역조절제로, 세포
증식을 저해해 함염 활성을 보임

탈모, 설사

간독성, 골수 억제, 감염

CBC 검사, 크레아티닌,
간기능 검사

에 특이적으로 결합해 작용하는 항체 약물(생물학적

상 등이 있고 엽산의 병용은 부작용 경감에 도움이 될

DMARD, <그림1>의 ‘biological’)과 소분자 저해제(표적

수 있다. 고령자에서는 골수 억제, 간질성 폐렴, 기회

합성 DMARD, <그림1>의 ‘targeted’)가 있다.

감염, 림프 증식성 질환을 유의해야 한다.

고전적인 항류마티스제
류마티스관절염은 관절의 파괴가 시작되기 이전에 관
절염을 억제하고 염증의 활성도를 조절해 관절 손상을
억제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진단 후부터 즉각적인 중
재를 시행한다.

Methotrexate가 금기인 경우에는 sulfasalazine 및 leflunomide가 권고된다.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치료 중 관
절염의 초기 발병이나 재발에서 통증과 부종을 경감하
는 보조 요법으로 일시적으로 3개월까지만 사용한다.

표적 치료제

치료 전략은 질병의 활성도, 방사선 검사 결과, 합병

일차 치료제인 methotrexate 를 최대 용량으로 증량

증, 동반질환 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기반해 결정

했음에도 3개월 이내에 임상학적 개선이 없거나 6개

될 수 있다.

월 이내에 관해가 전혀 없는 경우, 표적치료제인 생물

고전적으로 사용되는 항류마티스제는 질병 자체의

학적 DMARD나 합성 타겟 요법제인 야누스 키나아제

조절을 목적으로 하므로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사용된

(Janus kinase, JAK) 억제제의 추가가 권고된다. 만약 약

다. Methotrexate, hydroxychloroquine, sulfasalazine 등이

3~6개월 이후에도 치료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있으며,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leflunomide, 칼시뉴린 억

생물학적 DMARD나 JAK 억제제 종류의 변경을 고려

제제인 tacrolimus가 사용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Methotrexate는 효과가 검증됐고 심각한 독성이 드문

초기에 개발된 표적 치료제에는 종양괴사인자(tumor

편이기 때문에 진단 후에 초기 표준 치료 시, 금기가 아

necrosis factor, TNF) 억제제, 인터루킨-6 (interleu-

닌 경우 일차 치료제로 methotrexate가 권고된다. Meth-

kin-6) 억제제 등 사이토카인 차단제, T세포, B세포 활

otrexate는 엽산에 대한 길항 작용을 통해 림프구와 활

성 억제제 등의 생물학적 제제가 있다.

막세포의 증식을 조절함으로써 항류마티스 작용을 나

이후 세포 내 염증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야누스 키

타내는데 다른 고전적인 합성 DMARD보다 더 효과적

나아제(janus kinase, JAK)를 억제하는 표적 합성 항류

이다.

마티스제(소분자 억제제)가 개발됐다.

Methotrexate의 부작용에는 간기능 이상, 위장관 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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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표적치료제
구분

작용 기전

약물

부작용

Etanercept

사이토카인
차단제
생물
학적
제제

사이토카인
수용체
차단제
세포 활성화
억제

표적 합성
항류마티스제
(소분자 억제제)

주사 부위 통증, 가려움, 두드러기가 드물게 발생할 수 있으며, 약제에 대한 항체
Adalimumab 생성으로 과민증을 보일 수 있음
TNF 억제

Infliximab

주사 시 두통, 오심,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음

Golimumab

루푸스와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부전의 발생이나 악화를 유
발할 수 있음

IL-6 수용체
차단

Tocilizumab

간수치 상승, 백혈구 및 혈소판 감소, 콜레스테롤 증가가 나타날 수 있으며, 장 천
공, 연부조직 감염이 보고됨

T 세포 조절
(CTLA-4-Ig)

Abatacept

이상 반응으로 두통, 상기도 감염, 인후두염, 오심 등이 나타날 수 있음

B 세포 조절
(항CD20항체)

Rituximab

세포 파괴로 다량의 사이토카인이 방출돼 부작용이 나타나며, 드물게 다초점 뇌백
질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음

JAK
1/3 억제

Tofacitinib

골수 억제, 심박수 감소나 심전도에서 PR 간격 연장이 보고됐으며, 위장관 천공 위
험이 있는 환자에서 주의해야 함

JAK
1/2 억제

Baricitinib

상기도 감염, 대상포진이나 결핵의 발생, 콜레스테롤이나 간수치 상승, 심부정맥혈
전증과 관련돼 주의가 필요함

JAK
1/2/3,
Tyk2 억제

Peficitinib

대상포진, 폐렴, 패혈증 등 중대한 감염, 호중구 감소증, 위장관 천공, 간 장애 등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

JAK1 억제

Upadacitinib

상기도 감염, 호중구 감소증, 고콜레스테롤혈증, 오심, 발열, 기침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드물게 대상포진, 구강 칸디다증 등이 보고됨

JAK
억제

사용되며, 류마티스관절염의 염증 조절과 더불어 관절

절됨으로써 자가 면역성 염증에 관여하는 TNF를 억제

의 변형을 예방하는 효과도 알려졌다. 표적 치료제는

한다. 생물학적 제제 중 가장 먼저 사용되기 시작한 약

잠복 결핵을 재활성화 하는 등 감염에 대한 취약성을

제로 주로 methotrexate와 병용된다. TNF는 육아종 형

높이기 때문에 치료 시 이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성에 중요한 기능을 하므로 이 제제 투여 시 결핵균에
대해 적절히 방어되지 않아 결핵 발병 위험이 증가할 수

생물학적 제제
생물학적 제제는 유전자 재조합 등으로 제작된 항체
로 류마티스관절염의 병태생리에 관여하는 사이토카

있다. 따라서 잠복결핵이 활성화되거나 신규 감염이 일
어날 수 있으므로 사용 전 잠복 결핵 검사를 시행해 치
료해야 한다.

인이나 면역 세포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물이 있다. 생

IL-6 수용체 차단제는 류마티스관절염의 병태생리

물학적 DMARD는 합성 DMARD의 효과가 불충분한

에서 중요한 사이토카인에 해당하는 IL-6의 수용체에

경우 사용하며, TNF 억제제(etanercept, adalimumab, in-

결합해 IL-6에 의한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항체 약물

fliximab, golimumab), IL-6 수용체 차단제(toclizumab),

이다. Tocilizumab은 단독 혹은 methotrexate와 병용한

T세포 활성 조절제(abatacept), B 세포 활성 조절제(ritux-

다.

imab) 등이 있다. 이 약물들은 강력하고 즉각적인 효과

면역 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약물에는 T세포를 표

를 나타내며, 관절 파괴와 기능 이상의 진행을 장기간

적으로 하는 abatacept가 있다. Abatacept는 세포독성

예방할 수 있다.

T림프구 항원-4(cytotoxic T-lymphocyte-associated

TNF 억제제는 류마티스관절염에서 비정상적으로 조

protein 4, CTLA-4)의 세포 외 도메인을 면역글로불린
2021 여름호 17

학술특집Ⅰ

류마티스관절염

◇그림2. 야누스 키나아제(JAK) 억제제의 작용 기전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은 tofacitinib이며 이후 baricitinib이
개발된 후 국내에는 최근 2020년 1월에 peficitinib, 6월
에 upadacitinib이 허가 승인됐다.
면역 세포의 표면에서 IL-6, IL-2, IL-15, 제1형 및
2형 인터페론, GM-CSF 등이 각각의 수용체와 결합
하면 JAK이 활성화돼 STAT 이량체를 핵으로 이동시켜
관절 염증과 조직 손상을 유도하는 유전자 발현을 촉진
한다. JAK 억제제는 세포내 신호 전달을 저해하는 다
중 타깃 효과를 가지므로 사용 전 스크리닝과 치료 중
모니터링을 엄격하게 수행해야 한다.
JAK 억제제는 심각한 감염, 간 질환, 신장 질환, 혈

자료=Cells. 2020 Apr 3;9(4):880

G1의 Fc 부위에 결합시킨 수용성 단백질 형태이다.
항원제시세포의 CD80/86과 결합해 T세포가 활성
화되지 않도록 저해한다. Rituximab은 B세포 표면에 발

액 세포 이상이 있는 환자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대
상포진 및 림프종 등의 악성 종양과 같은 감염 위험성과
관련해 장기간 안전성 확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됐다.

류마티스관절염의 약료

현되는 CD20을 표적으로 해 B세포의 작용을 억제하

최초 류마티스관절염 진단 후, 비약물학적 치료와 함

는 단클론 항체이다. TNF 억제제에 반응이 없는 환자

께 methotrexate와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단기 사용은

에 단독 또는 methotrexate와 병용한다.

관절 염증을 감소시킴으로써 환자의 30~50%에서 ‘관

생물학적 DMARD는 폐렴, 결핵 및 다른 기회 감염

해/유의한 활성도 감소’가 나타난다.

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의학적 관리가 필요하

미반응성 환자는 고전적 합성 항류마티스제인 hydro-

며, 부작용의 예방과 치료 가이드라인이 확립돼 있다.

chloroquine, sulfadiazine을 methotrexate 요법에 병용함

예를 들어 결핵의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에서는 isonia-

으로써 추가적으로 관해를 유도할 수 있다.

zid의 예방적 투여가, 폐렴 위험 인자를 갖는 환자에서
는 폐렴 백신 접종이 권고된다.

◇그림3. 류마티스관절염 조절을 위한 일반적인 약물치료

표적 합성 항류마티스제(소분자 억제제)
발병 기전에 관여하는 특정 타겟 분자를 저해하는 화
합물인 표적 합성 항류마티스제는 소분자 억제제로 불
리기도 한다.
표적 합성 항류마티스제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에 대
한 수용체의 세포 내 부분에 존재하면서 세포 내로 신
호를 전달하는 야누스 키나아제(janus kinase, JAK)
을 타깃으로 하는 약물이다. JAK 억제제는 경구 투여
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약물마다 특정 JAK 아형(subtype)에 대한 선택성에 차이가 있다. JAK 억제제 중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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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MCC950)를 투여한 결과,

◇그림4. NLRP3의 inflammasome 형성

관절의 염증과 골 파괴가 유
의하게 감소했으며 in vivo에서
IL-1β의 생성이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나 inf lammasome 저해
가 류마티스관절염의 새로운
치료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

GM-CSF
GM-CSF(granulocyte-mac자료=Nat Rev Immunol. 2010 Mar;10(3):210-5

rophage colony-stimulating factor)는 선천면역과 적응면역 반

JAK 억제제 또는 생물학적 항류마티스제의 적용은

응을 연결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다. 류마티스관절

추가적으로 30~40% 환자의 ‘관해/유의한 활성도 감

염 환자의 활액과 혈장에서 GM-CSF 농도가 높게 나

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최적 치료를 위해 개별

타났으며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활막 조직에서 GM-

환자의 질병 상태와 약료의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재평

CSF 수용체(GM-CSFR)가 과다 발현된 것으로 보고됐

가해 시기적절하게 치료법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안정적인 관해를 최소 6개월간 유지하는 경우 부작

실제로 콜라겐으로 유도된 관절염 마우스 모델에서

용과 비용 감소를 위해 약 용량 감소 등이 고려될 수 있

GM-CSF 신호전달을 억제하는 항체는 질환의 중증도

다.

를 개선하는 효과를 보였다.
GM-CSFR 알파 사슬에 대한 항체인 mavrilimum-

류마티스관절염의 신규 타깃 개발

ab(CAM-3001)은 임상에서 대조군 대비 치료 반응

NLRP3

율(ACR50)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M-CSF

류마티스관절염의 병태 생리에서 새로운 발견이 진

를 표적으로 하는 항체 약물로는 namilumab(MT203),

행돼 신규 타깃이 제시되고 있다. NLRP3 (NOD-like

lenzilumab(KB003), gimsilumab(MORAb-022) 등이

receptor protein 3)은 NOD 유사 수용체(NOD-like re-

개발 중이다.

ceptor) 계열에 속하는 세포 내 센서(sensor)로 박테리아

Namilumab 은 methotrexate 요법에 불충분하거나

감염 등 다양한 위험 신호에 의해 IL-1β의 분비를 조절

항-TNF 제제에 불내성 혹은 불충분한 반응을 보이

하는 inflammasome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다.

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대상 임상에서 치료 반응률

최근 NLR inflammasome의 구성요소가 류마티스관절
염 환자의 활막에 발현되는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류

(ACR50)과 질병 활성도(DAS28-CRP)를 대조군 대비
유의하게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티스관절염 환자에서 inflammasome의 활성화가 염증
성 사이토카인의 분비에 기여함을 제시했다.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활액과 콜라겐 유도 관절염
의 마우스 모델에서 NLRP3 inflammasome의 활성이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선택적인 NLRP3 저해

TLR
TLR4(Toll-like receptor 4)는 선천면역과 적응면역 반
응의 개시와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내인성 TLR4 리간드(crystalline, B8, tenascin C)는
2021 여름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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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Mavrilimumab의 작용기전

양해지고 있다.
항류마티스제의 적절한 사용과 더불어 주기적인 약
효 평가를 통해 류마티스관절염의 관해에 도달함으로
써 관절 파괴와 신체 기능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유전체 및 약물유전체 연구 분야의 발달로
향후 류마티스관절염의 유전 인자의 확인뿐 아니라 질
병의 예후나 약물 반응을 예상함으로써 개별 환자의 병
리학적 특성에 따른 치료적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된다.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새로운 표적을 겨냥한 신약 개
발을 통해 머지않은 미래에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류마
티스관절염 치료제가 환자의 삶을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Arthritis Res Ther. 2019 Aug 2;21(1):183
2) Cells. 2020 Apr 3;9(4):880
자료=Ther Adv Musculoskelet Dis. 2018 Feb;10(2):29-3

활막에 존재하면서 류마티스관절염의 병태생리에서
TLR4에 의한 관절 염증을 촉진한다.
콜라겐 유도 관절염의 마우스 모델에서, TLR4 결
핍 마우스의 경우 대조군 대비 연골 파괴와 자가 항체
(ACPA) 생성이 감소했으며 IL-17 수준도 더 낮게 나타
났다.
TLR4를 타겟으로 하는 최초의 항체인 NI-0101에
대한 2상 임상이 methotrexate에 불충분한 반응을 보이
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서 진행됐다.
결과적으 로 12주에 대조군 대비 치료 반 응 율
(ACR50)의 유의한 개선이 나타나지는 않아, 향후 유효
성 입증을 위한 추가 연구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제시됐
다.

결론
그간 류마티스관절염의 발병 기전에 대한 분자생물
학적 기전이 새롭게 규명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하는
표적 치료제가 도입되면서 항류마티스제의 옵션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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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mmunotherapy (2013);5(9):955-974
4) Inflammation and Regeneration 2020;40:20
5) J Korean Med Assoc 2020 July;63(7):422-430
6) Korean J Med 2005;69(6):581-589
7) Nat Rev Immunol. 2010 Mar;10(3):210-5
8) Semin Arthritis Rheum. 1993 Oct;23(2 Suppl 1):82-91
9) Ther Adv Musculoskelet Dis. 2018 Feb;10(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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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중증 활동성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린버크서방정(Rinvoq ER Tab.)
핵심복약지도

4. 용법용량
(1) 이 약의 권장 용량은 식사와 관계없이 15mg 을
1일 1회 경구투여 하는 것이다.

김 지 약사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약제팀
약무관리파트 책임약사

(2) 이 약은 통째로 삼켜야 하며, 이 약을 분할하거
나, 부수거나, 씹어서는 안된다.

5. 이상 반응
(1) 감염

1. 성분 및 함량(단일제 기준)
upadacitinib 15mg

2. 효능효과
하나 이상의 항류마티스제제(DMARDs)에 적절히 반

매우 흔하게 상기도 감염, 흔하지 않게 대상포진, 단
순포진, 구강칸디다증
(2) 혈액 및 림프계
흔하게 호중구감소증

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의 중등증에서 중증
의 활동성 류마티스관절염의 치료

(3) 대사 및 영양 이상
흔하게 고콜레스테롤혈증, 흔하지 않게 고중성지질

3. 약리 기전

혈증

upadacitinib은 JAK1에 대한 선택적이고, 가역적인 억
제제로 signaling pathway를 통해 조혈 및 면역세포기능

(4) 기타

자극에 관여하는 세포 내 효소인 Janus kinase(JAK)에

기침, 오심, 발열, ALT/AST 상승, 체중 증가

bingding해 STATs의 활성화를 차단함으로써 염증성 사
이토카인 신호 전달을 방해한다.

6. 복약상담 포인트

JAK2에 비해 JAK1에 대한 선택성이 50~70배,

(1) 복용을 잊은 경우 생각나는 즉시 복용한다. 다음

JAK3에 비해 JAK1에 대한 선택성이 100배 이상 더 높

복용 시간이 더 가까운 경우 다음 복용분부터 정해진

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량만큼 복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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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려 심각한 감염에 노
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을 자주 씻고, 감염의 증상
및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즉시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3)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생백신 투여 시 예방접종
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의사
의 동의 없이 예방접종을 하지 말아야 한다.
(4) 이 약으로 치료를 시작하기 전 결핵 검사를 받아
야 하고, 가족이나 주위에 결핵 환자가 있으면 의사에
게 알려야 한다.

7. 상호작용
(1) Phenytoin, Carbamazepine, Rifampin과 같은 강력
한 CYP3A4 유도체와 병용 시 이 약의 작용이 감소될
수 있다.
(2) Abatacept과 병용 시 심각한 감염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8. 보관방법
실온 보관, 기밀 용기

참고문헌
1) P roduct Information: RINVOQ(TM) oral extended
release tablet, upadacitinib oral extended release
tablet. AbbVie Inc (per FDA), North Chicago, IL, 2019.
2) Micromedex (www.micromedexsolutions.com)
3) 린버크 서방정 제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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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관절염 주사 치료제 1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Simponi PFS inj.)
1. 성분 및 함량
Golimumab 50mg/0.5ml/Syr

2. 효능효과
(1) 류마티스관절염
① 메토트렉세이트를 포함한 질환완화약제 치료에
불충분한 반응을 보인 성인 환자에서 중등도에서
중증의 활성 류마티스관절염의 치료 및 신체활동
기능의 향상
② 기존에 메토트렉세이트로 치료받은 적 없는 성인
환자에서 중등도에서 중증의 활성 류마티스관절
염의 치료
③ X선으로 측정했을 때 질환과 관련된 구조적 손상
진행의 지연

4. 용법용량
(1) 류마티스관절염: 50mg 을 월 1회로 매월 정기적
인 날짜에 피하주사한다. 이 약은 메토트렉세이

(2) 건선성 관절염
① 기존 질환완화약제 치료에 불충분한 반응을 보인
성인 환자에 활성 건선성 관절염의 치료
② X선으로 측정했을 때 질환과 관련된 구조적 손상
진행의 지연 및 신체활동 기능의 향상

트와 병용 투여한다.
(2) 건선성 관절염: 50mg을 월 1회로 매월 정기적인
날짜에 피하주사한다.
(3) 3~4회 투여 이후 적절한 임상반응을 달성하지
못한 체중 100kg 이상의 환자에서 특정한 중대
한 약물유해반응의 증가하는 위험을 비교하여 월

(3) 강직성 척추염 및 방사선학적으로 강직성 척추염
이 확인되지 않는 축성 척추관절염

1회 100mg까지 증량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100mg 용량을 3~4회 추가 투여한 후에 치료적
유익성을 보이지 않는 환자는 투여 지속 여부를

(4) 궤양성 대장염

재고해야 한다.
(4) 강직성 척추염 및 방사선학적으로 강직성 척추염

3. 약리기전
golimumab은 human TNF alpha의 수용성 및 trans-

이 확인되지 않는 축성 척추관절염 : 50mg을 월
1회로 매월 정기적인 날짜에 피하주사한다.

membrane bioactive forms 모두에 결합하는 human mono-

(5) 궤양성 대장염: 200mg 을 치료 첫 주에, 그 후

clonal antibody로, TNF alpha 활성을 저해해 심각한 만

2주 뒤에 100mg을 피하주사한다. 이후에 4주에

성 염증질환에 효과를 나타낸다.

한 번 100mg을 피하주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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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상 반응
기관계 분류

감염

혈액 및
림프계

놓친 용량을 만회하기 위해 2배 용량을 투여하지
흔하게
(≥1/100~＜1/10)

기타

미만이면, 놓친 용량을 투여하고 이후 원래 정해

상기도 감염, 세균성 감
염, 하기도 감염(폐렴), 바 패혈성 쇼크를 포함한 패
이러스 감염, 기관지염, 혈증, 신우신염
부비동염, 표재 진균감염)

진 월주기를 유지한다. 만일 투여용량을 놓친 기
간이 2주 이상이면, 놓친 용량을 투여하고 그 날
짜부터 새로운 월주기를 시작해야 한다.

백혈구 감소증(호중구 감 혈소판 감소증,
소증 포함), 빈혈
범혈구감소증

피부 및
발진, 탈모증
피하조직 장애
전신장애 및
투여부위
상태

않아야 한다. 만일 투여용량을 놓친 기간이 2주

흔하지 않게
(≥1/1000~＜1/100)

건선, 수포성 피부반응

발열, 주사부위반응(주사
부위 홍반, 두드러기, 경
화, 통증, 타박상, 가려움,
자극, 감각이상)
ALT·AST 상승, 알러지
호중구 감소
반응, 고혈압

7. 상호작용
다른 생물학적제제 등과 병용투여 시 심각한 감염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8. 보관방법
냉장(2~8℃)보관, 밀봉용기, 동결을 피할 것, 차광
보관

6. 복약상담 포인트
(1)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려 심각한 감염에 노
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을 자주 씻고, 감염의

1) M aria Urdanet a, H annah J ethwa, A review on

증상 및 징후가 나타나는 즉시 의사에게 알려야

golimumab in the treatment of psoriatic arthritis,

한다.

IMMUNOTHERAPY, VOL.9, NO.11, 25.08.2017

(2) 림프종 및 피부암 등 암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비정상적인 혹, 체중감소, 지속적인
발열, 비정상적인 피부변화와 같은 증상이 나타
나면 즉시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3) 발작, 가슴통증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
면,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한다.
(4) 약을 흔들 경우 효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흔들
지 말아야 한다.
(5) 투여하기 30분 전에 냉장고에서 이 약을 꺼내 실
온에서 보관하고 사용하기, 육안으로 확인하여
변색되었거나, 입자가 있을 경우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매번 주사할 때마다 다른 부위에 투여해야 하며,
염증이 있거나, 멍이 있거나, 붉거나, 비늘처럼 벗
겨지거나, 딱딱한 부위에는 주사하지 않는다.
(7) 계획된 날짜에 투여하는 것을 잊었을 경우, 놓친
용량은 환자가 기억하는 대로 바로 투여해야 하며
24

참고문헌

대한약사회지

2) https://www.drugs.com/
3) Micromedex (www.micromedexsolutions.com)
4) 심퍼니 프리필드 주 제품 설명서

핵심복약지도

학술특집Ⅰ

류마티스관절염 주사 치료제 2
엔브렐 프리필드주 50mg(Enbrel PFS inj.)
1. 성분 및 함량
etanercept 50mg/mL

4. 용법용량
(1) 류마티스관절염,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방사선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축성 척추관절염:

2. 효능효과
(1) 류마티스관절염
① 메토트렉세이트를 포함한 질환완화약제 치료에
반응이 적절하지 않은 중등도에서 중증의 성인 활
동성 류마티스관절염에 단독 또는 메토트렉세이
트와 병용 투여
② 메토트렉세이트에 내약성이 없거나, 메토트렉세이
트 치료를 지속하기 부적절한 경우 단독 투여

1회 25mg 을 주 2회 피하주사하거나 1회 50mg
을 주 1회 피하주사한다.
(2) 건선: 1회 25mg 을 주 2회 피하주사하거나 1회
50mg을 주 1회 피하주사한다.
(3) 소 아 특발성 관절염(2세~17세): 1회k g 당
0.4mg(1회 최대 25mg)을 주 2회(3~4일 간격) 피
하주사하거나 1회 kg당 0.8mg(1회 최대 50mg)
을 주 1회 피하주사한다.

③ 이전에 메토트렉세이트로 치료받지 않은 중증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관절염

5. 복약상담 포인트
(1)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려 심각한 감염에 노

(2) 건선성 관절염

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을 자주 씻고, 감염의

(3) 축성 척추관절염

증상 및 징후가 나타나는 즉시 의사에게 알려야

(4) 건선

한다.

(5) 소아의 특발성 절염

(2) 림프종 및 피부암 등 암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비정상적인 혹, 체중감소, 지속적인

3. 약리기전
etanercept는 TNF-α와 TNF-β에 특이적으로 결합

발열, 비정상적인 피부변화와 같은 증상이 나타
나면 즉시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하는 p75 종양괴사인자(TNF) 수용체의 dimeric soluble

(3) 주사부위의 발적, 가려움, 통증, 부종 등이 나타

form으로, 정상의 염증 및 면역반응과 관련된 cytokine

날 수 있으며 보통 주사 후 3~5일째 사라진다.

인 TNF에 결합해 불활성화시킨다.

(4) 투여하기 30분 전에 냉장고에서 이 약을 꺼내 실
온에서 보관하고, 사용하기 육안으로 확인해 변
색됐거나, 입자가 있을 경우 사용해서는 안된다.
(5) 매번 주사할 때마다 다른 부위에 투여해야 하며,
염증이 있거나, 멍이 있거나, 붉거나, 비늘처럼 벗
겨지거나, 딱딱한 부위에는 주사하지 않는다.
(6) 25°C를 초과하지 않는 실온에서 1회에 한해 최대
2주 동안 보관할 수 있으며, 실온보관 됐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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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시 냉장 보관해서는 안된다. 냉장고에서 꺼
낸 후 2주 이내에 사용되지 않은 제품은 폐기해야
한다.

7. 상호작용
(1) A
 batacept과 병용 시 심각한 감염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2) A nakinra와 병용 시 중증의 감염 가능성 및 호중

6. 이상반응
기관계

매우 흔하게 ≥
1/10

감염

감염
(상기도 감염,
기관지염, 방광염,
피부감염 포함)

구 감소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흔하게 ≥
1/100, ＜1/10

중대한 감염
(폐렴, 연조직염,
세균성 관절염,
패혈증 포함)
혈소판 감소증,
빈혈, 백혈구감소증,
호중구감소증

혈액 및
림프계
면역계
피부 및
피하 조직

알레르기 반응,
혈관염
자가항체 형성
가려움, 발진

주사부위반응
전신 및 (홍반, 가려움,
발열
투여부위 통증, 종창, 출혈,
타박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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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하지 않게 ≥
1/1000, ＜1/100

혈관부종, 건선,
두드러기

8. 보관방법
냉장(2~8℃)보관, 밀봉용기

참고문헌
1) https://www.enbrel.co.nz/about-enbrel
2) M isael Whiteaker, Efficacy of Methotrexate and/or
Etanercept for treatment of RA Rheumatoid Arthritis
3) Micromedex (www.micromedexsolutions.com)
4) 엔브렐 프리필드주 제품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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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관절염 경구 치료제
젤잔즈정(Xeljanz Tab.)
1. 성분 및 함량
tofacitinib citrate 5mg/T, 10mg/T

gene expression과 면역세포의 intracellular activity는 억
제하고 CD16/56+ natural killer cell, serum IgG, IgM,
IgA, C-reactive protein의 circulating은 감소, B cells은

2. 효능·효과

증가시킨다.

(1) 류마티스관절염
메토트렉세이트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의 중등증 내지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관절
염의 치료

4. 용법·용량
류마티스관절염 및 건선성 관절염 환자에 대한 이 약
의 권장용량
이약

(2) 건선성 관절염
이전 항류마티스제제(DMARDs)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의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의
치료

성인

1회 5㎎, 1일 2회 투여

강력한 CYP3A4억제제 또는 중등도의
CYP3A4억제제 및 강력한
CYP2C19억제제를 투여 중인 환자

1회 5㎎, 1일 1회 투여

중등증~중증 신장애환자 및
중등증 간장애 환자

1회 5㎎, 1일 1회 투여

ALC 500cells/㎣ 미만(반복검사로 확인) 투여 중단

(3) 궤양성 대장염

3. 약리기전
tofacitinib는 signaling pathway를 통해 조혈작용과 면역

ANC 500~1000cells/㎣

투여 잠정 중단.
ANC가 1000cells/㎣
초과가 되면 재투여

ANC 500cells/㎣ 미만

투여 중단

헤모글로빈 수치가 2g/㎗ 초과의
감소 또는 8.0g/㎗ 미만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이
될 때까지 투여를 잠정 중단

세포 기능을 자극하는 intracellular 효소인 Janus kinase(JAK) 를 저해해 cytokine-또는 growth factor-mediated

5. 이상반응
기관계

감염

혈액 및
림프계

흔하게
(≥1/100~＜1/10)
폐렴,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요로감염,
부비동염, 기관지염,
코인두염, 인두염

결핵, 게실염, 신우신염,
연조직염,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

빈혈

백혈구감소증,
림프구감소증, 호중구감소증

대사 및 영양 고지혈증
혈관계

고혈압

위장관

복통, 구토, 설사, 구역,
위염, 소화불량

간·담도
Figure. Binding of cytokines to the receptor in turn activates an intracellular
signaling cascade via JAKs with subsequent phoshorylation of STATs.

기타

흔하지 않게
(≥1/1,000~＜1/100)

이상지질혈증, 탈수
정맥혈전색전증

간지방증
기침, 발진, 관절통, 두통,

홍반,가려움,
간지방증 ,감각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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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약상담 포인트

7. 상호작용

(1)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려 심각한 감염에 노

(1) P
 henytoin, Carbamazepine, Rifampin과 같은 강력

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을 자주 씻고, 감염의

한 CYP3A4 유도체와 병용 시 이 약의 작용이 감

증상 및 징후가 나타나는 즉시 의사에게 알려야

소될 수 있다.

한다.
(2)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생백신 투여 시 예방접종

(2) INFLIXIMAB 및 면역억제제와 병용 시 감염의 위
험이 증가할 수 있다.

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의사의 동의 없이 예방접종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이 약으로 치료를 시작하기 전 결핵 검사를 받아

8. 보관방법
실온 보관, 기밀 용기

야 하고 가족이나 주위에 결핵 환자가 있으면 의
사에게 알려야 한다.
(4) 림프종 및 피부암 등 암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비정상적인 혹, 체중감소, 지속적인
발열, 비정상적인 피부변화와 같은 증상이 나타
나면 즉시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5) 치료경과 및 부작용을 점검하기 위해 정기적 검사
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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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류마티스관절염

정리=윤중식 약사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아이비웰니스 대표이사

14주까지 엽산 5mg이 포함된 복합 비타민을 복용한 후, 임신
15주부터 분만 후 1달(또는 수유 기간)까지 엽산 400μg-1mg
이 포함된 복합 비타민을 복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h t t p s : / / s y n a p s e . ko re a m e d . o r g / S y n a p s e / D a t a /
PDFData/0119JKMA/jkma-54-799.pdf

Q. 폴산(엽산) 4mg쓰는 경우 있나요?
폴산(엽산) 2mg씩 아침 저녁으로 처방이 나왔는데 환자분이
임산부였습니다.
폴산은 하루 1mg까지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류마티스
치료제 중 메토트렉세이트 복용 시 2mg까지 쓰는 경우는 봤는
데 오늘 4mg은 처음이었습니다.
임부에게 1mg이상은 잘 안쓰는걸로 아는데 4mg를 쓰는 경우
는 언제인가요?? 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들에게도 사용
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3) 대표적으로 MTHFR이라는 엽산 대사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가 유전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다면 엽산(Folic acid)이
활성형인 5-MTHF로 바뀌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체내에 이용되는 활성협 엽산이 부족해지는 결과가 되고
산모라면 태아에게 엽산 부족에 의한 신경관 손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런 유전적 결핍이 있는 경우 활성형 엽산을 복용하거나 일반
엽산을 4~5mg 매일 고함량으로 복용해야 태아의 신경관 손
상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답변1) 신경관결손으로 인해 유산하신 경험이 있는 고위험 산
모의 경우 태아의 신경관결손을 예방하기 위해 엽산 4mg를 예
방적으로 복용합니다.

답변2) 제가 본 경우도 임산부에게 엽산 4~5mg/day 처방이
나온 경우는 대부분 ‘신경관 결손증과 관련된 유산한 경험이
있는 산모’였습니다.
+항경련제(carbamazepine, valproate 등)를 복용한 이력이 있
어 신경관 결손증 태아를 낳을 확률이 있는 고위험군 여성에게
도 엽산 4~5mg/day를 처방합니다.
‘한국마더리스크프로그램’에서는 캐나다의 엽산 복용 권고안
에 따라 건강한 가임기 여성에게는 임신 2~3개월 전부터 임
신기간 및 분만 후 1달까지, 엽산이 풍부한 음식과 엽산(400μ
g-1mg)이 포함된 복합 비타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여성에게는 임신 3개월 전부터 임신 14주까지 엽산이 풍부한
음식과 엽산 5 mg이 포함된 복합 비타민을 복용할 것을 권장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산부인과학회와 마더리스크프로그램의 권고안에 따르
면, 과거 선천성 기형아를 분만한 여성, 고위험 여성(간질, 당
뇨병, 비만), 신경관 결손증 가족력, 신경관 결손증 고위험 인종
또는 약에 대한 순응도가 낮은 여성은 임신 3개월 전부터 임신

답변4) 폴다정이라고 folic acid 5mg 제품도 출시돼 있습니다.
•효능
1. 폴산 결핍증의 예방 및 치료
2. 폴
 산의 수요가 증대해 식사로부터 섭취가 불충분한 경우의
보급. 소모성 질환, 임부 및 수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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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류
 마티스약에 의한 면역저하로 자주 생기는 포진
에 발트렉스 지속 복용
류마티스를 오랫동안 투병해오신 분이십니다. 70정도 되신 남
자분이시구요.
소론도와 메토트렉세이트를 꾸준히 복용해 오시다가 소론
도는 점점 양을 줄여 중단한 상황이구요. 약 때문에 아무래
도 면역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지 좀 무리하거나 힘
들면 포진이 올라오시는 데 그럴때를 대비해서 발트렉스
500mg(valacyclovir)를 상비하고 계셨다가 포진이 올라오면
prn 처럼 드십니다.
확인해보니 한번 드시기 시작하면 하루 2번정도 1~2일 드신다
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1) 바이러스 제제를 이런식으로 먹으면 내성의 위험이 없
는지
(2) 내성을 최대한 덜 생기게 하려면 한번 먹기 시작할 때
최소 몇일을 먹어야 할지
(3) 류마티스 처럼 면역 억제제를 지속 복용하는 환자들
은 이런 위험에 노출 될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대처
법이 있을지 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기도 애매해서요.

Q. P
 rednisolone과 Methylprednisolone 차이점
류마티스관절염에 스테로이드제를 처방받고 있는데 소론도(프
레드니솔론)를 복용하면 많이 부대끼면서 밤에 한숨도 자지 못
하는 반면 피디(메틸프레드니솔론)를 복용하면 약간 편안하면
서 2~3 시간은 잘 수 있습니다. 용량은 둘 다 아침, 저녁으로
1/2T씩인데 소론도는 5mg 단위이고, 피디는 4mg 단위이니까
피디를 복용하면 1mg을 적게 섭취하는 거지요.
두 약의 차이가 무엇인지 피디를 계속 복용하는 게 좋은 지 궁
금합니다.

답변1) 모든 면에서 Methylprednisolone이 약간 우수합니다.
이유는 Methyl기 때문에 수용 체 결합력이 더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Methylprednisolone

Prednisolne

복용량

4 mg

5mg

비교 역가

1.5배

-

반감기

80분

71분

항염 작용

2배

-

수분저류

약간 적음

부작용 종류

동일

부작용 정도

약간 더 경미

답변1) 발시클로버 허가사항에 보면
구순포진(12세 이상) 치료를 위한 이 약의 권장용량은 1회
2000mg 씩, 1일 2회 12시간 간격으로 1일간 투여하며,
구순포진의 초기 증상(예. 저림, 가려움, 화끈거림)이 나타
나지마자 투약을 실시해야 한다. 구순포진의 임상징후(예,
구진, 소포진, 궤양)이 나타난 이후 이 약을 투여했을 때
의 유효성에 대한 자료는 없다.

라고 허가돼 있습니다.
1. 위 환자분은 구순포진시 1회 2000mg이 아니라 500mg를
복용한다면 제대로 치료되지 않고 내성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
니다. 용량에 대한 의사와의 중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헤르페
스에 대한 내성문제는 면역 정상인에게는 0.3%에서 발생하고,
면역저하자에게는 4~7% 발생합니다.
2. 내성을 예방하는 방법은 약사님 말씀대로 상용량을 단기간
복용하기보다는 치료가 끝날때까지 완전히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심한 면역저하자의 경우는 헤르페스 감염이 예방을 위해 수
개월간 매일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는 요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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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류
 마티스로 프로그랍(타크로리무스) 복용중인 환
자에게 프로폴리스 괜찮을까요?
혈청양성류마티스관절염 상병으로 프로그랍을 수년째 복용중
인 30대 초반 여성분이 프로폴리스 복용해도되는지 물어보는
데 드셔도 괜찮을까요?
환자분은 다른 추가 질환은 없어 면역억제제만 복용중입니다.
면역억제제와 프로폴리스 간의 상호 작용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변1) 면역억제제와 상호작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복용
할 수 있습니다. 프로폴리스가 출혈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는
데 항응고제 복용중에는 주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프로폴리스
에 알러지 항원이 있을 수 있어 천식환자도 주의해야 합니다.
https://www.rxlist.com/propolis/supplements.htm

약문약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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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
 록홍합오일 복용량 등이 궁금합니다.

Q. 류
 마티스 환자와 유산균

안녕하세요. 제가 초록홍합오일에 대해 문의를 받고 자료를 찾
아봤는데요. 정확한 작용기전, 함량,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를 찾
을 수가 없어서요. 복용량 등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내과에서 류마티스 환자 분께 유산균 드시지 말라고 했다고 유
산균 조금 있는 제품도 꺼려하시네요.
면역조절 측면에서 장내균총의 균형이 중요할 듯한데 다른 이
유가 있을까요?

답변1) 1. 기전
초 록 입 홍 합 의 오 메 가 3 같 은 지 질 성 분 이 C O X , LO X
(lipoxygenase)를 억제하면서 그 산물인 프로스타글란딘과 류
코트리엔 합성을 차단합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은 관절염 같은 염증을, 류코트리엔은 천식 같
은 알러지를 유발합니다.
2. 용량
아직 정확한 용량 가이드는 없고 임상했던 자료 올립니다.

답변1) 대체적으로는 유산균이 면역에 좋아서 류마티스 같은
자가면역질환에 좋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런 동물 실험이 있
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익균(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 루테리(L.
reuteri)가 많으면 인터페론(IFN)-1이 많이 분비되고 이것이 자
가면역질환을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저항전분(RS)이 풍부한
식이를 주니 개선됐다고 합니다.
동물 실험이기는 하지만 약간의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인]
•천식
하루 초록입홍합의 오메가3로 200~300mg씩 3~8주
•운동 후 근육통
하루 초록입홍합오일 400mg씩 30일~11주
•골관절염
하루 초록입홍합 가루 1050~1150mg 또는 오일추출물 210mg
씩 3달, 동결건조 추출물 1500mg 하루 두 번씩 8주
•류마티스관절염
하 루 초록입홍합 가루 1050~1150mg 또는 오일추출물
210mg씩 3달
[어린이]
•ADHD
45kg미만 어린이 하루 추출오일 780mg씩, 45kg이상 어린
이 1040mg씩 14주

3. 부작용
가려움, 통풍, 수분저류, 역류, 복통, 설사, 구역, 복부팽만, 간
염이나 간 기능 이상 보고됨.

답변2) 전에 공부했을 때 리프리놀이 lipoxygenase 관여해서
염증 낮춰주고 부작용은 주의할만한 게 간 쪽이었어요.
복용량은 메가도스가 아니면 기존 제품 용법대로 드시라고 하
고 싶은데 제가 찾은 자료에는 300mg/kg까지는 큰 부작용은
없다고 돼있네요.
https://pubmed.ncbi.nlm.nih.gov/11094640/

https://reader.elsevier.com/reader/sd/pii/S19313128183059
12?token=3DDB44040CEDA9623BC85DA195095A5F2C04C
DD53063F89B2E48EB581E38C2570E6A2EF7ABAA893E945
D0CF7C4DEF384

답변2) 류마티스로 메토트렉세이트 복용 시 면역저하로 생백
신 못 맞는 이유와 같은 거 아닐까요? 유익균도 면역력에 따라
유해균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유산균 드신다면 생균보다는 사균체 제품이나 프리바이틱
스로 복용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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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메
 토트렉세이트 복용환자가 독감백신을 맞는 경
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학병원 문전약국에서 일하다 보니 여러가지 질문을 받게 되
는데요. 얼마전 류마티스 질환을 앓고 계신 환자분께서 메토
트렉세이트를 복용 중인데, 독감백신을 맞아도 되는지, 맞으면
약을 끊고 맞아야할지, 아니면 약을 먹고 얼마나 있다가 백신
을 맞아야 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메트트렉세이트 복용하신지 오래된 분이기도 하
고 메토트렉세이트 복용한 후 3일정도 후에 백신을 투여하면
어느정도 약물이 작용한 다음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
렸는데 어떻게 답변을 드리면 가장 최선의 답일지 선배 약사님
들께 여쭙니다.”
(메토트렉세이트 1주일에 1번 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메
토트렉세이트 1주일에 1번 먹으면 메토트렉세이트 작용땜에 엽
산이 부족해 엽산을 1주 5회먹기때문에. 메토트렉세이트 작용
이 끝난 3일 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 것인데… 사실 잘 모
르겠습니다)

없이 독감 접종이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합니다.
In general, live vaccines should be avoided among
patients receiving high doses of immunosuppressive drugs.
However, they may be given to patients receiving low
dose steroids and methotrexate. Non-live vaccines may
be administered as per the recommendations of national
guidelines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4484106

Q. 에
 키나포스 휴약기간
답변1) 면역을 억제하는 메토트렉세이트는 허가사항에 보시면
9) 이 약은 면역억제기능을 지니므로 백신의 면역학적 반
응을 감소시킬 수 있다. 생백신과 병용투여하는 경우 심
한 항원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렉시콤프에서는)
사백신
면역억제제는 백신(비활성화)의 치료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관리법: 백신 효능이 떨어질 수 있다. 면역억제제를 시작하기
최소 2주 전에 연령에 맞는 모든 예방접종을 완료하십시오. 면
역억제제 치료 중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는 면역억제제 중단 후
최소 3개월 후에 재접종한다.
생백신
Metotrexate는 백신 (Live)의 부작용/독성 효과를 높일 수 있
다. 메토트렉세이트는 백신의 치료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관리법: 저용량 메토트렉세이트(0.4mg/kg/kg 이하)은 백신
안전 문제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면역억제성으로 간주되지 않
는다. 메토트렉세이트을 더 많이 복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류마티스 환자 가이드에서는)
일반적으로 생백신은 고농도의 면역억제제 약물을 투여하고
있을 때는 피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류마티스 환자들은 저함
량 스테로이드와 메토트렉세이트를 복용한다. 따라서 사백신은
국가 가이드라인대로 접종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독감은 사백신입니다. 메토트렉세이트로 백신의
효과는 떨어질 수 있지만 저함럄 복용자(류마티스)는 약물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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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사항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환자분이 에키나포스 휴
약기간에 대해 말씀하시더라고요. 휴약 이유와 기간에 대해 아
시는 분 있으실까요?

답변1) 에키네시아는 12세 이상 사용하고 결핵이나 다발성 경
화증 그리고 류마티스관절염과 같이 자가면역질환이 있어서
면역조절제를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에키네시아를 복용하지 않
도록 하고 장기간 복용 시 면역반응을 지연시킬 수 있으니 8주
복용 후에는 1~2주 휴약기를 가지고 다시 복용하도록 합니다.
3. 일반적 주의사항
1) 8주 이상 연용하여서는 안된다.
2) 호흡곤란, 발열, 화농성 및 출혈이 있는 가래가 나
오거나 지속될 경우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약문약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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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콜
 킨 용법·용량 문의드려요.

Q. 류
 마티스관절염에서 MTX랑 엽산병용

7일분 낙소졸과 함께 나왔는데 0.6mg씩 하루 네번 복용해도
되나요? 보통 2회로 나오고 최대용량도 1.8mg로 안내돼 있는
데 하루 네번 드시는 경우는 어떤 때일까요?

류마티스성 관절염에서 MTX 2.5mg 1주일에 한번, 엽산 1mg
하루 한번 처방이 나왔을 때 MTX먹는날에는 엽산을 먹지 말라
고 복약지도 하나요?
같이 먹지 말라구 했는데 의사선생님 부재중이라 처방확인을
못했어요.

답변1) 콜킨 통풍 발작 시 첫날 1.8mg, 다음날부터는 하루
06~1.2mg로 씁니다. 과량 투약되면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정도로 독성 발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풍 발작 시 첫날 처음 1.2mg, 한 시간 후 0.6mg, 그 후 12시
간 경과 후부터는 예방적으로 매일 0.6mg q.d 또는 b.I.d 정도
로 정리된 것 같습니다.
워낙 혈액학적 독성이 있어 미리 선제적으로 많이 쓰기에 조심
스런 약입니다.
콜킨 하루 세번 먹으면 흔히 드러나는 부작용이 설사이고(설사
도 과량투약의 표시입니다.) 그 외 극도의 피로감, 회색 혀, 빈
혈 등도 나오는데 혈액독성이 젤 조심해야할 독성입니다. 다시
한번 용량 의사와 상의 후 투약하시기 바랍니다.

Q. 유
 한짓정을 류마티스 내과에서 처방하는 이유

답변1) 메토트렉세이트가 엽산 대사를 길항해서 작용을 하는
데 엽산을 복용하면 메토트렉세이트의 작용에 반하는 것이 아
닌가에 대한 염려가 있고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엽산 보충은 메토트렉세이트의 류
마티스 치료 효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유는 메토트렉세이트의 작용이 항암에서는 엽산 길항이지만
류마티스, 건선같은 자가면역에서는 면역억제의 작용이기 때문
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엽산의 보충은 메토트렉세이트에 의한
엽산 결핍 부작용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20명의 건선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소규모 연구에서 메
트트렉세이트와 엽산을 함께 복용한 환자에서 건선치료 효과
가 줄었다는 보고도 있기는 해서 몇몇 전문가들은 메토트렉세
이트 복용 당일은 엽산을 피해달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면에서 엽산 처방이 하루에 한 번이라면 다른 날 복용하
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답변2) 메토트렉세이트와 엽산병용에 대해, 병용이 필요하나
같은 날 복용은 하지 않도록 하네요.

유한짓이 자가면역질환에 쓰이는지요?
•엽산 5mg을 일주일에 1번 메토트렉세이트 복용 다음날
•또는 엽산 1mg/5mg을 매일 단 메토트렉세이트 복용날 제외
답변1) 1. Isoniazid 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게 결핵 예방 목
적으로 처방 합니다.
2. 류마티스관절염에 사용하는 Methotrexte 같은 약물은 면역
력을 약화시켜 결핵에 쉽게 감염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료 링크 드립니다.
https://www.sps.nhs.uk/articles/what-is-the-doseof-folic-acid-to-use-with-methotrexate-therapy-forrheumatoid-arthr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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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병태생리의 최신 지견
재생되지 않는 신경, 스트레스 회복 늦춘다
이슈트렌드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 MDD) 혹은 주요우울증
(major depression)은 흔한 기분장애 로 심혈관질환, 당뇨병, 뇌졸중,

환경오염, 사회경제적 상태, 교육 등의 환경적 인자가
관련된다. 특히 아동기 동안 성적, 신체적, 감정적 학대
경험은 주요우울장애 발병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암 등 다른 질환과도 관련되며 무엇보다 우울증 환자에서 자살위험성

이러한 인자들은 유전적 취약성이 있는 사람에서 유

이 증가해 사망률에 기여하게 된다. 우울증의 발병기전은 아직까지 명

전자와 환경 간 상호작용을 통해 주요우울증의 사건(삽

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유전적·환경적 인자가 발병에 관여하고 아
동학대 경험, 가족력, 스트레스 등이 위험인자로 제시되고 있다. 최근

화, episode)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영향이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주요우울장애는 임상적으로는 중증도(경증, 중등도,

연구되고 있으며, 질병의 취약성에 관여하는 유전 인자와 더불어 유전

중증)나 아형(정신병형, 비정형형, 계절성, 멜란콜리

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후생유전체(epigenome)에 대한 관심이 집중

형)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우울증은 다양한 정신질환

되고 있다. 또한 우울증의 병태생리에서 염증 반응과 면역계 이상, 시
상하부-뇌하수체-부신축, 신경발생/신경가소성이 관여한다는 사실이

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별도의 치료 없이 자연적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우울증의 병태생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으로 회복되는 경우에서부터 만성화되는 경우까지 매

모노아민 가설에 기반한 기존 우울증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우 다양한 임상 경과를 나타낸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울 증의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우울 증 삽화 는
3~6개월가량 지속되며 대부분 12개월 이내에 회복된

우울증의 임상 양상

다. 우울증은 재발이 빈번해 거의 80% 환자에서 일생
동안 최소한 한 번 더 삽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

우울증은 오랜 전부터 인류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었다. 특히 지속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진행하지 않으면

있는 질환으로 우울증(depression)에 대한 기술은 고대

재발 위험이 더욱 증가하며,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서

그리스 시대의 의학자인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와

는 자살로 인한 사망 위험이 거의 20배까지 증가한다.

갈레노스(Galen)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우울증은 일반적으로 점진적으로 발병하나 일부에

성인의 약 20%는 치료를 요하는 기분장애(mood

서는 갑작스럽게 발현되기도 하는데, 대부분 삽화성으

disorder)를 앓고 있으며, 약 8%는 주요우울장애(major

로 삽화의 기간, 횟수, 양상은 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

depressive disorder, MDD)를 겪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

며 예측이 어려운 편이다.

다.
주요우울장애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흔히 발병하며
최초 발현은 젊은 층(12~24세)에서 1.4~1.9%로 가
장 높았고 65세 이상에서는 1.3~1.8%로 젊은 층보다
낮은 편이다.
주요우울장애의 병인은 다요인성으로 유전적인 영향
은 약 35~40%에 해당하며, 그 외에 아동 학대 경험,
약물/알코올 남용, 최근 스트레스 사건, 사회적 고립,

개인마다 여러 원인이나 병태생리가 발병에 관여함으
로써 다양한 양상으로 우울증을 유발하며 동일 환자에
서도 발현 시점마다 우울증 삽화가 달라질 수 있다.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와 생물학적 스트레스(예를 들
어 산후 기간 등)는 각기 다른 병태생리를 통해 우울증
을 유발하며 치료제에 대해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경우
도 있다.
주요우울장애는 인류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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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질환이지만 아직까지 병태생리에 대해 규명되지 않

용하나 공통적으로 중추의 신경 시냅스 틈에서 모노아

은 부분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현재 임상에서는 기존

민의 수준을 증가시키는 약물이다.

에 제시된 모노아민 가설을 주축으로 중추의 모노아민

TCA는 시냅스전 뉴런으로 모노아민의 재흡수를 차

신경전달물질(monoamine neurotransmitter)을 조절하는

단하고 MAOI는 흡수된 모노아민의 분해를 저해함으

우울증 치료제가 개발돼 쓰이고 있다.

로써 모노아민 신경전달을 증강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가 상당 부

이러한 항우울제의 발견은 모노아민 가설을 뒷받침

분 존재하며 최근 제시되고 있는 우울증의 병태생리학

했으며 모노아민 가설에 기반한 추가적인 항우울제 개

적 개념은 여러 시스템이 관여하는 복잡성을 보이고 있

발을 촉진시켰다. 현재 모노아민의 재흡수를 촉진하거

다. 기존 모노아민 가설과 더불어 새롭게 제시되고 있

나 분해를 억제해 신경전달을 증가시키는 약물이 주로

는 우울증의 병태생리학적 이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

사용되고 있다.

다.

그러나 우울증의 발병 원인을 단순히 중추신경계의

모노아민 가설

모노아민 결핍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의 견
해다. 모노아민 가설의 가장 결정적인 한계점은 모노아

‘모노아민 가설(monoamine hypothesis)’은 항고혈압제

민을 타겟으로 하는 항우울제를 수 주 동안 복용해야

인 reserpine이 모노아민 신경전달물질(세로토닌, 노르

약효가 나타나는 데 이러한 지연된 반응을 설명하지 못

아드레날린, 도파민)의 양을 감소시키며, 이 약물을 복

한다는 점이다.

용하는 일부 환자에서 주요우울증 증상이 관찰되면서

항우울제는 투여 후 몇 시간 이내에 신경전달 시스템

제시됐다. reserpine은 중추신경계에서 모노아민의 저

에 영향을 미쳐 시냅스에서 즉각적으로 모노아민을 증

장을 고갈시키는 고전적인 항고혈압제이다.

가시키므로 모노아민 가설에 따라 약효가 즉각적으로

최초의 항우울제인 삼환계 항우울제(tricyclic antidepressant, TCA)와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monoamine oxidase inhibitor, MAOI)는 각기 다른 타겟에 작

나타나야 하나 실질적인 기분 변화는 2~4주의 지속적
인 약물 치료 후에 발현되기 때문이다.
주요우울장애의 30% 정도는 항우울제에 잘 반응하

◇그림1. 우울증의 모노아민 가설

자료=adapted from Adv Pharmacol Sci. 2019 Jan 3;2019:794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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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주요우울장애의 신경발생/신경가소성 가설

적인 설명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Chronic stress

최근 모노아민을 타겟으로 하는 우울증 치료제가 모
노아민의 증가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
는 기전(유전자 발현 조절을 통한 신경가소성의 변화

HPA axis

등)을 통해 치료 효과에 관여한다고 제시되고 있다.

신경발생과 신경가소성
우울증의 병태생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에

↑Glucocorticoids

하나는 신경발생(neurogenesis)과 신경가소성(neuroplasticity)의 개념과 관련된 것이다. 신경발생이란 성인의 뇌
에서 뉴런을 재생할 수 있는 만능 줄기 세포(pluripotent

↓Hippocampal
volume

stem cell, PSC)로부터 새롭게 뉴런이 생성되는 것을 의
미한다.
신경가소성은 뉴런 수준에서 성장과 적응력을 뜻하

↓Neural morphology → Neuroplasticity hypothesis
↓Neurogenesis → Neurogenesis hypothesis

는 광범위한 용어다. 주요우울장애는 환경적 스트레스

자료=Psychiatry Clin Neurosci. 2018 Jan;72(1):3-12

가 유발하는 만성적인 염증이나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축(hypothalamus-pituitary-adrenal axis, HPA 축)의

트레스 사건은 뉴런의 기능과 생존에 필수적인 신경영

기능장애가 정상적인 신경가소성이나 신경발생을 저해

양인자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

함으로써 발병될 수 있다고 제시됐다.

스는 해마의 신경성장을 유발하는 신경보호 인자인

말초 코르티솔(cortisol) 수준의 변화와 염증성 기전은
세포 수준에서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
로 우울증을 유도할 수 있는데, 일차적으로 신경가소
성을 저해하고 이로 인한 신경재생을 저해한다.
만성 스트레스는 HPA 축의 정상적인 음성 피드백 기
전을 상실하도록 해 HPA 축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도록

BDNF의 생성을 감소시켜 해마 신경의 위축을 유발하
여 우울증의 병태생리에 관여한다.
우울 증의 약 물학적/비약 물학적 치료는 감소된
BDNF 수준을 정상화하여 우울증의 회복에 관여하고,
항우울제는 성인의 뇌에서 신경발생을 증가시켜 항우
울 효과에 기여한다고 제시되었다.

한다. 이는 체내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수준을 증가시키

성인에서 신경발생의 증가는 HPA 축에서 글루코코

고, 증가한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신경형태학적으로

르티코이드 매개 음성 피드백을 강화해 스트레스에 대

해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신경가소성 가설) 해마

한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적을 감소시키고 해마의 치아이랑(dentate gyrus)에서
신경발생을 감소시킨다(신경발생 가설).

HPA 축

특히 신경발생은 뇌유래신경영양인자(brain-derived

상기에 기술한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축은 주요

neurotrophic factor, BDNF)에 의해 조절되는데 주요우

우울장애의 병태생리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시스

울증 환자의 혈청 BDNF와 백혈구의 BDNF mRNA 수

템이다. 정상 생리 상태에서 코르티솔은 음성 피드백

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을 통해 중추의 부신피질자극호르몬방출호르몬

특히 우울증의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에서 최근 스

(corticotropin-releasing hormone, CRH), 아르기닌 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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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제시됐다.

◇그림3. 우울증에서 HPA 축의 이상

따라서 주요우울장애 환자 중에
HPA 축 변형과 관련하는 임상적·생
물학적 특징을 갖는 하위군에 특이적
으로 HPA 축 기능 조절제(글루코코
르티코이드 수용체 차단제 등)를 적
용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

면역계 및 염증
면역계는 신체적 스트레스를 감지
하고 반응하며 인체의 통합 시스템
(HPA 축, 중추신경계, 자율신경계)
자료=World J Biol Psychiatry. 2012 Dec;13(8):556-68

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 인체를
방어한다.

프레신(arginine vasopressin, AVP)의 분비를 억제하게 된
다.

우울증 환자의 경우 적응면역계와 선천면역계의 변형
이 관찰되었으며, 우울증의 병태생리에서 면역 시스템

그러나 우울증에서는 이러한 음성 피드백 저해가 약
화되어 시상하부에서 CRH, AVP의 과다 활성이 나타
나고 뇌하수체 전엽에서 ACTH 분비가 증가하여 만성
적인 코르티솔 증가가 나타난다.
HPA 축의 변화는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인 코르티솔
의 과도한 분비와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수용체 매개 피
드백 저해에 대한 이상이 복합되어 발생한다.

의 이상이나 염증의 역할에 대한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
다.
최근 신경영상 및 사후 뇌 검체 연구 결과, 주요우울
장애 환자에서 중추신경계 신경 염증과 미세아교세포
(microglia)의 활성화가 관찰되어 우울증의 발병과 악화
에서 염증의 역할이 조명되고 있다.
주요우울장애와 자가면역질환 간 상관성은 잘 알려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요우울장애 환자에서 코

져 있다. 주요우울장애 환자에서는 자가면역질환(전신

르티솔 수준이 증가했으며, HPA 축의 변형은 환자의

홍반성루푸스, 류마티스성관절염, 자가면역성 갑상선

인지 기능 장애와 관련성이 있었다. HPA 축의 변형은

염, 다발성 경화증, 과민성장질환 등)의 발병 위험이 증

멜란콜리형이나 정신병형 특징을 가진 중증 우울증에

가했다. 역으로 자가면역질환이 있는 경우 우울증 발

서 더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HPA 축의 정상화에 실패할

병 확률이 증가한다. 이전에 심각한 감염이나 자가면역

경우 불량한 임상 반응과 높은 재발율과 관련됐다.

질환이 있는 사람에서 추후 우울증 발병 위험이 증가했

이러한 발견에도 HPA 축 이상을 교정하는 우울증 치
료 전략에 대한 임상적 시도에 대해서는 아직 혼재된 결

으며, 아동기에 높은 염증성 사이토카인(IL-6) 수준은
성인에서 우울증 발병과 상관성이 있었다.

과를 보여주고 있다. 항우울제로 치료한 50% 환자에

메타 분석 결과, 주요우울증 환자의 혈청에서 염증성

서 정신병리학적 개선과 관계없이 치료 전·후 코르티솔

사이토카인과 급성기 단백질(IL-6, TNF, CRP) 수준

수준이 유사하게 나타난 반면, 정신병형 특징이 있는

이 높았으며,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이나 암 치료 과정

주요우울장애에서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수용체 차단제

에서 사이토카인 치료(IL-2나 IFN-γ 등)를 받은 환자

인 mifepristone(RU-486)이 정신병성 증상을 개선하는

에서 우울 증상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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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우울증의 병태생리에서 염증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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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환경적 인자에 의한 우울증의 발병

자료=Int J Mol Sci. 2016 Aug 5;17(8):1279

달에 관여하는 여러 유전자가 발견됐으며 다소 적은 영
자료=Acta Neuropsychiatr. 2018 Feb;30(1):1-16

말초에 존재하는 사이토카인은 뇌혈관장벽(BBB)을
통과하여 중추신경계로 이동하여 뇌의 기능이나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우울증의 발병에도 관여하는 것
으로 알려졌다.

향을 미치는 다수의 유전자가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울증의 발병은 유전적 인자와 더불어 환경적 인자
에 영향을 받는데, 주요우울장애를 촉발하는 환경인자
의 잠재적인 역할은 예전부터 많이 알려져 있다.
특히 성인에서 스트레스 사건(치명적이거나 만성적인
질병, 재정적 어려움, 해고, 분리, 사별, 폭력 등)과 우

직접적으로 말초 사이토카인은 성상세포, 미세아교

울증의 관련성은 매우 잘 확립되어 있다. 생물학적으로

세포, 신경세포 등 중추신경계 세포에 작용하는 것으

우울증의 소인을 가지는 사람은 스트레스 사건에 취약

로 알려졌다. 또한 염증 신호는 염증반사(inflammatory

한 반면, 그렇지 않은 집단은 스트레스에 탄력적으로

reflex)를 통해, 세포 기전(말초염증세포에 의한 중추신

반응할 수 있다.

경계 침윤)이나 미주신경(vagus nerve)을 경유해 중추신
경계로 전달될 수 있다.
이러한 경로로 중추신경계에 수렴된 사이토카인 신
호는 분자적 기전(예. 수용체 발현), 신경발생, 신경가

또한 아동기에 겪은 감정적 태만이나 아동학대는 향
후 성인에서 스트레스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주요우울
증을 촉발하는 환경 요인으로 작용하며 우울증의 심각
도, 만성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소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우울증의 병태생리 과정으로

주요우울장애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환경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주요우울장애에서 염증의 잠재

인자가 직접적으로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고, 일부

적인 역할에 대한 이해는 우울증 치료제로서 항염증제

유전자는 환경 인자에 의해 활성화된다는 점이다.

를 적용하는 시도를 이끌게 됐다.

관련 유전적 변이와 더불어 스트레스 등 다른 환경 인
자의 노출이 동반되어 우울증의 발병 위험이 증가하는

유전자, 환경과 상호작용
주요 우울증의 발병에서 유전성(heritability)은 약

데, 이를 유전자-환경(gene-environment, GxE) 상호작
용이라고 한다.

35%로 추정되며 다유전자성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

이 유전자-환경 상호작용은 분자적으로는 후생유전

로 보고 있다. 부모나 형제에서 우울증이 있는 경우 주

학(epigenetics) 기전이 관여하며, 환경 인자에 의한 뇌의

요우울장애 발병 위험이 1.5~3.0배가량 증가한다. 전

신경생물학적 변화와 신경가소성 조절 기전이 밝혀지

유전체 연관분석(GWAS) 결과, 시냅스 구조나 신경전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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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경험과 같은 환경적 자극은 유전자 자체
(DNA 서열)가 아닌 후생유전학적 변형(메틸화, 히스톤

모노아민 가설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신규한 약물
타겟이 개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변형, miRNA 변형 등)을 통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쳐 우울증에 기여한다. 우울증의 치료적 중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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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치료제의 최신 지견
약효안정성 개선 기대 신규 타깃 개발
이슈트렌드

◇그림1. 우울증 치료제의 작용기전

다양한 항우울제가 개발돼 우울증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증
상의 해결에 이르는 관해율이 낮고 임상적으로 약제에 반응을 보이는 않
는 환자군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 또한 약효 발현을 위해서는 몇 주 이
상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해야 하며, 부작용이 상당해 환자의 복약순응
도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미충족 의학적 수요
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우울증 타깃과 치료제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우울증 치료제의 기반이 되는 모노아민 이론(monoamine theory)에 대
한 여러 한계점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타깃(시
상하부-뇌하수체-부신축, 글루탐산 시스템, GABA 시스템, 염증, 오피
오이드 수용체 등)들이 연구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유효성과 안전성이

자료=Molecules. 2019 Dec 6;24(24):446

개선된 항우울제 개발을 위해 새롭게 연구되고 있는 다양한 약물 개발
타깃과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택 약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가설은 모노아민 신경전
달물질의 결핍에 의해 주요우울장애가 발생한다는 이

현재 우울증 치료제
흔히 우울증(depression)이라고 불리는 주요우울장애

론으로 항우울제는 모노아민 신경전달물질의 재흡수
를 차단하거나 시냅스 틈에서 신경전달물질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기전을 가진다.

(major depressive disorder, MDD)는 높은 발병률에도 불

현재 사용되는 항우울제에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

구하고 환자의 1/3 정도에서만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

수 억제제(selective 5-HT reuptake inhibitor, SSRI), 선

으로 나타났다.

택적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selective NA re-

중등도에서 중증의 주요우울장애 치료 시 항우울제

uptake inhibitor, SNRI), 비선택적 노르에피네프린/세

가 사용되는데, 항우울제 단독요법의 관해율은 ~50%

로토닌 재흡수 억제제(nonselective NA/5-HT reuptake

로 20~30%에서는 특정 항우울제에 반응하지 않는 것

inhibitor),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monoamine oxi-

으로 나타났다. 우울 증상의 효과적인 경감을 위해서

dase inhibitor, MAOI), 세로토닌 수용체 효현제(5-HT

는 2~3주 정도의 약물 복용이 필요하며, 증상이 해결

receptor agonist) 등이 있다.

되는 완전 관해(full remission)에는 4개월가량 소요될 수

모노아민 기반 항우울제는 계열과 상관없이 모두 중

있다. 만약 우울증의 잔여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재발

등도의 유사한 약효를 나타내며, 특징적으로 효과를

과 만성화 위험이 증가하므로 되도록 관해에 이르도록

나타내는 데 수 주 이상이 필요해 지연된 반응을 보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SSRI, SNRI는 모두 급성 부작용으로 오심, 불면,

주요우울장애의 병태생리학적 기전과 위험 인자

두통, 어지러움, 위장관 증상, 성기능 장애가 나타나며

에 대한 이해는 아직 제한적이며, 현재 ‘모노아민 가설

장기 부작용으로는 체중 증가, 성기능 장애, 수면 장애

(monoamine hypothesis)’에 근거해 개발된 항우울제가 선

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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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주요우울장애의 새로운 약물 타깃
구분

글루탐산 시스템

오피오이드 시스템
GABA 시스템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축

면역/염증 시스템

계열

약물

NMDA receptor antagonists

ketamine
esketamine

NMDA receptor glycine site functional partial agonist

rapastinel(GLYX-13)

NMDA receptor modulators

AV-101(L-4-chlorokynurenine)

NMDA receptor modulators

AGN-241751

μ-opioid receptor partial agonist/μ-opioid receptor antagonist

buprenorphine/samidorphan(ALKS-5461)

Opioid kappa receptor antagonists

JNJ-67953964

GABAA receptor modulators

brexanolone(SAGE-547)

GABAA receptor modulators

zuranolone(SAGE-217)

Glucocorticoid receptor antagonists

mifepristone

Glucocorticoid receptor agonists

fludrocortisone

Steroid 11-beta-hydroxylase inhibitors

metyrapone

Glial cell inhibitors

minocycline

Tumour necrosis factor alpha inhibitors

infliximab

항우울제는 시냅스에서 모노아민의 수준을 증가시키
면서 장기적으로는 세포 신호전달과 유전자 발현, 신경

절과 시냅스 형성에 중요하며 학습, 기억, 인지 기능에
도 관여한다.

과 시냅스의 가소성 변경(해마의 신경재생 등)과 같은

시냅스전 뉴런(presynaptic neuron)에서 유리된 글루탐

적응성 변화를 통해 치료 효과에 관여하며 이는 항우

산은 신경세포의 시냅스전 뉴런과 시냅스후 뉴런(post-

울제가 지연된 약효를 나타내는 기전으로도 설명되고

synaptic neuron), 성상세포(astrocyte)에 존재하는 이온형

있다.

(NMDA, AMPA, kainate) 및 대사형(mGluR) 글루탐산

새로운 우울증 치료제 타깃

수용체에 결합한다.
시냅스에서 글루탐산 재흡수는 주로 성상세포에 존

기존 모노아민 가설에 기반한 우울증 치료제의 한

재하는 글루탐산 수송체(EAAT2)에 의해 일어나며, 성

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속한 약효와 유효성과 안전성의

상세포에서 글루탐산은 글루타민으로 변환돼 글루탐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신규 타깃이 개발되고 있다. 이

산이 합성에 사용되도록 시냅스전 뉴런에 공급된다. 글

중 글루탐산 시스템(glutamate system)을 타깃으로 하는

루탐산 시스템 중에서는 ketamine의 타깃인 N-meth-

NMDA 수용체 차단제는 신속한 항우울 반응을 나타

yl-D-aspartate(NMDA) 수용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

내면서 가장 유망한 타깃으로 여겨지고 있다. 우울증의

구되고 있다.

병태생리에 관여한다고 알려진 시상하부-뇌하수체-

NMDA 수용체는 학습, 기억, 시냅스 발달과 가소

부신축이나 염증 반응, 오피오이드 수용체를 겨냥한

성 등에 관여하는데 우울증 환자의 사후 뇌 검체에서

약물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NMDA 수용체의 변형과 NMDA 수용체가 매개하는

글루탐산 시스템
글루탐산(glutamate)은 인간의 뇌에서 가장 풍부한 신

글루탐산 신경전달의 이상이 발견됐다. 우울증 치료제
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발견은 ketamine의 항우울 작용
에 관한 것이다.

경전달물질로 흥분성 신호의 주요 매개체로 작용한다.

Ketamine 은 해리성 마취제(dissociative anesthetic)

글루탐산은 뇌의 발달에서 성장원추(growth cone)의 조

로 2000년대 초반부터 우울증에 대한 효능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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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글루탐산 시스템과 약물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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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됐다.
정맥 투여 시 우울 증상을 2시간 이내에 개선했으며
평균 7일간 약효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3상 임
상에 실패하면서 개발이 중단된 상태이다. AV-101(L4-chlorokynurenine)은 NMDA 수용체 글리신 결합 부
위의 선택적 효현제로 경구 투여하며, 동물모델에서 정
신병 유사 영향 없이 우울증을 신속하게 개선해, 현재
주요우울장애에 대한 임상 2상 단계에 있다.
AGN-241751은 AV-101과 같이 경구 투여하는

자료=Exp Clin Psychopharmacol. 2015 Feb;23(1):1-21

NMDA 수용체 조절제로, 비임상 연구 결과 지속적인
항우울 유사 효과를 나타냈으며 주요우울장애에 대한

됐는데 마취 용량보다 낮은 용량으로 정맥 투여 시

2상 임상 단계에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글루탐산 시스

72~96시간 정도 약효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템을 겨냥한 우울증 치료제 후보 물질이 개발 중에 있

Ketamine의 항우울 효과에 대한 정확한 기전은 아직 밝

다.

혀지지 않았으나 NMDA 수용체의 차단과 AMPA 수용
체의 증강 작용을 통해 뇌유래신경성장인자(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BDNF)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오피오이드 시스템
주요우울장애의 병태생리에 오피오이드 시스템(opioid system)의 이상이 관여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주요

2019년 FDA에서 ketamine의 광학이성질체(S-enan-

우울장애 환자에서 오피오이드 수용체 κ-1 유전자의

tiomer)인 esketamine 비강 제제가 주요우울장애 치료

발현이 증가했으며, κ-오피오이드 수용체 효현제를 투

의 증강 요법으로 승인됐다. Esketamine은 ketamine보

여한 사람에서 불쾌감 등의 정신적인 증상이 유발됐다.

다 NMDA 수용체에 더 높은 친화도를 가지는 약물로

또한 κ-수용체의 하부 신호전달은 시상하부-뇌하

신속한 증상 개선 효과가 확인됐으나 장기 사용에 대한

수체축의 활성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여성

유효성과 안전성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우울증 환자에서 μ-오피오이드 수용체의 결합능이 감

Ketamine은 항우울제의 새로운 약물 타깃으로 글루
타민 시스템을 제시하는 의의를 가지나 해리작용이나
정신병 유사 증상의 부작용과 남용 위험이 존재한다.

소했으며 이는 항우울제에 대한 불량한 반응과 관련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 통증과 오피오이드 의존성에 사용되는 약물인

Rapastinel(GLYX-13)은 NMDA 수용체의 알로스테

buprenorphine은 μ-오피오이드 수용체의 부분적 효현

릭 글리신 부위의 부분적 효현제(NMDA receptor gly-

제로 κ-오피오이드 수용체를 길항하는 작용이 있어 우

cine site functional partial agonist)로 뇌혈관 장벽을 통과

울증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여겨졌다. 초기 연구에서 저

할 수 있다.

용량 buprenorphine 설하 투여는 치료 저항성 우울증 환

Rapastinel은 ketamine과 유사하게 우울 증상의 신속

자에서 신속한 항우울 효과를 나타냈으며, 치료 저항

한 개선을 유도하며 주요우울장애의 증강 요법으로 연

성 우울증의 증강요법으로 투여 시 우울감과 인지 수행

구되고 있다. 동물 연구에서는 우울 증상에 대한 긍정

능력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인 효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정신병 유사 부작용

한편 buprenorphine과 samidorphan(μ-오피오이드 수

을 유발하지 않았으며 인지 기능을 촉진하는 효과도 제

용체 차단제)의 복합제인 ALKS-4351의 3상 임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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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따라 우울증의 유효성에 대해 상반된 결과가 제

◇그림3. HPA 축

시됐으며, 추가적인 유효성 입증이 필요해 FDA 허가 승

Amygdala

인이 거부된 바 있다.

-

JNJ-67953964는 선택적 κ-오피오이드 수용체 차

-

+

단제로 해마와 대상피질(cingulate cortex)을 포함한 기
분 장애에 관여하는 뇌 부위 수용체에 작용한다고 알려
진 후보 약물이다.

Hippocampus

-

Hypothalamus
Via corticotropinreleasing factor
type 1 receptors

+

동물 모델에서는 항우울 효과가 제시됐으며 불안 장

Via
glucocorticoid
receptors

Corticotropinreleasing factor
+

Pituitary

애에 대한 2상 임상에서 무쾌감증(anhedonia)을 개선해

-

Corticotropin

현재 주요우울장애에 대한 2상 임상 단계에 있다.

+

Adrenal
gland

GABA 시스템

Cortisol

감마아미노부티르산(γ-aminobutyric acid, GABA)는
중추신경계의 주요 억제성 신경전달물질로, 흥분성 글

자료=CMAJ. 2002 Nov 26;167(11):1253-1260

루탐산과 함께 흥분성·억제성 반응의 균형에 관여한다.
GABA는 GABA 수용체에 결합해 작용하는데 이온

애의 병태생리에 관여한다고 알려졌으며 스트레스 사

형(GABAA, GABAC)과 대사형(GABAB) 수용체가 존

건, 코르티솔 증가, 신경발생/신경가소성의 감소, 해마

재한다. 뇌에서는 GABAA가 주요한 수용체로 작용하

위축이 우울증 환자에서 나타났다. 생애 초기의 트라

며 염소 이온 통로를 활성화시켜 시냅스후 뉴런을 신속

우마(trauma)와 HPA 축의 과도한 활성 사이의 상관성

하게 과분극 시킴으로써 억제성 효과를 나타낸다. 우

은 잘 확립돼 있으며, 이 경우 항우울제에 잘 반응하지

울증 환자에서는 GABAA 수용체의 비정상적인 유전

않는 경향이 있다.

자 발현이 나타났다.

HPA 축을 겨냥한 약물 타깃으로는 글루코코르티코

Brexanolone(SAGE-547)은 GABAA 수용체의 알로

이드 수용체와 기저 및 스트레스 상태에서 HPA 축 기

스테릭 조절제로 2019년 FDA에 산후 우울증 치료제

능 조절에 관여하는 CRF-1 수용체(corticotropin releas-

로 승인됐다. 정맥 주사 시 brexanolone은 신속한 항우

ing factor-1 receptor)가 연구되고 있다.

울 효과를 나타내며 약효가 30일까지 지속되며 어지러
움, 두통 등이 흔한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Mifepristone은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수용체 차단제
로 정신병형 우울증(psychotic depression) 대상 임상에

Z u r a n o l o n e (S AG E-217)은 경구 투여 가 능한

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했으나, mifepristone의 농도가 높

GABAA 수용체 알로스테릭 조절제이다. 주요우울장애

은 하위군에서는 정신병 증상을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

대상 2상 임상에서 신속한 증상 개선을 보였으며 두통,

로 나타났다. 한편 우울증 환자에서 이상이 제시된 미

오심, 어지러움 등이 흔한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현재

네랄로코르티코이드 수용체를 타겟으로 하는 효현제

주요우울장애의 병용요법으로 3상 임상 단계에 있다.

(fludrocortisone)가 주요우울장애의 증강 요법으로 연구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축(HPA axis)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축(hypothalamus-pituitary-adrenal axis, HPA 축)의 기능 이상이 주요 우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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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Metyrapone은 11-deoxycortisol을 cortisol로 변환하는
효소(11-β-hydroxylase)를 억제하는 약물이다.
Metyrapone은fluvoxamine을 투여 중인 저항성 우울증

이슈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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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증강 요법으로서 유효성이 제시됐으나, 치료 저

되고 있는 모노아민 기반 치료제의 낮은 관해율을 개선

항성 주요우울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

하는 것으로, 우울증의 임상적 이질성(heterogeneity)에

정적인 결과가 도출돼 추가적인 유효성 입증이 필요하

내재돼 있는 복합적인 병태생리를 겨냥한 치료제 개발

다.

이 필요하다. 최근 후생유전학적 조절과 다양한 병태생

면역/염증 시스템

리 시스템을 타겟으로 신속한 약물 반응과 더불어 약효
와 부작용이 개선된 항우울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우울증의 병태생리에서 면역계 이상과 염증이 관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글루타메이트 나 GABA 시스

한다고 제시됐으며, 말초와 중추의 염증과 HPA 기능

템, HPA 축, 염증에 관여하는 유효한 타겟 개발과 특

이상 사이에 밀접한 상관성이 밝혀졌다. 우울증 환자

정 하위군이나 아형에 효과적인 항우울제 개발은 향후

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IL-1, IL-6, TNF-α)과 염증

새로운 약료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성 지표(CRP)가 증가했으며 미세아교세포(microglia)의

이다.

활성화가 관찰됐다.
특히 우울증의 치료는 직접적으로 미세아교세포의
염증을 억제하고, 항염증성 사이토카인(IL-10, TGFβ1)을 생성함으로써 우울증에 관찰되는 면역기능 이상
을 역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Ketamine은 주요우울장애에서 직간접적으로 항염 활

참고문헌
1) Acta Neuropsychiatr. 2018 Dec;30(6):307-322
2) Adv Exp Med Biol. 2019;1180:277-295
3) Adv Pharmacol Sci. 2019 Jan 3;2019:7943481
4) CMAJ. 2002 Nov 26; 167(11): 1253-1260.
5) CNS Spectr. 2019 Aug;24(S1):25-37

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제시되는 등 염증과 면역계 조절

6) Exp Clin Psychopharmacol. 2015 Feb;23(1):1-21

은 유망한 약물 타깃으로 제시되고 있다.

7) J Korean Med Assoc 2020 April; 63(4):216-226

Minocycline은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로 항염 활성
을 나타내며 조현병 환자의 인지 개선을 위한 치료제로
연구된 바 있다. 최근 minocycline은 2상 임상에서 주요
우울장애의 잠재적 치료제로 연구되고 있으며, 메타분
석에서 항우울 효과와 더불어 내약성이 양호한 것으로
제시됐다.

8) Lancet. 2018 Nov 24;392(10161):2299-2312
9) Molecules. 2019 Dec 6;24(24):446
10) Nat Rev Dis Primers. 2016 Sep 15;2:1606
11) Prog Neuropsychopharmacol Biol Psychiatry. 2021
Mar 2;106:110157
12) Prog Neuropsychopharmacol Biol Psychiatry. 2021
Jan 10;104:110041
13) Adis Insight (https://adisinsight.springer.com)

TNF-α에 대한 단클론항체로 자가면역질환에 사용
되는 infliximab는 치료 저항성 주요우울장애의 증강요
법으로 유효하며, 특히 염증 활성이 증가된 우울증 환
자 하위군에서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현재 우울증의 약료는 단독요법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나, SSRI에 ketamine을 병용하거나 buprenorphine/samidorphan 복합제 개발 시도와 같이 보조 요법
을 병행하는 전략이 관심을 받고 있다.
항우울제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현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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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환자 항콜린기립성저혈압 더 조심해야
에트라빌정
핵심복약지도

◇그림1. The mechanism of action of tricyclic
antidepressants(TCAs)

5-HT: 5-hydroxytryptamine; serotonin, MAO: monoamine oxidase.

금민정 약사

세브란스병원 약무국 약무팀
임상지원파트 책임약사

1. 성분 및 함량(단일제 기준)

출처=https://institute.progress.im/en/content/mechanism-action-tricyclicantidepressants-tcas
Pharmacology, 4th edition. Rang HP, Dale MM and Ritter JM. Edinburgh, UK:
Harcourt Publishers Ltd, 2001:550-565

Amitriptyline hydrochloride 10㎎/정

Amitriptyline hydrochloride 25㎎/정

4. 용법용량
2. 효능·효과

•성인: 1일 30~75㎎을 2~3회 분할 경구 투여하고

(1) 우울증, 우울상태

필요시 1일 150㎎까지 점차적으로 증량한다. 드물

(2) 야뇨증

게 1일 300㎎까지 증량할 수 있다.
•야뇨증에는 1일 10~30㎎을 취침 전에 투여한다.

3. 약리 기전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삼환계 항우울제(tricyclic antidepressants, TCA)로서,
serotonin과 norepinephrine 신경말단 시냅스 전(presynaptic neuron)에서 각각 serotonin과 norepinephrine의 재흡
수를 차단한다.
이를 통해 중추 신경계 시냅스에서 serotonin 및 norepinephrine의 농도를 증가시켜, 항우울 효과를 보인다.
H1 histamine수용체와 muscarinic cholinergic 수용체

5. 이상반응
(1) 항콜린작용: 구갈, 배뇨곤란, 시각조절장애, 안
내압항진, 변비, 발한, 산동 등
(2) 순환기계: 실신, 때때로 저혈압(특히 기립성 저혈
압), 빈맥·서맥, 심계항진, QT 간격 연장, 부정
맥, 심전도 이상 등

도 차단하기 때문에 진정, 식욕증가 및 구갈, 변비, 배

(3) 정신신경계: 자살 성향 증가, 혼수, 방향감각 상

뇨곤란, 시력장애, 발기부전 등의 항콜린성 부작용을

실, 환각, 정신착란, 운동실조, 경련발작, 진전,

일으킬 수 있다.

피로, 졸음, 초조 등

또한 α1 adrenergic 수용체 차단으로 인한 심혈관계 부
작용(특히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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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민증: 발진, 두드러기, 안면·설부부종 등
(5) 기타: 어지러움, 골절, 체중 증가·감소, 설사, 심

핵심복약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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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근육강직 등을 나타내는 신경이완제 악성 증후

간의 간격을 두고, 이 약에서 MAOI로 대치 투여

군(neuroleptic malignant syndrome), 드물게 저나트

할 경우에는 2~3일간의 간격을 둔다.

륨혈증 등을 수반하는 항이뇨호르몬 분비 이상

(2) QT 간격을 연장시키는 약물(아미오다론 등): 심

증후군(syndrome of inappropriate antidiuretic hor-

실성 부정맥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 주의가

mone secretion, SIADH) 등

필요하다.
(3) 알코올, 항콜린제, 에피네프린, 바르비탈계 약물:

6. 복약상담 포인트
(1) 이 약의 투여로 인한 항우울 효과는 보통 4~10일
후에 나타나며 때로는 6주 정도 후에야 효과가 나

이 약의 작용을 증강시킬 수 있다.
(4) 저칼륨혈증을 유발하는 약물(푸로세미드 등): 부
정맥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타날 수 있고, 급하게 투여를 중지하면 증상이 재
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약의 투여 지속 여부나
용량 증감은 환자가 임의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
고, 의사와 상의하도록 한다.

8. 보관방법
차광밀폐용기, 실온(1~30℃),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
는 곳에 보관

(2) 기저질환(다른 정신질환, 심장질환, 녹내장, 전립
선비대증 등)이 있는 경우와 다른 약물을 복용하
는 경우는 미리 의료진에게 알리도록 한다.
(3) 항콜린증상(변비, 입 마름, 시야 흐림, 뇨 저류)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의료진과 상의하여 적절하게
증상 조절하도록 한다.
(4) 졸음이나 주의력·집중력·반사운동능력 등의 저
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약에 대한 반응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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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전까지는 운전 등 위험한 기계조작을 하지
않도록 한다.
(5) 고령자에게는 기립성저혈압, 항콜린증상 등이 나
타나기 쉬우므로 부작용 관리에 더욱 유의하도록
한다.
(6) 환자 본인 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 자살 성향 또
는 전구 증상(원래의 환자에게 나타난 것이 아닌
증상 등)에 대해 모니터링해 증상 발현 시 의사에
게 알리도록 지도한다.

7. 상호작용
(1) M
 AO 억제제(monoa m i ne ox id a se i n h ibitor,
MAOI): 발한, 전신경련, 이상고열, 혼수 등이 나
타날 수 있으므로 병용 금기이다. MAOI를 투여
한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할 경우에는 적어도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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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울 효과 발현 2~4주…꾸준한 복용 권장
렉사프로정, 렉사프로멜츠구강붕해정
◇그림1. The mechanism of action of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SSRIs)

1. 성분 및 함량(단일제 기준)
(1) 렉사프로정

5-HT: 5-hydroxytryptamine; serotonin.

Escitalopram oxalate 5㎎/정

Escitalopram oxalate 10㎎/정

Escitalopram oxalate 15㎎/정

Escitalopram oxalate 20㎎/정

(2) 렉사프로멜츠구강붕해정

Escitalopram 10㎎/정

Escitalopram 20㎎/정

2. 효능·효과

출처=Lattimore, Keri A., et al.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SSRI)
use during pregnancy and effects on the fetus and newborn: a metaanalysis.” Journal of Perinatology 25.9 (2005): 595-604.

주요우울장애, 공황장애, 사회불안장애, 범불안장
애, 강박장애의 치료

◦구강붕해정의 경우, 혀 위에 이 약을 놓고 타액으
로 녹여 복용한다.

3. 약리 기전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SSRI)이고, citalopram의 S-이성질체
이다. 중추신경계 시냅스에서 norepinephrine이나 dopamine의 재흡수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선택적으로
serotonin의 재흡수 과정을 차단해 항우울 효과를 나타
낸다. SSRI 중에서 가장 serotonin에 대한 선택적 특징이
강한 약물이다.

4. 용법·용량
◦이 약은 1일 1회 아침이나 저녁에 식사와 관계없이
투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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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인
1) 주요우울장애, 사회불안장애, 강박장애, 범불안
장애: 1일 1회 10㎎
2) 공황장애: 1일 5㎎을 1주간 투여한 후 1일 10㎎으
로 증량
□환자의 반응에 따라 1일 최대 20㎎으로 증량할 수
있다.
(2) 신장애 환자
중증 신장애 환자(CrCl＜30㎖/min)의 경우 신중히
투여한다.

핵심복약지도

(3) 간장애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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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1~2주에 걸쳐 점차적으로 감량해야 한다.

1일 5㎎을 2주간 투여한 후 1일 10㎎까지 증량할 수
있다.

(7) 환자 본인 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 자살 성향 또
는 전구 증상(원래의 환자에게 나타난 것이 아닌
증상 등)에 대해 모니터링해, 증상 발현 시 의사에

5. 이상반응

게 알리도록 지도한다.

◦이 약 투여 시작 후 처음 1~2주에 이상반응이 가
장 빈번하게 발생하나,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
차 나아진다.

7. 상호작용
(1) M
 onoamine oxidase inhibitor (MAOI): serotonin 증
후군 위험성이 커지므로 병용 금기이다. MAOI를

주요우울장애 치료 시, 위약(placebo)보다
2% 이상 더 많은 빈도로 보고된
치료관련 이상반응

그 외 이상반응

(1) 위장관계: 구역, 설사, 변비, 소화불량, 복통
(2) 정신신경계 및 생식기계: 불면, 졸림,
어지러움, 식욕감소, 성욕감소, 성기능 장애
(3) 자율신경계: 구갈, 발한증가
(4) 전신: 독감유사증상, 피로
(5) 호흡기계: 비염, 부비동염

두통, 불안,
serotonin 증후군,
자살 성향, 근육통,
골절, 월경 이상,
저나트륨혈증, 부정맥,
출혈 경향 증가 등

중단한지 적어도 14일 후 투여를 시작할 수 있다.
긴급하게 이 약의 투여가 필요할 때에는 linezolid
및 methylene blue를 중단한지 24시간 후에 투여를
시작할 수 있다.
(2) QT 간격을 연장시키는 약물: QT 간격 연장 위험
이 커질 수 있어 pimozide와는 병용 금기이며, 그
외 QT 간격 연장 약물(amiodarone 등)과 병용 시

6. 복약상담 포인트
(1) 구강붕해정은 부서지기 쉬우므로 포장에서 약을
조심히 꺼내도록 하고, 혀 위에서 타액으로 녹여
복용하도록 한다.
(2) 이 약의 투여에 의한 항우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일반적으로 2~4주가 필요하며, 치료 효과를 확

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3) 항응고제 및 항혈소판 약물: 출혈 위험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4) S erotonin성 약물(triptan계 약물, 항우울제, lithium, tramadol, St. John’s Wort 등): serotonin 증후
군의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실히 하기 위해 최소 6개월의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증상이 나아지더라도 의사와 상의 없이
복용을 중단하지 않도록 한다.
(3) 기저 질환(다른 정신질환, 녹내장, 심장 질환, 신/

8. 보관방법
기밀용기, 실온(1~30℃),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간장애)이 있는 경우와 다른 약물을 복용하는 경
우는 미리 의료진에게 알리도록 한다.
(4) 구역, 설사, 성기능 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
점 나아지며,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는 의료진과
상의해 적절하게 증상 조절을 하도록 한다.
(5) 복 용 초기에는 운전 등 위험한 기계조작을 하지
않도록 한다.
(6) 약 물 복용을 갑작스럽게 중단하는 경우 금단 증

참고문헌
1)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
mfds.go.kr/index)
2) 약학정보원(https://www.health.kr/searchDrug/search_
detail.asp)
3) 약물치료학 제4개정. 한국임상약학회
4) Pharmacotherapy: A Pathophysiologic Approach. 11th ed.
5) L exapro ® prescribing information (https://www.
a c c e s s d a t a .fd a .g ov/s c rip t s/c d er/d a f/ in d ex .
cfm?event=BasicSearch.process)

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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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성기능 장애 적지만, 졸음과 체중변화 유의
레메론정, 레메론솔탭정
1. 성분 및 함량(단일제 기준)

◇그림1. The mechanism of action of noradrenergic and
specific serotonergic antidepressants (NaSSAs)

(1) 레메론정

5-HT: 5-hydroxytryptamine; serotonin.

Mirtazapine 15㎎/정

Mirtazapine 30㎎/정

(2) 레메론솔탭정

Coated mirtazapine 15㎎/정

Coated mirtazapine 30㎎/정

출처=https://institute.progress.im/en/content/mechanism-actionnoradrenergic-and-specific-serotonergic-antidepressants
J Clin Psychiatry 1996;57(Suppl 4):19-25.

2. 효능·효과
주요 우울증

(1) 성인
초기용량은 1일 15㎎이며, 유효용량은 보통 1일

3. 약리 기전

15~45㎎이다.

비정형 항우울제 중 noradrenergic and specific serotonergic antidepressant (NaSSA)로서, 5-HT2, 5-HT3, his-

(2) 신장애 및 간장애 환자

tamine 수용체, 그리고 α2 autoreceptor와 heteroreceptor

이 약의 청소율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고, 용

를 차단한다. 이로 인해 noradrenaline과 serotonin의 분

량 감량이 필요할 수 있다.

비가 촉진되고 효과가 증진된다.
또한 부작용을 매개하는 5-HT2 와 5-HT3 수용체
는 차단하고 항우울 효과를 매개하는 5HT1 수용체에
만 serotonin이 작용하게 한다.

4. 용법·용량
○환자의 임상 상태에 따라 조절되어야 하며, 가능한
최소 유효량을 투여해야 한다.
○구강붕해정의 경우, 혀 위에 이 약을 놓고 타액으로
녹여 복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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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상반응
주요우울장애 치료 시, 위약(placebo)보다
1% 이상 더 많은 빈도로 보고된
치료관련 이상반응
(1) 신경계: 졸음, 어지러움, 비정상적 꿈,
이상사고, 떨림, 착란
(2) 소화기계: 구강건조, 식욕증가, 변비
(3) 전신: 체중증가, 말초부종, 부종, 무력증
(4) 기타: 독감증후군, 근육통, 빈뇨, 호흡곤란

그 외 이상반응
이상지질혈증,
간수치 상승,
저나트륨혈증,
무과립세포증,
serotonin 증후군,
진정, 조증, 발작,
자살 성향 등

핵심복약지도

6. 복약상담 포인트

학술특집Ⅱ

시작할 수 있다.

(1) 구강붕해정은 부서지기 쉬우므로 포장에서 약을

(2) 진정제(술, benzodiazepine계 약물 등): 중추신경

조심히 꺼내도록 하고, 혀 위에서 타액으로 녹여

계 억제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어 술은 금기이며,

복용하도록 한다.

진정 효과가 있는 다른 약물과 병용 시에도 주의

(2) 이 약은 적절한 용량으로 치료하면 일반적으로
2~4주 이내에 효과가 나타난다. 2~4주 더 치료
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는 치료의 중단을 고려할

가 필요하다.
(3) QT 간격을 연장시키는 약물(amiodarone 등): QT
간격 연장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

수 있고, 효과가 있는 경우는 환자의 증상이 완전

(4) S erotonin성 약물(triptan계 약물, 항우울제, lith-

히 없어질 때까지 최소 4~6개월 동안 계속될 필

ium, tramadol, St. John’s Wort 등): serotonin 증후

요가 있다. 따라서, 이 약의 투여 지속 여부는 임

군의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의로 판단하지 말고 의사와 상의한다.
(3) 기저 질환(다른 정신질환, 간질, 당뇨병, 심장 질
환, 신/간장애)이 있는 경우와 다른 약물을 복용
하는 경우는 미리 의료진에게 알린다.
(4) 이 약의 투여로 인한 진정 효과로 인해 졸릴 수 있
으므로, 운전 등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조작에 주

(5) Warfarin: 항응고 효과를 증가시켜, INR이 상승
될 수 있다.
(6) C
 YP3A4 유도제(carbamazepine, phenytoin 등): 이
약의 혈중 농도가 감소할 수 있다.
(7) CYP3A4 저해제(ketoconazole 등), cimetidine: 이
약의 혈중 농도가 증가할 수 있다.

의해야 한다. 식욕이나 체중이 증가될 수 있어, 체
중이나 혈중 콜레스테롤 등을 모니터링 하도록 한
다.
(5) 장기간 이 약을 복용하다가 갑작스럽게 중단하는

8. 보관방법
기밀용기, 차광, 습기를 피해 2~30℃,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경우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투약의 중
단이 필요한 경우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점진적으
로 중단하도록 한다.
(6) 환자 본인 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 자살 성향 또
는 전구 증상(원래의 환자에게 나타난 것이 아닌

참고문헌
1)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
mfds.go.kr/index)
2) 약학정보원(https://www.health.kr/searchDrug/search_
detail.asp)

증상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현 시 의사

3) 약물치료학 제4개정. 한국임상약학회

에게 알리도록 지도한다.

4) Pharmacotherapy: A Pathophysiologic Approach. 11th ed.

(7) 발열 등 감염을 암시하는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의 진료를 받게 한다.

5) Remeron/RemeronSolTab® prescribing information
(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cder/daf/
index.cfm?event=BasicSearch.process)

7. 상호작용
(1) M
 onoamine oxidase inhibitor (MAOI): serotonin 증
후군 위험성이 커지므로 병용 금기이다. MAOI를
중단한지 적어도 14일 후 투여를 시작할 수 있다.
긴급하게 이 약의 투여가 필요할 때에는 linezolid
및 methylene blue를 중단한지 24시간 후에 투여를
2021 여름호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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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기능 개선 효과 있는 다중 기전 항우울제
브린텔릭스정
1. 성분 및 함량(단일제 기준)

◇그림1. The mechanism of action of vortioxetine and its
effects on various neurotransmitters

5-HT: 5-hydroxytryptamine; serotonin, Ach: acetylcholine, DA:
dopamine, GABA: γ-aminobutyric acid, Glut: glutamate, HA:
histamine, NA: noradrenaline, SERT: serotonin reuptake transporters
Vortioxetine 5㎎/정

Vortioxetine 10㎎/정

Vortioxetine 15㎎/정

Vortioxetine 20㎎/정

2. 효능·효과
주요우울장애의 치료
<출처=Salagre, Estela, et al. “Vortioxetine: a new alternative for the treatment

3. 약리 기전

of major depressive disorder.” Revista de Psiquiatría y Salud Mental (English
Edition) 11.1 (2018): 48-59.>

Serotonin reuptake transporter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5-HT1A receptor에 대해 agonist activity를 나타내고,
5-HT1D, 5-HT3, 5-HT7 receptor에 대해 antagonist
activity도 나타낸다. 이를 통해 serotonin뿐만 아니라 다
양한 신경전달물질의 조절을 통해 항우울 효과 및 인지

5. 이상반응
○이상반응은 일반적으로 경미하거나 중등도였고,
이 약 투여 시작 후 처음 2주 내에 발생했다.

기능 저하의 개선 효과를 나타낸다.
(1) 주요우울장애 치료 시, 위약(placebo)보다 2% 이

4. 용법용량
(1) 성인
초기용량 및 권장 용량은 1일 1회 10㎎이다. 환자의

상 더 많은 빈도로 보고된 이상반응
1) 위장관계: 구역, 설사, 입 마름, 변비, 구토, 헛배
부름

반응에 따라 1일 최대 20㎎까지 증량하거나, 최소 5㎎

2) 정신신경계: 어지러움, 비정상적 꿈

까지 감량할 수 있다.

3) 피부: 가려움증

(2) 65세 이상의 고령자

(2) 기타 이상반응

초기용량은 1일 1회 5㎎로 하고, 1일 10㎎ 이상 투여

식욕감소, 성기능 장애, 홍조, 자살 성향, 미각이상,

할 경우는 주의깊게 모니터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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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불량 등

핵심복약지도

6. 복약상담 포인트
(1) 우울 증상의 개선과 함께 인지기능 향상에도 도
움이 될 수 있는 약제이다.
(2) 이 약 투여 후 우울 증상이 소멸된 이후에도 치료
효과를 확실히 하기 위해 최소 6개월간의 약물치
료가 권장되므로, 증상이 나아지더라도 환자가
임의로 판단해 중단하지 않도록 한다.

학술특집Ⅱ

(5) S erotonin성 약물(triptan계 약물, 항우울제, lithium, tramadol, St. John’s Wort 등): serotonin 증후
군의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
(6) C
 YP2D6 저해제(bupropion, quinidine, fluoxetine,
paroxetine): 이 약의 혈중 농도가 증가할 수 있다.
(7) C YP450 유도제(rifampicin, carbamazepine, phenytoin): 이 약의 혈중 농도가 감소할 수 있다.

(3)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용량을 감량할 필요 없이 즉시 중단할 수 있다.
(4) 기저 질환(다른 정신질환, 간질, 신/간장애, 출혈
경향, 저나트륨혈증, 녹내장 등)이 있는 경우와 다

8. 보관방법
기밀용기, 실온(1~30℃),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른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는 미리 의료진에게 알
리도록 한다.
(5)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나, 대개
경미하거나 중등도 증상이며, 의료진과 상의해 적
절하게 증상 조절을 하도록 한다.

참고문헌
1)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
mfds.go.kr/index)
2) 약학정보원(https://www.health.kr/searchDrug/search_
detail.asp)

(6) 운전 등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조작에 주의한다.

3) 약 물치료학 제4개정. 한국임상약학회

(7) 환자 본인 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 자살 성향 또

4) Pharmacotherapy: A Pathophysiologic Approach. 11th ed.

는 전구 증상(원래의 환자에게 나타난 것이 아닌
증상 등)에 대해 모니터링해, 증상 발현 시 의사에
게 알리도록 지도한다.

5) B rintellix ® prescribing information (https://www.
a c c e s s d a t a .fd a .g ov/s c rip t s/c d er/d a f/ in d ex .
cfm?event=BasicSearch.process)

7. 상호작용
(1) M
 AO 억제제(monoa m i ne ox id a se i n h ibitor,
MAOI): serotonin 증후군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므
로 병용 금기이다.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MAOI를
투여 중단한지 적어도 14일 후 투여를 시작할 수
있다. Linezolid 및 methylene blue를 투여하던 중 긴
급하게 이 약의 투여가 필요할 때에는 linezolid 및
methylene blue를 중단한지 24시간 후에 이 약의
투여를 시작할 수 있다.
(2) 항응고제 및 항혈소판 약물: 출혈 위험의 증가 가
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3) 술: 이 약 복용 중 술 섭취는 바람직하지 않다.
(4) 항우울제, bupropion, tramadol: 발작의 역치를 낮
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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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문

우울증

약답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우울증

정리=윤중식 약사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아이비웰니스 대표이사

Q. 로
 수바스타틴 우울감
환자분이 이 약과 다른 약을 먹으면서 우울감 등 감정이 좀 이
상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약을 중단했더니 괜찮아지셨다
고…로수바스타틴에 그런 부작용이 자주 있나요? 그리고 이럴
경우 아토르바나 다른 수용성 약물로 바꾸면 좀 줄어들까요?

답변1) 스타틴이 정신신경계(기억력, 우울증 등)에도 영향을
줍니다.
저는 아토르바스타틴칼슘복용 환자에서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호소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중단 후 좋아졌고요. 우울증은 처음
보네요. 렉시콤프에 찾아보니 로수바스타틴칼슘에서 우울증 보
고는 1% 미만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스타틴은 아래처럼 콜레
스테롤 합성을 차단합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은 꼭 나쁜 것만
은 아니어서 뇌나 신경 기능에는 아주 중요한 원료가 됩니다.

스타틴 정신신경적인 부작용 기전은 콜레스테롤과 축삭(Axon)
을 감싸고 있는 수초(Myelin sheath)와의 연관성입니다. 뇌는
콜레스테롤을 고농도로 함유하고 있는 조직이며, 자발적(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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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o pathway)으로 필요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냅니다. 콜레
스테롤은 신경 수초 막(myelin membrane )의 유동성과 투과
성을 조절하는 핵심 구성성분입니다. 그런데 스타틴을 복용하
게 되면 콜레스테롤의 합성이 저해되고 콜레스테롤 부족은 수
초의 생성과 기능 유지를 어렵게 합니다. 즉 수초의 손상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실험에서 심바스타틴 투여군에서
손상된 수초의 재생(remyelination) 과정이 방해 받고 탈수초
(demyelination)가 진행됨이 증명됐습니다. 손상된 수초는 신
경전달의 장애를 유발해 인지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론이
가장 설득력 있습니다.

대처법은 2012년 FDA에서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면서 스타틴
설명서에 인지장애 부작용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스타틴 사용과 관련해 시판 후 조사에서 인지장애(예, 기억력
감퇴, 건망증, 기억상실증, 기억장애, 혼동)가 드물게 보고됐습
니다. 이러한 인지장애는 모든 스타틴 계열 약물에서 보고됐습
니다. 인지장애 부작용은 일반적으로 심각하지 않고 가역적이
어서 약물 사용중단 회복됩니다. 증상발생 시점은 복용 첫날부
터 복용 후 수년이 지나 발생하기도 했으며, 중단 후 증상개선
평균 3주 정도 걸렸으나 편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0세 이상에서 인지 장애 부작용이 잘 발생하며,
인지장애 부작용이 알츠하이머 같은 치매와 연관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RCT연구 등을 통해 볼 때 스타틴의 인지 장애 부작
용이 일반적이지는 않으며, 스타틴 복용으로 유의미한 인지력
저하가 관찰되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빈도가 적으니까요.
스타틴 복용은 심혈관계 위험성 낮추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작용 없이 장기적으로 복용시 우울증이 덜 발생한다는 연구
도 있습니다. 스타틴 복용으로 일시적인, 가역적인 인지 장애
가 발생하면 바로 약의 사용을 중지하지 말고 지용성이 덜해
BBB를 잘 통과하지 못하는 로수바스타틴, 프라바스타틴과 같
은 스타틴으로 바꾸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케이스
보고에 보면 약을 변경해도 지속적으로 우울증이 있었고, 중단
후에만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생활습관의 교정을 통한 고지혈증 치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약문약답

학술특집Ⅱ

Q. 소
 화기내과의 신경안정제 처방

Q. 정형외과 콜린알포세레이트

소화기내과에서 종종 디아제팜이나 데파스, 스타브론 안정제가
같이 나오는데요. 처방이유가 자율신경계의 조절을 위한 것이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소화기내과에서 향정을 사용하
는 가이드라인같은 것이 있을까요?
약 의심증이 있는 분들께 복약지도하기 위해 정확한 기준과 근
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 봅니다.

근처 정형외과에서 소염진통제, 위장약 등 일반적인 정형외과
처방약에 콜린알포세레이트를 bid로 사용하는 데 처방 의도를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답변1) 소화기 질환의 기준으로 대표적으로 유명한 것이 ‘로마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까지 로마기준 IV까지 나왔습니다. 거기서 기능성 소화불
량 편을 보면 기능성 소화불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식후 불편감 증후군(postprandial distress syndrome, PDS)과
명치 통증 증후군(epigastric pain syndrome, EPS)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이라 하면 위염이나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아닌 이유를 모르는 소화불량 증상이라 생각
하면 됩니다. 식후 불편감은 조금만 먹어도 거북한 느낌을 말
합니다.
명치 통증 증후군은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역류성 식도
염은 아니지만 속이 쓰리면서 아픈 경우를 말하는데 이 명치
통증 증후군에 PPI와 항우울제가 효과가 좋다고 로마 IV기준에
나옵니다. 그래서 티아넵틴을 처방하는 경우는 역류성 식도염
이 아니라 기능성 소화불량 중 명치 통증 증후군 처방으로 생
각됩니다. 추가로 식후 불편감 증후군에 부스피론을 처방하는
경우는 위저부를 늘리는 작용이 있어 조금만 먹어도 배부른 느
낌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속 쓰리다고 위염
이라 함부로 얘기해선 인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성 소
화불량의 명치 통증 증후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2) 기능성 위장질환에서 SSRI
SSRI는 serotonin-transporter에 작용해 5-HT의 재흡수를 차
단, 장내 국소적으로 5-HT의 존재가 증가하게 되면, 다수의
5-HT 수용체, 특히 5-HT3 및 5-HT4 수용체를 자극해서 운
동 및 감각 기능을 변화할 수 있는 데 5-HT 수용체가 다양하
고 때로는 길항 작용도 하기에 SSRI의 종합적인 효과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SSRI는 주로 정신과 영역에서 우울증, 불
안장애, 강박장애 등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화기 분
야 보고에서는 플루옥세틴을 투여할 경우 점막 자극에 의한 점
막하 신경원의 활성화가 증가하고 파록세틴을 투여할 경우 구
강맹장 통과 시간이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으며 IBS 환자에게
파록세틴 20~40mg을 12주 투약해본 바 복통, 변비, 설사, 팽
만감 등의 IBS 주요 증상들에서 개선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씨탈로프람과 파록세틴같은 약제는 항콜린성 작용도 갖고 있
기에, IBS 환자에서 동반될 수 있는 복부 경련에 효과적일 수
있으며, 항통각 작용도 있으므로 복통이 주증상인 IBS 환자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1)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아세틸콜린의 전구체입니다.
아세틸콜린은 학습, 기억력 유지등 뇌와 신경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식약처 허가사항은
<효능·효과>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
성 정신증후군
-‘노인성 인식장애: 기억력저하, 착란, 방향감각상실, 의
욕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
-감정및 행동변화: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관심부족
-노인성 가성우울증
정형외과라면 노인분들이 많이 가실 것이고, 노인분들의 ‘노인
성 인식장애’를 목적으로 처방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
다.
‘노인성 인식장애’는 ‘기억력저하, 의욕저하, 집중력감소 등’ 노
인들이 갖는 특성을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뚜렷한 진단 기준
도 애매하고 나이가 들면 인지장애가 많이 발생해 설문해 보면
상당수가 ‘인지 장애’ 나옵니다.
제가 하던 약국 인근의 피부과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처방
해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노인성 인식장애(기억력 저
하)로 처방을 했습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해외에서 건기식입니다. 임상적 효과가 약
한 콜린알포세레이트를 1년에 2000억 보험을 해주고 있어 논
란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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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Q. 재
 활의학과에서 처방되는 쿠에티아핀 어떤 용도
로 쓰나요?

Q. 싱
 귤레어에 정신신경 부작용, 블랙박스 경고문이
붙네요. 약사님들은 경험 있으신가요?

재활의학과에서 쿠에티정 처방이 가끔 나오던데 신경성통증에
도 쿠에티아핀 성분 쓰이나요?

답변1) 25mg 0.5t나 1t는 진정효과때문에 불면증에도 많이 쓰
고요. 고용량이라면 아무래도 재활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우울
증도 많고 하다보니 우울증 치료에도 쓰기도 하고 외상성 뇌출
혈 이후 섬망 증세가 있어서 처방하기도 하는것 같습니다. 전
체 처방 내역이랑 환자의 상태 등 다 알아야 무슨 이유로 처방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거 같네요.

답변2) 뇌졸중 후 발생한 편측발리즘(hemibalism) 치료에 쿠
에티아핀푸마르산염 저용량이 효과가 있다는 케이스 발표가
있네요.
**편측에 발생하는 발리즘(hemiballism)은 매우 드문 과운동성
이상운동 질환(hyperkinetic movement disorder)으로서 근위
부를 침범하는 불규칙하고, 큰 폭으로 내던지는 듯한 불수의적
운동장애이다.

답변1) 미국 fda에서 몬테루카스트나트륨(싱귤레어)의 안전성
을 문제 삼아 블랙박스 경고를 하기로 했다는 보도입니다.
싱귤레어가 초반에 자살 문제가 있었는데 잠잠하더니 이제는
‘블랙박스’ 경고를 받고 알러지 비염에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알러지 비염에 다른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분무제 등으
로 조절되지 않을 때만 사용하라고 바뀌었습니다. 몬테루카스
트가 뇌로 분포해서 정신신경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결
론을 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몬테루카스트 복용 후 심한 어지러움과 집중
력 결핍을 경험했습니다. 처방도 위험성과 이득을 고려해서 하
라고 경고합니다. 많은 약사님들이 알고 대처해야 타미플루 사
태가 재발하지 않습니다.
주 정신신경계 부작용
agitation, including aggressive behavior or hostility
attention problems
bad or vivid dreams
depression
disorientation or confusion
feeling anxious
hallucinations(seeing or hearing things that are not really there)
irritability
memory problems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restlessness
sleepwalking
stuttering
suicidal thoughts and actions
tremor or shakiness
trouble sleeping
uncontrolled muscle movements

https://www.fda.gov/drugs/drug-safety-and-availability/
fda-requires-boxed-warning-about-serious-mentalhealth-side-effects-asthma-and-allergy-drug

http://citeseerx.ist.psu.edu/viewdoc/download?doi=10.1.1.9
18.1106&rep=rep1&type=pdf

답변3) 통증 때문에 SSRI를 사용한다면 불면 불안증이 있는
환자들은 수면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이때 진정작용이 있고
항우울작용도 있는 항정신병약물 쿠에타핀을 함께 처방하기도
합니다.
http://www.medicaltimes.com/News/110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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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비인후과에서 티아넵틴정 처방 질문입니다.
이비인후과 처방으로 메니에르 증상 외에도 일반 경증으로 보
이는 처방에도 간혹 ‘티아넵틴정(티아넵트나트륨)’이 같이 나오
는데 효능·효과에는 ‘주요우울증’으로 되어있어서 어떤 용도인
지 궁금합니다. 일반 내과의 흔한 감기처방에서 향정 1/2T 처
방이 같이 나오는 것과 비슷한 목적인지 고견 구합니다.

약문약답

답변1) 고려대학교 의대에서 이명으로 우울한 환자들을 대상
으로 티아넵틴나트륨12.5mg을 1일 1회 1달간 복용하게 했더니
우울증과 이명에 도움이 됐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위 환자도
이명으로 우울증을 호소한 환자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학술특집Ⅱ

Q. 리비알과 훼라민큐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폐경 치료제 리비알(티볼론)을 처방받아오신 환자분께서 리비
알과 훼라민큐가 어떤 차이가 있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치료효과와 안전성 측면에서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답변1) 티볼론(리비알)은 자체는 약효가 없는데 몸에서 대사되
면서 그 대사체들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안도로겐 총 3
가지 작용을 해서 폐경기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에스트로겐만
을 사용할 때는 자궁내막이 증식하는 부작용이 있어 프로게스
테론을 함께 사용하는 데 티볼론은 그런 면에서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훼라민큐정(서양승마추출액+세인트존스워트)는
두가지 성분의 복합제이고

답변2) 이명의 원인이 대부분 불분명하지만 심리적스트레스나
긴장, 과로가 원인 중의 하나라고 알려져 있고 이명 자체로 인
한 불안 과민 긴장이 심화되는 악순환 과정이 일어나는데 티아
넵틴이 이런 우울·불안에 효과가 있어 사용하는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Q. 항
 우울제 웰부트린XL정150mg과 웰부트린서방정
150mg 둘의 제제학적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서양승마(블랙코호시)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선
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selective estrogen receptor
modulating (SERM)}처럼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즉, 특정 에스
트로겐 수용체와는 결합해 효능작용을 나타내고 다른 에스트
로겐 수용체와는 길항작용을 하면서 말이죠. 이런 작용으로 자
궁, 유방암의 위험성이 높지 않으면서 호르몬 분비가 없는 폐
경기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임
상들이 레미페민정(조아제약 판매)으로 한 것이고, 이 임상들에
서 좋은 결과를 보여서 다른 서양승마 제제들의 효과는 미지수
입니다. (생약이라 원료와 추출법에 따라 효과가 차이나지 않
나 생각해 봅니다.) 주의할 점은 6개월 이상 장기 복용 시 간독
성 이슈가 있으니 약사님들이 황달, 식욕저하, 구역, 피로감 등
을 체크해서 간독성 발생여부를 간단히 확인하면서 판매하셔
야 할 것 같습니다.
•세인트존스워트는 에스트로겐 작용은 없지만 항우울작용이
있습니다. 폐경 여성의 우울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
다. 하지만 간의 대사효소 CYP3A4를 유도(활성화)해서 많은
약물들의 대사를 촉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3A4기질이 되는
약물들의 대사가 빨라져 대사 약물들의 약효가 빠르게 감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약물 상호작용이 많아 지는 약이 세
인트존스워트입니다.

답변1) 서방정 속에는 XL, SR, CR 등이 존재합니다. 웰부트린
에스엘(XL)도 결국은 서방정입니다. 웰부트린 서방정과 엘스엘
은 둘 다 부프로피온을 주성분으로 하는 약물입니다. 차이점은
기타 첨가물이 약간 다를뿐입니다.
하지만 왜 웰부트린서방정, 웰부트린에스엘(XL)이라고 성분,
함량도 같은 제품을 서로 다른 이름으로, 제품 코드로 두 약제
를 따로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적응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웰부트린엑스엘은 ‘우울증’을 주 적응증으로 갖습니다. 웰부트
린서방정은 ‘금연치료제’ 적응증을 추가로 갖고 있습니다. 특히
금연 치료 시 찾아오는 금단 증상을 줄이는 데 부프로피온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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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두통의 증상과 치료
뇌혈관 기능 이상으로 나타나…증상 4단계
이슈트렌드

편두통(Migraine)의 정의
1988년 국제두통학회(International Headache Society,

다른 합병증이나 장애 없이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진
다. 하지만 편두통에 대한 커다란 고통이 정신적 상해
(trauma)로 남아 몸에는 이상이 없어도 정신은 계속 잔
통이 남아있다고 느끼는 경우도 드믈게 있다.

IHS)에서 제시한 정의에 따르면 두통은 크게 원발두통

두통이외에도 편두통 환자의 일부에서는 두통이 생

(primary headache)과 이차두통(secondary headache)으로

기기 전에 조짐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조짐증상

분류한다. 원발두통은 다른 증상 없이 두통 자체가 병

의 존재 유무는 편두통의 분류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인 경우이고, 이차두통은 턱관절 장애나 일자목 등 각

조짐증상은 빛이 반짝거리거나 암점이 생기는 것으로

종 근골격계 척추질환으로 인해 유발되는 경우이다. 그

나타날 수도 있고 손이나 발이 저린 증상으로 올 수도

중 편두통은 긴장형두통, 군발두통과 함께 원발두통의

있다.

대표적인 두통으로 신경계, 위장계 증상 그리고 자율신
경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편두 통 은 역학조사에 의하면 편두 통 은 여성의
15~18%에서 남성의 6%에서 발생하고 편두통 환자의

편두통은 문자 그대로 하면 ‘한쪽(편측) 머리의 통증’

약 85%에서는 활동력이 저하된다. 즉 남자보다 여자에

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강도, 빈도, 지속시

게 많이 나타나며 주로 20대 이하의 젊은층에서 많이

간에 있어 다양한 정도로 나타나는 반복적인 두통이

나타난다.

다. 두통는 대개 머리의 한쪽에서 시작해 식욕저하, 구

편두통이 남자보다 여자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역 또는 구토 등을 동반하며 일부 환자에서는 두통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젠이 편두통 발생에 중요한 역할

발생하기 전에 뚜렷한 감각장애, 운동장애, 기분장애

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월경기간, 월경직전 그

등이 먼저 나타나기도 한다.

리고 배란기에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를 월경성두통이

편두통은 뇌 혈관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 발작적이며

라 한다. 이는 에스트로젠이 변동하기 때문이라 할 수

주기적으로 나타나는데, 심장이 뛰는 것과 같은 박동

있지만 편두통의 유병률은 폐경기 이후 연령대에서도

성 두통(throbbing pain)으로 지속시간은 대개 4∼72시

남녀간에 차이가 계속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여성호르몬

간이다. 두통의 정도는 가벼운 두통에서부터 매우 심

의 변화로 인한 생리적인 차이 때문만으로는 설명할 수

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정도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없다.

편두통은 증상이 지속되는 동안 일상생활이 힘들 정

편두통의 치료는 예방 치료와 급성기 치료가 있으며

도로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며 고통의 수준은 제대로

두통 빈도가 빈번하거나 심한 편두통 환자에서는 두가

걷기도 힘들 정도다. 이러한 지속적인 고통은 심한 스

지 치료방법이 모두 필요하다. 편두통 예방 치료는 두

트레스를 일으키고 그 스트레스는 두통을 더욱 악화시

통의 빈도, 기간, 중증도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이로 인

키는 악순환을 일으킨다.

해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약물치

급성기 편두통은 개인에 따라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
주일까지 증상이 지속되며, 증상이 완화된 이후는 별

료로 편두통의 발작빈도를 줄일 수 있고 두통이 시작된
후에도 통증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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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증상의 4단계

가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서 전구증상이라는 것을 느

1. 전구증상(Prodrome, Premonitory symptoms)

끼게 된다. 이러한 전구증상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은

편두통 환자들 중 약 반은 두통이 발작하기 전에 기분
이나 기력에 변화를 경험하는데 이를 전구증상이라 한

전구증상이 발생할 때부터 편두통 촉발요인을 피하도
록 주의함으로써 편두통의 발작을 예방할 수도 있다.

다. 전구증상은 조짐증상 발생 직전 또는 동시에 임상
증상과 연관되는 피질부위 또는 종종 더 넓은 부위에

2. 조짐증상(Aura)

걸쳐 국소대뇌혈류가 감소하면서 나타난다. 혈류감소

조짐증상은 대개 두통이 나타나기 전 30분에서 1시

는 대개 뒤쪽에서 시작해 앞쪽으로 퍼져나가고 1시간

간 전에 시작해서 5분 내지 1시간정도 지속되다가 사라

에서 수 시간 이후에 해당 부위는 점차 혈류증가 상태

지면서 두통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짐증상이 나타나면

로 변한다.

환자들은 편두통이 발생할 것을 미리 알고 대처할 수도

전구증상은 두통이 확실하게 발생하기 약 24시간 전

있다. 조짐증상은 편두통 환자의 약 20%에서 편두통

서서히 시작해 점차 진행한다. 머리가 혼탁한 느낌을

발작이 시작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매우 특징적인 현상

느끼거나, 쉽게 흥분하거나 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이다.

등 정서적 불안정을 보일 수 있으며 특히 달콤한 음식을

조짐증상은 시각조짐, 감각조짐, 언어조짐 등으로 구

탐식하거나 하품을 심하게 할 수도 있고 말하는 것조차

분하는데, 시각조짐이 가장 흔한 형태의 조짐으로 조짐

힘들어 할 수도 있다.

편두통을 가진 환자의 90% 이상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증상들은 대개 막연하게 발생하고 심하지 않

이는 성곽분광, 즉 갈짓자선(zigzag) 형태의 번쩍거리

기 때문에 환자들은 편두통 초기에는 무심코 지나치다

는 선이 고정시야 주변부에서 좌우로 번져나가고 바깥
쪽으로 불룩하면서 모가 난

◇그림1. Clinical 4 Phases of Migraine

섬광모서리를 가지는 모양을
띠고 있으며, 지나간 자리에
는 다양한 크기의 암점을 남
기는 형태로 흔히 나타난다.
어떤 경우는 양성 증상 없이
암점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종종 갑작스럽게 나타
나기도 하고 작은 암점이 서
서히 커져 나가기도 한다.
다음으로 흔한 증상은 감
각증상으로 따끔거리는 증
상이 한 부위에서 시작해 점
차 움직이며 한 쪽 몸통이나
얼굴 또는 혀의 일부 또는 넓
은 부위를 침범한다. 지나간
자리에는 무감각해지기도
출처=www.themigrainechronicl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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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드물게 언어장애도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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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일반적으로는 실어증의 형태이나 종종 구분하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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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차신경(Trigeminal nerve)

이러한 조짐증상들은 매우 갑자기 나타나고 신체기

삼차신경은 다섯 번째 뇌신경으로 감각신경과 운동

능의 일부가 마비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환자들이

신경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감각신경은 얼굴, 이마,

혹시 중풍(뇌졸중)이나 심각한 병이 뇌에 생긴 것이 아

부비동, 코와 입의 점막, 뇌혈관, 경질막 등에서 발생되

닌가하고 매우 당황할 수 있다. 그러나 80% 이상의 환

는 통각, 온도감각, 촉각을 담당하는 고위중추로 전달

자들은 조짐증상이 없는 무조짐편두통이기 때문에 이

하며 편두통의 병태생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러한 조짐증상이 있어야만 편두통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삼차신경의 감각섬유를 내는 세포체는 가단극신경
원(pseudounipolar neuron)으로 두개내의 삼차신경절에
위치한다. 이들 세포의 말초섬유는 삼차신경의 세 가

3. 편두통 발작(Migraine attack)

지 분지로 안신경(V1, ophthalmic nerve), 상악신경(V2,

편두통의 진행과정에서 가장 괴로운 단계로서 매우

maxillary nerve), 하악신경(V3, mandibular nerve)을 구성

심하고 특징적으로 머리에서 맥박이 뛰는 것같은 느낌

한다. 이 세 분지는 얼굴, 이마, 구강에서 각각 감각을

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이다. 대개 머리 한쪽에서

담당하는 부위가 구분된다.

발생하지만 양측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드물지는 않다.

가장 위에 위치한 안신경은 상악신경과 하악신경의

이때 심하게 속이 메스껍거나 구토를 할 수 있으며 밝은

볼록한 신경절에서 나오고 여러 신경들과 교류한다. 중

빛이나 소음이 있으면 잘 견디지 못한다.

간에 위치한 상악신경은 안신경보다 큰 감각신경이며,

또한 몸을 움직이면 두통이 촉발되거나 악화되기 때

정원공을 지나 두개골을 통해 나온다. 가장 아래에 위

문에 환자들은 대개 컴컴하고 조용한 방을 찾아 가만히

치한 하악신경은 삼차신경의 가장 큰 분지로 앞쪽 부위

누어 쉬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종종 심한 안구통

는 대부분 운동신경섬유이지만 작은 감각분지로 협신

이 동반되기도 하는데 많은 환자들이 '마치 눈이 빠져

경을 이루고 있다. 하악신경의 뒤쪽 부위는 감각 신경이

나가는 것 같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이런 환자들은 대

어서 치아의 감각을 담당한다.

개 안과를 먼저 찾기도 한다.

삼차신경의 세 분지 모두 경질막에 신경을 분포시
키며 뇌줄기(교뇌, 연수)로 들어가 삼차신경주감각핵

4. 후구증상(Postdrome)

(principal sensory nucleus)에서 연접하거나 삼차신경척

대부분의 환자는 일단 두통이 사라지고 나면 약 하루

수로(spinal trigeminal tract)로 들어가 교뇌, 연수, 상위

정도 집중이 안되고 심한 피로와 탈진감, 그리고 머리

경수 내의 삼차신경척수핵(spinal trigeminal nucleus)에

부위 근육에 동통을 느끼게 된다. 이 때 오히려 병적 쾌

서 연접한다. 삼차신경은 뇌혈관과 경질막에 분포하는

감을 느끼는 환자도 있지만 드물다. 그 외에도 편두통

유일한 신경이며 삼차신경의 가단극신경원에 의해 뇌

에 동반돼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

혈관에 신경이 분포돼 있고 이들 세포체는 삼차신경절

고, 물체가 흐릿하게 보이기도 하며, 어지럽고 몸의 균

(trigeminal ganglion)에 분포해 삼차신경혈관계(trigemi-

형을 잡기가 힘든 경우도 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

novascular system)를 형성한다.

면 환자들은 놀라지만 대부분 큰 문제는 없지만 드물게
심한 국소적 신경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뇌졸중으로

2. 삼차신경혈관계(Trigeminovascular system)

오인할 수도 있다.

삼차신경혈관계의 말초성 섬유는 두개혈관 가까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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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Trigeminal Nerve

◇그림3. Trigeminovascular System

출처=www.mstrust.org.uk

출처=www.rayur.com

서 연접하고 중추성 섬유는 뇌줄기 하부와 경수 상부에

돼 피부 무해자극통증(cutaneous allodynia)이 발생할 수

서 연접한다. 이들 삼차신경혈관계의 중추성 또는 말초

있다.

성 섬유들은 두개혈관에서 발생하는 통증의 신호를 통
각을 담당하는 뇌중추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편두통은 신경혈관성 두통이며 삼차신경혈관계의 주

신경혈관계와 신경전달
신경전달물질

기적인 기능 이상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기존

1. Serotonin(5-hydroxytrytamine, 5-HT)

의 연구들에 의하면 편두통의 일차적인 기능 이상은 혈

Serotonin은 19세기부터 혈청에 있는 수축성 물질로

관긴장도와 통각을 조절하는 뇌줄기에서 발생한다. 이

알려져 왔고 1946년 장점막의 장크롬친화성세포에서

뇌줄기 중추의 기능 이상으로 삼차신경의 감각섬유에

분리돼 enteramine으로 불리기도 했다.

의해 신경분포되는 두개혈관이 확장된다.

Serotonin은 신경세포 및 혈소판, 비만세포 등에 존재

확장된 혈관은 혈장단백의 혈관외 유출을 유도하

하며 전체의 1~2% 만이 뇌에서 발견되고 대뇌피질-변

고 신경인성 염증을 촉진시키며 뇌수막의 통각수용기

연계경로(corticolimbic circuits)의 대부분의 영역에 다수

(nociceptors, 뇌수막에 분포하는 삼차신경의 감각섬유)

의 serotonin 신경원(neuron) 및 수용체가 존재한다.

를 활성화시킨다. 활성화된 삼차신경의 감각섬유는 통

Serotonin은 전구물질인 tryptophan으로부터 합성되

증에 대한 반응을 뇌줄기로 전달하며 뇌줄기에서 시상,

며 뇌-혈류 장벽(brain-blood barrier, BBB)을 통과하지

일차감각겉질과 같은 고위 중추로도 전달된다.

못하기 때문에 뇌의 serotonin 활성도를 높이려면 trypto-

또한 삼차신경섬유에서 substance P와 CGRP 등 신경

phan을 사용해야 한다.

펩타이드성 혈관활성물질들(vasoactive substances)이 방

Serotonin은 대개 억제성으로 작용하는 신경전달물질

출돼 혈관확장과 신경인성 염증반응을 악화시키며 결

로 뇌척수액에서 발견되는 신경대사물질이며 뇌를 순

국 이 과정에서 삼차신경절의 신경세포가 활성화돼 통

환하며 신경전달 기능을 한다. Serotonin은 감정 표현과

증 자극이 뇌로 전달된다.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수면, 섭식, 통증, 체온조절, 심

편두통이 진행함에 따라 삼차신경에서 통증 자극을

혈관 반응, 성행위, 불안, 우울 등의 기본적인 생리현상

일차로 받는 뇌줄기와 척수의 중추는 감작돼 두통이 심

들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serotonin의 감소는 여러 신경

해지고 환경적 또는 무통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정신질환의 원인에 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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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Serotonin 수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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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5-HT1B1D Receptor and CGRP Receptor

S e r o t o n i n 수 용체는 5-H T 1~7 타입이 있다.
5-HT1(A, B, D, E, F) 수용체는 adenylate cyclase(AC)
를 억제해 cAMP 생성을 감소시킨다. 5-HT2(A, B,
C) 수용체는 phopholipase C(PLC)를 활성화해 inositol
triphosphate(IP3) 생성을 증가시킨다. 5-HT1 수용체
군 가운데 5-HT1C 수용체는 유전자 구조 및 연관된
이차전령계(second messenger system)에 의해 5-HT2C
로 재분류됐다. 5-HT3 수용체는 이온성 수용체이고
5-HT4, 5-HT6, 5-HT7 수용체는 AC를 활성화해
cAMP 생성을 증가시키며, 5-HT5(A, B) 수용체와 연
관된 이차전령계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5-HT1 수용체들은 불안, 우울, 알콜리즘, 공격

출처=www.medscape.com

성, 강박증, 체온조절, 심혈관 반응과 관련이 있다.
5-HT1A 수용체는 5-HT1A 수용체 효능제 buspirone

5-HT6 수용체는 비정형 항정신병약제(clozapine,

에 의해 자극되면 항불안작용을 나타낸다. 5-HT1B

olanzapine, quetiapine 등)와 TCA(amitriptyline, clomip-

수용체는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

ramine 등)에 의해 길항되는 수용체이다. 따라서 정신

5-HT2 수용체들은 식욕, 수면, 체온조절, 심혈관

질환의 병태생리나 치료기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

반응, 운동기능은 물론 불안, 환청의 정신병리와 관련

정된다. 5-HT7 수용체는 비정형 항정신병약제(clozap-

되며, 특히 항우울제나 항정신병약물의 효과가 주로 이

ine, risperidone 등)와 여러 항우울제들과 결합한다.

수용체를 통해 나타난다. TCA는 5-HT2A 수용체와
β1-adrenergic receptor(β1-AR)의 하향조절을 일으킨

② Serotonin 수송체

다.

Serotonin 수송체는 세포막에 존재하는 단백질로 sero-

5-HT2B 수용체는 소뇌 등에 분포하나 그 기능은 잘

tonin의 재흡수를 조절하므로 상당수 항우울제들의 일

알려져 있지 않으며, 위장관과 심혈관계에 분포하며 평

차적인 작용부위로써 그 임상적 의미가 크다. 이 수송

활근 운동과 관계된다. 5-HT2C 수용체는 뇌와 맥락

체가 기분장애의 원인과 치료반응에 있어 주목을 받고

총(choroid plexus)에서만 발견되고, 이 수용체가 자극되

있는데, 이는 모든 항우울제들이 serotonin 수송체 길항

면 식욕이 감소하고 차단되면 식욕이 증가한다.

제로 항우울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 5-HT3 수용체는 구토, 편두통, 약물금단과 관

이 수송체에 특이하게 작용하는 SSRI가 TCA보다 적

계가 있다. 이 수용체는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에 따른

은 부작용으로 동등한 효과를 보이므로 우울증의 병태

오심과 구토에 관여되며, 이 수용체의 길항제인 항구토

생리에 있어 수송체의 조절이상이 필수적인 것으로 여

제 ondansetron 등이 있다.

겨지게 됐다.

5-HT4 수용체는 뇌에서 dopamine, serotonin, acetylcholine, GABA와 같은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조절해

③ Serotonin과 편두통

synapse에서의 신경전도를 증진시킨다. 이 수용체는 또

편두통 환자들의 serotonin 혈중농도는 두통기(head-

한 기억을 항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che period)에서 비두통기(headache free period) 보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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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는 펩티드 계열에 속한다.

◇그림5. Mechanism of CGRP Antagonist

CGRP는 주요 뇌혈관과 뇌와
척수를 덮고 있는 세층의 막
중 가장 안쪽에 있는 연질막
(pia mater) 혈관을 지배하고 있
는 신경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
며, 삼차신경의 제 1분지인 안
분지에 많이 포함돼 있다.
CGR P의 분비는 편두통의
근본적인 병리 생리학에서 중
심적인 역할을 하며, 편두통
출처=www.accesspharmacy.com

환자의 혈청에서는 CGR P의
수준이 높아진다. 특히 인간

미있게 증가돼있다. 단일광전자방출단층촬영(SPECT)

α-CGRP를 정맥 투여하는 것은 전조없는 편두통을 앓

에서 보이는 등쪽솔기핵의 활성화는 뇌내 serotonin 대

고 있는 환자에서 두통과 편두통을 유발했고, 따라서

사 조절의 이상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serotonin 이화

CGRP가 편두통에서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있다.

과정(catabolism)의 비정상적인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CGRP에는 2개의 peptide type이 있는데, α-CGRP

serotonin 활성의 저하는 편두통의 발병에 있어 중요한

는 calcitonin gene의 tissue specific alternative RNA spicing

역할을 한다.

이며 β-CGRP는 다른 gene으로 부호화(encoded)돼 있

많은 편두통 환자들에서 광과민, 소음과민 등으로 표

다. α-CGRP는 일차구심성감각신경계(primary afferent

현되는 감각 과민성향이 두통기에 동반되며 뇌유발 전

sensory nervous system)의 일환으로 말초신경, 후근신

위로 측정되는 대뇌피질의 반응이 두드러지게 항진돼

경절세포(dorsal root ganglion, DRG), 척수후각(dorsal

나타나는데 이러한 대뇌피질의 과민반응에 있어서도

horn)의 laminae I, II, V 등에 존재한다. CGRP는 정상

중추성 serotonin 활성의 저하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및 비정상적인 침해수용성자극전달(nociceptive stimuli

또한 편두통은 발작 전 혈소판의 serotonin의 함량

transmission)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CGRP의 척수강 내

이 증가하고 발작 시 serotonin의 농도가 감소하며 소변

투여는 유해한 온도 및 기계적인자극(mechanosensory

에서는 serotonin과 그 대사산물의 농도가 증가한다.

stimuli)에 대한 발회피(hind paw withdrawal)의 잠복기를

5HT1B/1D 수용체 작동제에는 triptan제 또는 ergota-

감소시킨다.

mine 유도체가 있고 5HT2 수용체 길항제에는 methyls-

CGRP는 강력한 뇌혈관 확장제로 대뇌 혈관(cerebral

ergide, cyproheptadine, pizotifen, amitriptyline 등이 있는

vessel)과 경질막 혈관(dural vessel)을 확장시키는 물질로

데 이 약제들은 편두통의 예방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이는 혈장 단백 유출을 유도해 혈관 확장과 신경성 염
증을 일으켜 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CGRP(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칼시토
닌 유전자-관련 펩티드)
CGRP는 삼차신경의 말단에서 분비되며 37개의 아
미노산으로 칼시토닌, 아드레노메둘린 및 아밀린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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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Cortical Spreading Ddepression, C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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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D을 시작할 수 있는 세포외의 K+과 glutamate의 충
분한 증가를 일으킨다. 직접적인 뇌피질의 손상, 높은
농도의 흥분성 아미노산이나 K+에 대한 노출, 직접적
인 전기적 자극, Na/K-ATPase의 억제, 에너지 부족 같
은 몇 몇 다양한 자극은 CSD를 일으킨다. 이것은 경미
한 뇌조직의 탈분극과 세포외 K+의 수치의 변화에 의
해서도 일어난다.
또 흥분성 전달물질이 편두통 환자들(조짐 및 무조

출처=www.sciencedirect.com

짐)에서 무증상기에 혈장 농도가 증가돼있고 급성기에
는 농도가 더욱 더 증가한 것으로 관찰돼 이들 신경전

미하는 대뇌의 국소혈류 변화는 나타나지 않지만 조짐

달물질이 유전적으로 결함이 있어 세포 내 재흡수가 잘

증상에서는 CSD 현상이 나타난다. 편두통의 조짐증상

안돼 CSD가 유발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으로 나타나는 시야장애는 대뇌 후두부에서 시작해 앞
쪽으로 진행하는 CSD에 의해 유발됨을 뇌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brain PET)을 통해 확인됐다.

두통 발작
두통은 비발작기, 조짐증상 및 간헐적 박동성 증상

CSD는 뇌경막의 구심성 신경을 탈분극 시키고 삼차

을 가지고 있다. 먼저 두통 발작기가 아닌 비발작기에는

신경미핵(trigeminal nucleus caudalis, TNC)의 c-fos 발

Ca++과 glutamate 농도의 증가와 Mg+의 감소로 인해

현을 유도한다. CSD는 뇌경막 혈관주위의 민감한 감

대뇌피질의 과흥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조짐증상은

각 신경말단에서 substance P, CGRP 등의 신경펩타이

CSD에 의해 발생되고, 간헐적 두통은 CGRP, substance

드를 방출시킴으로써 신경성 염증을 일으키고 삼차신

P, neurokinin A 등 신경펩티드 방출(neuropetide release)

경혈관계를 활성화 시키고 통증 인식에 중요한 뇌 구조

에 인한 뇌수막 혈관확장(meningeal vasodilation)과 혈장

인 동측 TNC를 활성화시킨다.

단백유출(plasma protein extravasation)로 인한 신경인성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들이 CSD의 역치를 낮게
함으로써 개인적인 민감성을 높이고, 피질성 흥분은

염증(neurogenic inflammation)에 인해 삼차신경이 활성
화되면서 발생한다.
이러한 편두통의 발생은 말초성

◇그림7. Migraine Attack

감작과 중추성 감작에 의해 여러 현
상이 일어나는데, 뇌수막의 경질막
(dura mater) 혈관 주변의 통각 수용
기가 흥분되면 감각신경에서 신경펩
티드의 방출로 신경인성 염증이 시작
되고 일차 감각신경세포가 과감작을
일으켜 작은 자극에도 큰 반응을 보
이는 현상을 ‘말초성 감작’이라 하며
중추 삼차신경 세포에서도 이와같은
유사반응을 보여 경질막에 대해 중
출처=www.headachevsmigraine.wordpress.com

추 삼차신경세포의 역치(threshol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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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지는 현상을 ‘중추성 감작’이라 한다.
즉 편두통 환자는 정상인의 뇌에 비해 쉽게 흥분할 수
있는 소위 ‘예민한 뇌’를 가지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신체

◇그림8. Primary Head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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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또는 외부환경의 변화에 의해 뇌가 자극돼 흥분하
면 뇌혈관이 확장하고 삼차신경계가 활성화된다. 이어
뇌간 및 대뇌의 통증체계가 흥분되면서 두통이 발생하
고 신경 증상 및 자율신경 증상이 수반된다. 시야장애
와 같은 편두통의 조짐증상은 후두엽의 뇌혈류량이 저
하돼 뇌세포의 대사가 감소돼 나타난다.

감별질환

통이 있다. 긴장형두통 발생의 원인은 근육수축이지만

원발두통은 뇌종양이나 염증같은 두통을 일으킬 만

편두통에서도 근수축이 있을 수 있고 두통이 없는 사

한 질환이 없이 발생하는 두통 즉, 객관적으로 확인할

람에서도 근수축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근수축을 긴

수 있는 질환이 없이 발생하는 두통으로 편두통외에도

장형두통의 원인으로서가 아니라 결과로 보는 한편 혈

긴장형두통 및 군발두통 등이 있다. 편두통은 보통 두

관성 요인도 중요시되고 있다.

통이라는 말과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이는 편두통이 다
른 종류의 두통들과 몇 가지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이
다.

군발두통(Cluser headache)
군발두통은 반드시 편측에만(unilateral) 발생하며 안
와, 안와위, 측두부 또는 이들 부위의 어떤 조합이든

긴장형두통(Tension-type headache)

30∼180분간 지속되고 이틀에 한번에서 하루 여덟번

긴장성두통은 목이나 어깨가 무겁거나 아픈 수가 많

까지 발생하는 심한 통증 발작을 일으킨다. 통증은 동

고 근육이 굳어져 있거나 압통을 보일 수도 있어 근수

측에서 발생하는 결막충혈, 눈물, 코막힘, 콧물, 이마

축성두통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스트레스나 정신적 긴

와 얼굴의 땀, 동공수축, 눈꺼풀처짐, 눈꺼풀부종, 안

장이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긴장형

절부절 못하고 초조해하는 증상을 동반한다.

두통 또는 심인성두통이라고도 한다.
긴장형두통의 동통은 무겁고(pressure) 당기거나 조

예방 치료(Preventive treatment) 약물

이는(tightness) 듯한 불쾌감으로 나타나는 비박동성이

편두통의 치료는 예방 치료(preventive treatment)와 급

다. 이는 전두부, 후두부에 나타나는 경향이 많으며 오

성기 치료(treatment of acute migraine)로 크게 구분한다.

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좌우 양측(bilateral)에 모

예방 치료는 편두통 환자의 예민한 뇌와 혈관의 흥분

두 나타난다. 보통 수 시간 내지 수 일간 지속되는데 오

성을 낮추어 편두통 발작에 대한 역치를 높임으로써 피

전보다는 오후로 갈수록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급성

질확산성억제(CSD)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경계

또는 간헐성긴장형두통은 30분내지 7일정도 지속되는

를 안정화시키고 삼차신경혈관계가 활성화되는 것을

반면에 남녀차이가 없이 어느 연령에서나 발생하지만

차단해 항통증계를 강화시키며 신경탓염증을 차단하

아이보다는 어른에 많고 사무직원이나 수험생에 잘 나

고 중추성 민감화(central sensitization)를 방지한다.

타난다.
긴장성두통에는 편두통이 혼합된 경우로 혼합성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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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작용기전을 통해 편두통 발작의 횟수, 통증의
강도, 기간을 감소시키고 급성기 약제에 대한 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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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고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예방 치료의 적응증으로는 급성기 치료에도 불구하
고 반복되는 편두통으로 인해 일상샐활에 장애를 초래
하는 경우, 두통의 빈도가 주 1회 이상으로 잦은 경우,
급성기 치료약제의 사용빈도가 주당 2일 이상 잦을 경
우, 급성기 치료약물 사용이 금기인 경우, 급성기 치료
약제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환자가 예방치료
를 선호하는 경우, 반마비 편두통, 뇌바닥형 편두통, 지
속조짐편두통, 편두통 뇌경색과 같은 흔하지 않은 편두
통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예방 치료에는 베타차단제, 항전간제, 삼환계항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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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되는 것을 막고 그 이상 잦은 경우 예방 치료를 시
작한다.
※Windows of Opportunity(기회 시간)
편두통 치료의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점에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두통이 시작됐다면 가능한 빨리 두통약
을 복용해야 하며 두통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약제 복용이 지연되
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Windows of Opportunity는 보통 두통
시작으로부터 2시간 정도의 시간을 말하는데 이때에 치료가 시작되
면 치료 성공 확률이 높다.

예방 치료 약제
베타차단제(Beta blocker)

제, 칼슘통로차단제 등이 편두통 예방치료의 일차 선

베타차단제에는 propranolol, metoprolol, atenolol,

택 약으로 고려되며, 그 외 많은 다른 약제들이 이차 또

bisoprolol, nadolol, timolol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 편두

는 삼차 선택 약제로 고려될 수 있다. 만약 단일 예방약

통 치료에 승인된 약제는 없다. 이 약제들은 중추성 베

제에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병용 요법을 고려할 수 있

타수용체를 억제해 교감신경계의 활성을 억제하고 sero-

다. 이런 경우 잠재적인 약물 상호작용을 고려해 좋은

tonin 수용체에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효과를 나타내지만, 부작용이 적은 병용 약제를 선택
해야 한다.

급성기 치료 약물
편두통은 두통이 발작하면 최대한 빨리 통증과 동반

베타차단제는 편두통 예방 치료를 위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약제로서 천식, 심부전, 말초혈관질환, 우울
증 등의 금기사항이 없는 경우 1차 선택 약제로 사용하
며 특히 고혈압, 손떨림, 불안, 공황장애가 있는 환자에
게서 효과적이다.

증상들을 멈추게 하거나 심한 두통으로 진행하지 못하

베타차단제 중 비선택적 베타차단제인 propranolol과

도록 해야 한다. 일단 선택한 치료약제는 용량을 충분

선택적 베타1차단제인 metoprolol이 무작위 대조 시험

히 사용하며 편두통 유형, 두통의 심한 정도, 구역과 구

에서 편두통 예방 치료의 효과적인 약제로 입증됐고,

토 같은 동반증상 유무, 이전에 사용했던 치료약제의

그 외 atenolol, bisoprolol, nadolol, timolol 등도 효과적이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금기사항이나 동반질환 유무

다. 하지만 내인성 교감신경작용 활성도를 가진 베타차

등을 고려해 선택한다.

단제인 acebutolol, alprenolol, oxprenolol, pindolol 등은

만약 편두통 발작이 가볍거나 과거에 효과를 본 약제

편두통 예방에는 효과가 없다.

가 있다면 그 약제를 사용할 수 있다. NSAID나 복합진

대표적인 베타차단제인 propra nolol 은 반감기가

통제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triptan제나 ergotamine

4~6시간으로 짧으며 대개 1일 40mg에서 시작해 통상

제와 같은 편두통 특이성 약제들을 사용한다. 편두통

1일 80~160mg 정도를 유지한다.

에 동반되는 구역이나 구토 증세가 심할 경우 항구토제

모든 베타차단제는 졸음, 피로, 기면, 수면장애, 악

를 사용하고 편두통 약제를 주사제로도 사용할 수 있

몽, 우울, 기억력 장애, 환각과 같은 행동이상 부작용

다.

을 유발할 수 있으며, 그 외 위장관 증상, 운동 내성 감

급성기 약물 투여는 1주에 2회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소, 저혈압, 서맥, 발기부전과 같은 부작용도 발생할 수

약물과용두통(medication overuse headache, MOH)으로

있다. 베타차단제는 특히 고혈압을 동반하는 편두통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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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서 좋은 선택 약제가 될 수 있으나 천식, 만성폐색

편두통 환자의 예방 치료제로 효과적일 수 있다.

성폐질환, 방실전도장애, 레이노병(Raynaud’s disease),
말초성 혈관질환과 심한 당뇨를 동반한 환자에서는 사
용이 금지되며 우울증을 동반한 편두통 환자에서는 주
의해 사용해야 한다.

삼환계 항우울제(Tricyclic antidepressant)
삼환계 항우울제에는 amitriptylline, doxepine, nortriptylline, fluoxetine, venlafaxine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 정
식으로 편두통 치료에 승인된 약제는 없다. 이 약제들

항전간제(Antiepileptic drugs)

은 우울증이 있는 편두통 환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선택

항전간제에는 topiramate, valproate(divalproex sodium

하지만 우울증이 없는 경우에도 편두통 발작 예방을 위

혹은 sodium valproate), gabapentin, lamotrigine 등이 있

해 사용할 수 있으며 propranolol과 비교연구에서도 거

으며 topiramate 만이 국내에서 편두통 치료에 승인됐

의 유사한 예방 효과가 보고됐다.

다. 이 약제들 중 valproate와 topiramate는 예방 치료의

이 약제들 중 amitriptylline은 1일 10~25mg으로 시

1차 선택약제로 고려되며 전간 치료 목적으로 쓰는 용

작해 효과를 평가하면서 서서히 증량하는 것이 좋으며

량보다 적은 1일 각각 100~1000mg, 25~100mg 정

100mg 이상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드물다. 흔한 부작

도에서 편두통 예방 효과가 있다.

용으로는 구강건조, 인지기능이상, 구역, 서맥, 체중

Valproate는 propranolol과 비교시험에서 동등한 효과
를 보였다. Valproate는 두통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부

증가 등이 있으며 진정효과가 있으므로 취침 전에 투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의 연구에서 위약군보다 더 많은 부작용이 보고되지

항우울제 중 nortriptyline, fluoxetine, venlafaxine도 편

않았지만 장기간 사용했을 때 체중증가, 탈모, 떨림 등

두통 예방 치료에 효과가 입증됐으며 다른 항우울제는

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또한 구역·구토, 위장관 불쾌

아직 예방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거가 불충분하

감이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 보고되나 이들의 빈도는

다.

6개월 이후에는 감소하며, 그 외 췌장염, 간 독성, 기형
유발, 혈소판감소증, 다른 혈액병의 위험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칼슘채널차단제(Calcium channel blocker)
칼슘채널차단제에는 비선택 칼슘통로차단제 f lu-

Topiramate는 valproate와 동등한 효과가 있으며 삽화

narizine과 선택적 칼슘통로차단제 verapamil, amlodipine

편두통 환자뿐 아니라 만성편두통 환자의 예방 치료에

등이 있는데 flunarizine 만 국내에서 편두통 치료에 승인

도 효과적인 약제로 입증됐고 약물과용두통을 동반한

됐다. Flunarizine은 많은 임상시험에서 그 효과가 입증

경우에도 효과적인 약제로 사용될 수 있다. 이 약제의

됐으며 1일 5~10mg 용량을 사용한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손발저린감(paresthesia)이며 그 외

부작용으로 체중 증가, 졸림, 구강건조, 어지러움 등

부작용으로는 집중력 저하, 피로, 식욕감소, 구역, 설

이 나타날 수 있고 장기간 투여하면 약물유발 파킨슨

사, 감각저하, 복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간 투

증후군(추체외로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보

여하는 경우 체중감소와 신결석이 생길 수 있다.

행이 느려지거나 손떨림 증상이 있으며 즉시 중단해야

Gabapentine은 편두통 환자의 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

한다.

에서 다양한 결과를 보여 1차 선택약제는 아니지만 다
른 통증 질환을 동반하는 편두통 환자의 예방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
Lamotrigine은 빈번하거나 지속된 조짐을 동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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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독소 A형(Botulinum toxin A, BoNT-A)
보툴리눔 독소 A형(BoNT-A)은 강력한 신경독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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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Triptans and 5-HT1B/1D Receptors

근마비를 일으킨다. BoNT-A는 미 FDA와 국내에서 만
성편두통의 예방 치료에 승인됐다. 이 약제는 전통적인
예방 치료약제로 치료할 수 없는 만성편두통 환자의 선
택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다.
BoNT-A의 성질은 수개월간 지속되는 일시적인 화학
적탈신경(chemodenervation)을 일으켜 전신적 부작용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근육, 한선 또는 수축근 등의 활
동을 감소시키거나 소실시킨다. 이 약제의 첫 임상 적
용은 원숭이 모델에서 사시의 비수술적 치료를 연구하
면서 보고됐다.
이 약제는 연접전 신경 종말에 결합해 아세틸콜린 분

출처=www.medscape.org

비를 차단해 사시, 안검 경련, 편측 안면 경련, 경부 근
긴장이상 등과 같은 과도한 근수축과 관련된 질환을 치

혈관주위의 삼차신경으로부터 신경펩타이드의 방출과

료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편두통을 포함한 여러 형태

삼차신경원의 활성화를 억제함으로써 신경인성 염증

의 두통, 요하부통, 근근막통증 등의 치료에 시도되고

반응을 억제한다.

있는데 이는 진통 효과가 단순히 근육이완에 따른 이차
적 효과 외에 다른 기전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 약제들은 약리학적 기전은 유사하지만 각각 독특
한 약동력학적 특성(생체이용률, 혈중 반감기, 지방친

이 약제는 구심신경섬유의 말초종단에서 CGRP, sub-

화도 그리고 약물상호작용 등)을 갖고 있어 장·단점이

stance P, glutamate을 포함한 통각매개물질들의 분비를

조금씩 다르므로 이를 감안해 환자의 편두통 특징에

억제해, 중추 삼차신경혈관계의 감작(sensitization)을 억

따라 약제를 선택해야 한다. 즉 Tmax(혈장 최고 농도에

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제는 눈살근(proceus)과

이르는 시간)가 짧을수록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더 효

양측 눈썹주름근(corrugator), 전두근(frontalis), 측두근

과적이며 반감기가 길수록 발작 완화 후 증상의 재발이

(temporalis), 후두근(occipitalis), 경부척추옆근(cervical

더 적다.

paraspinal)과 상승모근(upper trapezius)이 포함된 31개의

이 약제들은 모두 5-HT1B/1D에 특이하게 작용하

주사 부위에 155 단위(한 주사부위마다 5단위씩 주사)

기 때문에 다른 비특이적 편두통 약물에 비해 전신적

를 12주마다 주사한다.

인 부작용이 적다. 그러나 박동치는 느낌, 저림, 이상한

특이적 급성기 치료 약제
1. Serotonin 작동제

느낌, 가슴 또는 흉부의 압박감, 열감, 타는 듯한 느낌,
차가운 느낌 등의 다양한 감각이상 증상, 구역, 어지러
움, 졸음, 피로감 등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

1) Triptan제(5-HT1B/1D 수용체 작동제)

한 심장동맥을 수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허혈성심질환

Triptan제에는 sumatriptan, zolmitriptan, naratriptan,

(협심증, 심근경색, 심근허혈 등), 심판막질환, 부정맥

frovatriptan, almotriptan이 있고 경구제, 피하주사, 비강

(특히 빈맥)과 같은 심혈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투

내 투여제 등 다양한 제형이 있다.

약하지 않는다. 관동맥질환의 위험도를 높이는 당뇨병,

이 약제들은 serotonin 수용체인 5-HT1B/1D 수용체
에 선택적으로 작용해 활성화된 두 개 혈관을 수축하고

고혈압, 고지혈증, 관동맥질환의 가족력, 흡연자 등이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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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두통

Ergotamine제를 같이 사용하거나 짧은 간격을 두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용하면 혈관수축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중복

이 약제는 경구투여 시 흡수가 느리고 구역·구토, 복

투여는 피해야 한다. 또한 SSRI 또는 SNRI를 사용하는

통, 손저림, 설사가 동반될 수 있고 사지괴사 등 심각한

환자에게 투여하는 경우 마비, 과다반사, 실조, 빈맥,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남용하면 약물과용두

떨림, 발한, 안절부절 못함 등의 세로토닌 증후군(sero-

통으로 진행하므로 1주에 2회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tonin syndrome)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편두통 급성기 치료에서 작용시간이 길어 재발률이

한 히페리시(Hypericum)를 함유하는 식물성제제와 병

낮으므로 triptan제 사용 후 재발이 문제되는 경우에 효

용투여할 때 이상반응이 더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다.

과적이다. 다만 구역·구토가 심하고 독성과 오용의 위
험성이 더 많다. Triptan제와 동시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2) Ditan제(5-HT1F 수용체 작동제)

triptan제 복용 후 12시간이 지난 후에는 안전하게 사용

5-HT1F 수용체는 삼차신경절, 삼차신경핵 그리고

할 수 있다.

뇌혈관에 분포돼 있으나 5-HT1B 수용체에 비해 혈관
수축을 초래하지 않는 선택성을 가지고 있어 triptan제
에 비해 장점을 가진다.

3. 복합제제
복합제제에는 acetaminophen에 혈관수축제 isome-

또한 5-HT1F 수용체는 경막주변의 신경인성 염증

pheptane과 진정제 dichloralphenazone이 함유돼 있는 약

과 삼차신경핵의 신경세포활성도를 억제시키는 기전을

제가 있다. 이 약제는 비교적 심하지 않은 편두통 발작

가지고 있다.

에 효과적이지만 장기간 반복 투여 시 반동두통을 유

※레이보우(ReyvowⓇ, 성분명: lasmiditan, Eli Lilly)
레이보우는 최초의 경구용 Ditan계 약제로서 2018년 12월 미 FDA에
서 전조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2시간 내 편두통 증상 해결하는 급성기
치료제로 승인됐으며 국내에는 아직 소개되지 않았다. 이 약제는 세
로토닌 수용체 중 하나인 ‘5-HT1F’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세로토닌
수용체 작용제이며 기존의 트립탄(Triptan)계 약제는 세로토닌 수용
체 아형(subtype)인 5-HT1B 및 5-HT1D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결합
해 신경성 염증반응을 억제한다.
기존의 트립탄계 약제는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이 제한
적이지만, 이 약제는 새로운 계열인 디탄계 약제로서, 5-HT1F 수용
체에만 선택적으로 효과를 발현해 혈관 수축작용에 의한 심혈관계
부작용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발할 수 있으므로 1주일에 2일 이내로 투여를 제한해
야 한다.

비특이적 급성기 치료 약제
1. 단순진통제
단순진통제에는 aspirin과 acetaminophen이 있다. Aspirin은 1000mg 사용 시 약 50%에서 효과가 있으며
acetaminophen은 1000mg 사용시 두통 기간이 약 반 정
도로 줄어든다.
작용기전은 프로스타글란딘과 류코트리엔 합성을 억

2. Ergotamine제

제해 신경인성 염증을 예방하고 5-HT 신경전달을 방

Ergotamine제에는 국내에서 단일성분의 약제는 없고

해해 혈관수축을 유발하게 된다. 장기간 이용 시 부작

ergotamine tartrate 1mg과 caffeine 100mg 복합제가 있

용으로는 위장출혈, 위궤양, 속쓰림, 피부발진 등을 보

다. 이 약제는 세로토닌 수용체인 5-HT1 수용체와

일 수 있다. 특히 acetaminophen은 1일 4000mg 이하,

5-HT2수용체에 작용해 혈관을 수축시키고 경막의 신

그리고 1주일에 3일 이내로 제한한다.

경염증을 억제한다.

특히 실제 단순진통제만 단독으로 투여할 때보다

이 약제는 혈관수축작용과 평활근 수축작용이 있으

caffeine을 혼합하면 더 효과적이다. 그러나 오래 동안

므로 말초혈관질환, 관동맥질환, 신장 또는 간기능 이

caffeine을 과용한 환자는 caffeine 자체로 인해서 편두통

상, 임신,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형태의 혈관성 두통이 생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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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국내 승인 편두통 치료제 현황
분류

예방
치료

기전

성분명

제품명

항전간제

Topiramate

토파맥스 스프링클
캡슐 25 mg

처음 1주일간 저녁에 투여. 이후 1주일
편두통 예방
간격으로 1일 25mg 씩 증량

비선택적
칼슘통로차단제

Flunarizine

씨베리움 캡슐 5mg

1일 1회 10mg 저녁에 경구투여

중증의 난치성 편두통

항콜린작용

Clostridium
botulinium A

보톡스 주 100units

각 주사부위 당 0.1ml(5U)근육주사

성인의 만성 편두통 환자(하루에 4시간
이상 지속되는 두통이 한 달에 15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CGRP 항체

galcanezumab

엠갈리티프리시린지주

Sumatriptan

이미그란 정 50mg

1회 50∼100mg 투여, 투여간격은 2 전조증상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않는
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24시간 동안 편두통의 조속한 완화, 여성의 생리주기
300mg를 초과해서는 안됨
와 관련한 편두통의 조속한 완화

Zolmitriptan

조믹 정 2.5mg

1회 2.5mg 투여, 투여간격은 2시간 이
전조증상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않는
상이어야 하며 24시간 동안 10mg를
편두통의 급성 치료
초과해서는 안됨

Naratriptan

나라믹 정 2.5mg

1회 2.5mg 투여, 24시간 동안 5mg를 전조증상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않는
초과해서는 안됨
편두통의 조속한 완화

Frovatriptan

미가드 정 2.5mg

1회 2.5mg 투여, 24시간 동안 5mg를 전조증상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않는
초과해서는 안됨
편두통의 급성 치료

Almotriptan

알모그란 정 12.5mg

1회 12.5mg 투여, 24시간 동안 25mg 전조증상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않는
를 초과해서는 안됨
편두통의 급성 치료

Ergotamine
tartarate 1mg+
Caffeine 100mg

크래밍 정

Triptans

급성기
치료

복합제제

Acetaminophen 325mg+
Dichloalphenazone 100mg+
isometheptene mucate 65mg

마이드린 캡슐

용량

적응증

부하용량으로 240mg 1회 투여하고
성인의 편두통 예방
이후 120mg 피하주사

1회 2정, 30분 마다 1정, 1일 6정 초과
편두통
해서는 안됨
긴장성 두통: 1일 3회 1회 1∼2캡슐,
복용간격은 4시간 이상.
편두통: 1회 2캡슐, 1시간 마다 1캡슐, 긴장성 두통 및 혈관성 두통(편두통)
12시간이내 5캡슐 초과해서는
안됨

있으며 혈관수축제의 효과를 떨어뜨리므로 치료를 시

경구제도 있지만 주사제가 있기 때문에 근육주사를 함

작하기 전에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

으로써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금단증상으로 심한 반동두통, 구역, 구토 등이
처음 1주일 정도 발생할 수 있다.

3. 항구토제(Antiemetics)
항구토제에는 chlorpromazine, metoclopramide, dro-

2. 비스테로이드 항염제(NSAID)

peridol 등이 있다. 편두통 환자들은 대부분 두통과 더

NSAID에는 diclofenac, indomethacin, naproxen so-

불어 구역·구토 등을 동반하며, 이 약제들은 구역이나

dium, tolfenamic acid 등이 있다. 편두통 치료에 사용

구토 증상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급성기 두통 약물 투여

되는 NSAID 약제는 고용량이 필요하다. 작용 기전은

시 발생할 수 있는 구역 증상의 부작용을 예방하는 효

cyclooxygenase를 억제해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방지

과를 가진다.

해 진통작용을 나타내며 NSAID제제는 일반적으로 투

편두통발작 때에는 위장관의 운동성이 감소하면서

여 후 45~60분에 최고 혈중농도에 도달한다. 부작용

식욕 감퇴, 구역, 구토 등이 나타나며 약물흡수도 저

으로는 소화불량, 설사, 변비, 구역, 구토 등과 장기간

하되므로 급성기 약물의 치료효과가 떨어진다. 따라서

사용 시 위궤양 및 출혈 위험성이 있다.

metoclopramide나 domperidone같은 항구토제를 함께 쓰

NSAID인 naproxen과 ibuprofen은 경구로 투여하면
1~2시간 뒤에 최고 혈중농도에 도달하며 ketorolac은

면 구역과 구토를 줄일 뿐만 아니라 약물흡수를 향상시
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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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두통

비펩타이드 CGRP 수용체 길항제는 두개뇌 혈관의

◇그림10. CGRP Antagonist

확장을 차단하고, 신경인성 염증을 억제함을 보고했
다.
최근 이 CGRP 수용기의 길항제가 편두통 치료에 있
어 triptan제 만큼 효과적이고 내성이 좋으며 치료 두 시
간 후 반응률이 60%로 triptan제의 효과와 비슷하다고
보고됐다. 각종 실험에서 CGRP는 편두통이 있는 동안
증가했고 편두통 정지 후에는 정상으로 되돌아오는 것
이 관찰됐다. 올라간 CGRP 수치는 발작의 시간과 관련
이 있었고, 편두통의 심한 정도와 가장 상관관계가 있
었다.
출처=www. labiotech.eu

또한 군발두통에서도 역시 발작 동안에 CGRP의 증

Metoclopramide는 dopamine 길항제이며 serotonin 작

가가 있었고 triptan제에 의해 감소됐다. 긴장형두통에

동제로서 직접 두통을 호전시키는 작용도 있는데 경구

서는 CGRP는 정상이었으며 다만 박동성 동통을 동반

투여, 정맥주사, 근육주사가 가능하며 장기간 과량 사

한 환자에서는 CGRP 수치가 높았다.

용 시 추체외로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CGRP 길항제의 작용 기전은 triptan제와 근본적으

Metoclopramide나 caffeine과 함께 투여하면 더 효과적

로 다르기 때문에 급성 편두통 치료 시 추가약제 또는

이며 장기간 복용하면 위궤양이나 위장관 출혈, 구역

triptan제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부작용, 금기 환자를 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CGRP 억제제

CGRP 항체 및 길항제

편두통에 대한 발생기전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

편두통은 CGRP 단백 분자의 농도가 증가해 CGRP

져 있지는 않으나 여러 연구들을 통해 편두통은 뇌혈관

수용체에 결합하고 이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신경염증

보다는 뇌 신경계 기능이상이 주된 기전으로 설명되고

을 일으키면서 발생한다.

있다.

CGRP 제제는 편두통을 유발하는 신경전달물질인

삼차감각신경에서 발출되는 CGRP는 지속적인 두통
발작 중 경정맥혈내 증가가 확인되면서 편두통과의 상

CGRP 분자를 차단하는 공통점이 있다. CGRP 약제제
에는 편두통 예방제와 치료제로 나눠진다.

관성이 제기됐다. CGRP는 혈관확장 역할과 더불어 비

편두통 예방 치료제로 Erenumab-aooe(에레뉴맙, 제

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을 분비하고 신경절 내 질산생성

품명: 에이모빅 주, AimovigⓇ, Amgen/Novartis)는 최

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초의 CGRP에 대한 인간 단클론항체로서 2018년 5월

편두통 환자들의 두개골에 존재하는 CGRP를 측정

에 미 FDA 승인을 받았으며 이 후 아조비(Ajovy, fre-

해 보면 그 양이 증가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으며 반

manezumab-vfrm, Teva)가 두 번째 CGR P 항체로

대로 인위적으로 CGRP를 주입하면 편두통을 일으킬

서 2018년 9월 미FDA 승인을 받았고 이어 엠갈리티

수도 있다. 이는 CGRP 수용체의 길항물질이 급성 편

(Emgality, 성분며이 galcanezumab-gnlm, Eli Lilly)가 세

두통을 치료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 예상할 수 있

번째 CGRP 항체로 승인됐으며 국내에도 승인됐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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옙티(Vyepti, 성분명: eptinezumab-jjmr, Lundbeck)가 al

제인 Erenumab-aooe(에레뉴맙, 제품명: 에이모빅 주,

FDA로 부타 승인됐다. 엠갈리티는 국내에서 ‘성인 편두

AimovigⓇ)이 최초의 편두통 예방제로 미 FDA에서 승

통 예방제 및 성인 간헐성(episodic) 군발성 두통’에도 승

인됐다. 이 약제는 70mg 또는 140mg을 월 1회 자가주

인됐다. 이 중 에이모빅은 표준 CGRP 수용체를 표적

사하는 방법으로 편두통을 예방한다. 이 약제는 triptan

으로 하는 IgG2 인간 단클론 항체이고 아조비는 CGRP

제의 부작용에 비해 주사부위 부작용과 변비 등 극히

리간드를 표적으로 하는 IgG2 인간화 단클론항체이며

적은 부작용이 임상결과 나타났다.

엠갈리티는 CGRP 리간드를 표적으로 하는 IgG4 인간

아직 편두통 관련 약제들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화 단클론항체이고 비옙티는 CGRP 리간드를 표적으

다양한 기전들의 약제들이 개발이 필요하다. 앞으로

로 하는 IgG1 인간화단클론항체이다. 즉 에이모빅은

CGRP 리간드(ligand) 자체를 직접 억제하는 기전을 가

CGRP 수용체를 표적으로 하고, 아조비, 엠갈리티 및

지고 있는 약제인 Fremanezumab 및 Eptinezumab 등과

비옙티는 CGRP 리간드를 표적으로 하는 차이가 있다.

편두통 급성기 치료에 최초의 ditan계 경구용 선택적

최초의 경구용 CGRP 길항제인 tecagepant는 임상

5-HT1F 수용체 작동제인 Lasmiditan도 소개될 것으로

phase IIb 연구에서 혈청 transaminase의 현저한 상승을

예상한다.

보여 임상연구가 중단됐다. 2019년 12월 최초의 경

앞으로 소개될 약제들 외에도 편두통 예방제 또는 심

구용 CGRP 길항제 유브렐비(Ubrelvy 성분명 유브로

혈관계 부작용이 줄어들은 새로운 기전의 급성기 치료

게판트, ubrogepant) 및 2020년 너텍(Nurtec, rimegep-

약제 및 치료 재료(device)들이 계속 개발돼야 할 것이

ant) ODT, Biohaven)이 승인됐다.

다. 현재 편두통 표준 치료에는 triptan이 처방되고 있으

이러한 CGRP 항체는 주사제로 수용체에 결합하는

나, 뇌혈관을 수축시키는 부작용이 있어 심혈관 및 뇌

기전으로 약효가 서서히 나타나는 데 하루 정도 시간

졸증 환자에게는 사용이 제한적이며 일부 환자는 trip-

이 걸려 편두통 발생 전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반면

tan에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

CGRP 길항제는 경구제로 즉시 효과가 나타나므로 성

서 CGRP 관련 약제들은 편두통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

인 편두통의 급성기에 진통목적으로 사용한다.

료옵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간 옵션이 부족

결론

했던 만큼 환자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편두통은 대표적인 원발두통 질환으로 통증을 단순
히 느끼는 것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
고 사회적으로도 경제적 손실이 큰 질환이다. 편두통
의 발생기전을 이해하고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를 해야
한다. 편두통의 예방 치료는 두통의 발작으로부터 사전
에 예방하므로 급성기 치료 보다 삶의 질에 훨씬 효과적
이다. 그간 편두통 예방 치료에 사용하는 허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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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두통

뉴런 활동성 감소시켜 편두통 증상 완화
특이적 급성기치료약물1-트립탄 계열
핵심복약지도

(2) 그 외 추가 적응증
•sumatriptan-생리주기와 관련한 편두통
•almotriptan-15세 이상의 청소년 편두통

권유미 약사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약제팀
의약정보 주임약사

3. 약리기전
세로토닌 수용체인 5-HT1B/1D 수용체에 선택적인
효능제이다.

1. 성분 및 함량
분류

성분/함량

두가지 효과를 통해 삼차혈관계에서 뉴런의 활동성
식별사진

을 감소시켜 편두통 증상을 완화한다.
(1) 5-HT1B 수용체 효과

1세대

Sumatriptan 50mg/정
(이미그란정®)

뇌혈관과 두개외혈관을 수축
(2) 5-HT1D수용체 효과

Almotriptan 12.5mg/정
(알모그란정®)

Frovatriptan 2.5mg/정
(미가드정®)
2세대

염증과 혈관확장의 신경펩타이드(CGRP, Substance
P, Neurokinin A)의 방출을 약화

4. 용법·용량
분류

용법(성인)

재투여간격A)

일일최대용량B)
(성인)

50~100mg 1회

2hr이상

300mg

Almotriptan

12.5mg 1회/
(15세이상 청소년)
12.5mg 1회

2hr이상

(성인)25mg/
(15세이상
청소년)
12.5mg

Frovatriptan

2.5mg 1회

2hr이상

5mg

Naratriptan

2.5mg 1회

4hr이상

5mg

Zolmitriptan

2.5mg 1회

2hr이상

10mg

성분

1세대 Sumatriptan

Naratriptan 2.5mg/정
(나라믹정®)
2세대

Zolmitriptan 2.5mg/정
(조믹정®)

*트립탄계열 약물치료로 편두통이 사라진 후 24시

2. 효능·효과
(1) 공통 적응증
‘(성인) 전조증상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않는 편두
통의 급성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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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이내에 재발하기도 한다.
이 현상은 약물의 짧은 반감기와 관련이 있으며 반복
투여가 필요하다면 재투여간격A)을 지키며 일일최대용
량B)(24시간내)을 넘겨서는 안된다.

핵심복약지도

5. 이상반응
(1) 흔한 이상반응으로 다양한 감각이상(저림,냉감,

학술특집Ⅲ

다.(MAO저해제는 중단 후 2주 이내에 트립탄약물을
투여해서는 안된다.)

흉부압박감 등), 오심, 어지러움, 졸음, 피로감,
안면홍조가 있고 대부분 가벼운 정도로 일시적으
로 나타날 수 있다.

8. 보관
기밀용기, 30도 이하 보관

(2) 이상반응 중 흉통 증상은 발생빈도가 높으나 일시
적인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관상동맥 수축효과
가능성으로 심근경색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

참고문헌
1) 사례중심의 약물치료학. 한국임상약학회

자는 금기대상이며, 이상증상의 정도가 심하다

2) 약물치료학 제4개정. 한국임상약학회

면 투여를 중단하고 적절한 평가를 해야 한다.

3)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3) 과민반응(가려움,두드러기,얼굴/입/목의 부종, 호

(https://nedrug.mfds.go.kr)

흡곤란 등)이 나타나면 투약을 중단해야한다.

6. 복약상담포인트
(1) 부수거나 깨거나 씹지 않고, 물과 함께 통째로 삼
켜 복용합니다.(이미그란정®)
(2) 두 통 발생 전 전조증상만으로 복용해서는 안된
다. 두통이 시작되면 바로 투여한다.
(3) 편두통이 아닌 다른 통증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4) 졸 음, 어지러움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운전이나
기계조작 등 숙련을 요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복용시 주의한다.
(5) 약 물 복용 후 가슴 통증, 압박감, 비정상적인 심
장박동, 시력변화가 생기면 즉시 의사에 알린다.

7. 상호작용
(1) Ergotamine
복용 후 24시간 내 트립탄계열 복용시 약리적 상가작
용에 의해, 혈압 상승 및 맥각중독(말초혈관수축 증가)
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역으로 almotriptan, zolmitriptan
복용 후 6시간 이상, frovatriptan 복용 후 24시간 이상
소요 후 에르고타민 복용 가능하다.
(2) 리튬, SSRI/SNRI, MAO저해제와 24시간이내
다른 트립탄약물
세로 토닌증 후군 을 유발 하므 로 병용하지 않는
2021 여름호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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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두통

갑자기 찾아온 고통 ‘확’ 잡으려면
특이적 급성기치료약물2-에르고타민제제
1. 성분 및 함량

전등

Caffeine Anhydrous 100mg/정
Ergotamine Tartrate 1mg/정

(2) ergotamine 부작용
•과민반응: 국소 부종, 가려움증, 때때로 발진
•위장관계: 흔하게 구토, 설사, 오심, 드물게 설사
•정신신경계: 흔하게 어지러움, 졸음, 드물게 불안

크래밍정®

•순환기계: 용량에 비례해 혈관 수축관련 이상반응
유발, 드물게 일시적인 빈맥 또는 서맥, 청색증, 전

2. 효능·효과
편두통

흉부통, 흉부불쾌감 등
•자율신경계: 지각이상, 근육통, 손발 통증 등
•반동성 두통: 장기투여 후 급히 복용 중단시 금단

3. 약리기전
(1) Caffeine

증상으로 두통 유발 가능
•기타: 드물게 맥각중독, 시력변화, 호흡곤란 등

중추신경혈관 수축효과를 보여 단순진통제 단독투
여보다 효과를 증진시키며 에르고타민의 위장 흡수를
향상시킨다.

6. 복약상담 포인트
(1) 음식과의 상호작용: 에너지 드링크 등 카페인 함
유 식품과 자몽 및 자몽쥬스의 섭취를 삼간다.

(2) Ergotamine

(2) 용법 용량: 최초 전조증상시 신속히 복용해야 한

구조적 관계가 있는 세로토닌(5-HT), 도파민, 노르

다. 두통 시작 후 복용시 효능을 제대로 나타내지

아드레날린 수용체에 작용해 강력한 뇌혈관 수축효과

않는다. 이 약의 복용 횟수와 최대 복용량에 대해

를 통해 편두통을 완화시킨다.

반드시 숙지한다. 임의로 과량을 복용한다면 약
물유도성두통, 혈관연축 등 이상반응 유발 가능

4. 용법·용량
성인은 초회량으로 1회 2정을 복용하고 치료효과가
없으면 30분마다 1정씩 복용한다. 1일 복용량은 6정
을 넘지 않도록 한다. 1주 복용량은 10정을 넘지 않도
록 한다.

성이 있다.
(3) 흡연 시 이 약의 혈관수축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금연한다.
(4)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수유 예정이라면 투여를 중
단한다. (자궁수축작용 및 모유로 배출)
(5) 맥각독성(ergotism) 증상인 가슴통증, 편두통과

5. 이상반응

상관없는 오심 구토, 가슴통증, 냉감, 손/발가락

(1) caffeine 부작용

의 마비 또는 감각이상 등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흔하게 불면, 복통, 흥분, 드물게 빈맥, 어지러움, 진

의사, 약사에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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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otonergic agents인 SSRI/SNRI, TCA의 효

(1) 강력한 CYP3A4 저해제(마크로라이드계 항생

과가 ergotamine으로 인해 상승돼 세로토닌

제, HIV 프로테아제/역전사효소 억제제, 아졸계

증후군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면밀히 모니터

항진균제 등): 병용 시 혈중 ergotamine 농도가 상

링한다.

승해 ergotism(맥각독성)유발 가능하므로 병용투
여하지 않는다.
(2) 5HT1 수용체 효능제(트립탄 약물) 및 니코틴(예:
흡연) 등 혈관수축제: 약리적 상가작용에 의해,

8. 보관
•차광밀폐용기/실온보관(1~30℃)
•습기에 주의

혈압 상승 및 맥각중독(에르고티즘)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므로 서로 24시간 이내에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3) 편두통예방치료약물(베타차단제, SSRI/SNRI,
TCA)과의 상호작용
•베타차단제와 복용시 ergotamine의 혈관수축
효과가 증가되므로 약제변경이 어렵다면 모

참고문헌
1) 사례중심의 약물치료학. 한국임상약학회
2) 약물치료학 제4개정. 한국임상약학회
3)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https://nedrug.mfds.go.kr)
4) Lexicomp Online® (https://online.lexi.com/)

니터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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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두통

알아두면 좋은 편두통 복약포인트
편두통예방치료약물1

인데놀정, 데파코트서방정, 토파맥스정/스프링클캡

1. 성분 및 함량

4. 용법·용량

•Propranolol(인데놀정®) 10mg, 40mg/정

성분

•D ivalproex sodium(데파코트서방정 ) 250mg,
®

500mg/정
•T
 opiramate(토파맥스정®, 토파맥스스프링클캡슐®)

Propranolol
Divalproex sodium

25mg, 100mg/정, 25mg, 50mg/캡슐

Topiramate

편두통 예방치료 용량
40mg BID 최대 160mg/d
500~1000mg 1일 1회
성인: 2 5mg QD 저녁(첫 1주) → 주마다 25mg
증량
권장 유지용량: 50mg BID(최대 200mg/d)

2. 효능·효과(허가사항 내 효능·효과는 생략)
성분

편두통의 예방 효과에서의 의의

Propranolol

•고혈압, 손떨림, 불안, 공황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유용
•천식, 심부전, 말초혈관질환, 심한 당뇨, 우울증 등의
금기사항이 없는 경우 안전성, 효과, 부작용면에서 1차
선택약제

Divalproex
sodium

•허가사항 내 ‘2, 성인에서의 편두통의 예방’ 효능효과
•예방치료약물인 valproate 속방정에 비해 위장 부작용
이 적고, 1일 1회 복용으로 복약 순응도가 높음

Topiramate

•허가사항 내 ‘2,편두통의 예방’ 효능효과
•체중감소 이상반응이 있어 비만이거나 valproate 등
다른 예방약물로 인해 체중증가 이상반응을 겪은 환자
에게 사용 가능

5. 이상반응
(1) Propranolol
•흔한 이상반응: 불면, 졸림, 졸음, 피로, 어지러움,
오심, 구토 등
•드물지만 심각한 이상반응: 가슴통증, 홍반성발
진, 후두경련, 무과립구증, 박리성 피부염, 혈소판
감소증, 중증호흡곤란 등
(2) Divalproex sodium
편두통 예방요법 권장용량에서 보고된 이상반응
•흔한 이상반응: 구역, 소화불량, 설사, 구토, 복통,
졸음, 감염 등

3. 약리기전

•그 외: 바이러스 감염, 식욕항진, 체중증가, 부종,

(1) Propranolol
중추성 베타수용체를 차단해 노르에피네프린 분비억

어지러움 등


제, 세로토닌 시스템을 조절해 신경막 안정효과로 편두

(3) Topiramate

통을 예방한다.

편두통 예방요법 권장용량에서 보고된 이상반응
•흔한 이상반응: 감각이상, 피로, 구역, 설사, 체중

(2) Divalproex sodium, Topiramate

감소, 미각이상, 식욕부진, 식욕감소, 불면, 감각

여러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통해 편두통예방효과를

저하, 주의력장애, 불안 등

확인했으나, 기전은 명확하지 않다.
한 개 이상의 다양한 기전으로 두통을 조절하는 것으
로 추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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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우울감, 건망증, 흐린 시야, 이명, 호흡곤란,
변비, 복부팽만, 위식도역류질환, 무력증, 과민, 갈
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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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약상담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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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호작용(편두통치료 약물과의 상호작용)

(1) 예방약물치료는 단독요법이 원칙이나 효과가 충
분하지 않을 경우 의료진의 판단하에 두가지 이상
을 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대한 이상반응의

(1) Propranolol
① verapamil: 병용 투여 시 동방결절기능부전증을 유
발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자 임의로 예방약물들을

② ergotamine: 혈관경련반응이 보고돼 주의한다.

병용해서는 안된다. (7. 상호작용 항 참고)

③ NSAIDs(ibuprofen,naproxen 등): 혈압강하작용을
감소시킨다.

(2) 최적의 치료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정용량

④ r izatriptan: rizatriptan 혈중농도를 증가시키므로,

으로 2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예방효과가

병용투여 시 rizatriptan을 5mg으로 감량하는 것이

미비하다 판단해 임의로 용법·용량을 변경하지

권장된다.

않는다. 예방치료의 종료 또한 환자 개별적인 접
근을 통해 몇 주에 걸친 약제중단이 필요하므로

⑤ TCAs(amitriptyline, nortriptyline): TCA 혈중농도
가 증가돼, 기립성저혈압을 유발한다.

갑자기 임의 중단하지 않는다.
(2) Divalproex sodium
(3) 예방약물은 적절한 급성기 편두통약물과 함께 병
용가능하나 과량을 임의복용할 경우 전형적인 두
통양상을 벗어나 난치성으로 바뀔 수 있고 약물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료상담 후 진통

① a spirin: valproate의 대사를 억제해 혈중농도를 높
이고 출혈경향이 증가한다.
② venlafaxine: 저나트륨혈증의 위험이 증가하고, 발
작 유발 가능성이 증가한다.

제를 비롯한 급성기 약물을 복용하도록 한다.(7.
상호작용 항 참고)

(3) Topiramate
① valproate: 기전 미상의 이상반응인 고암모니아혈증

(4) 일반적인 복약지도 사항
인데놀®

데파코트서방정®

뇌병증 유발 가능성이 있다.
토파맥스정®
토파맥스스프링클캡슐®

•어지럽거나 졸음이 올수 있으므로 운전, 위험한 기계조작시 주의한다. 이
약을 복용시에는 금주한다.
•증상이 개선되더라도 전문가의 상의없이 투약을 중단하지 않는다.
•일정한 시간에 복용하며, 편두통 증상 시에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대
로 규칙적으로 복용한다.
•서 맥(50~55회/분)이 •정기적인 간기능 검사 •경 구피임약으로 피임
나타나면 즉시 의사나 가 필요하다.
시 그 효과가 감소될
약사에게 알린다.
•씹 거나 부수지 말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저 혈당을 유발하거나 물과 함께 그대로 복 피임법을 사용한다.
저혈당증상을 은폐할 용한다.
•스프링클캡슐: 캡슐 통
수 있으므로 당뇨환자 •임 부이거나 임신가능 채로 삼키거나 캡슐안
의 경우 더 자주 혈당 성이 있다면 투여를 내용물을 소량의 부드
검사를 하도록 한다.
하지 않는다.
러운 음식에 뿌려서 복
용가능하나, 그 혼합물
은 즉시 복용하며 씹지
말고 곧바로 삼킨다.
•신결석 예방을 위해 수
분섭취를 충분히 한다.

② TCAs(amitriptyline, nortriptyline): topiramate로 심
각한 땀분비 감소증과 체온상승이 보고됐는데,
항콜린작용을 나타내는 약물과 병용시 악화될 수
있다.

참고문헌
1) 사례중심의 약물치료학. 한국임상약학회
2) 약물치료학 제4개정. 한국임상약학회
3)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https://nedrug.mfds.go.kr)
4) Lexicomp Online® (https://online.lexi.com/)
5) 삽화편두통 예방치료약물 진료지침. 대한두통학회
6) Drugs.com (https://www.drug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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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두통

한 달에 한 번, 환자가 원하는 부위 ‘주사’
편두통예방치료약물2

CGRP길항제(앰겔러티 프리필드 시린지주)

1. 성분 및 함량
Galcanezumab 120mg/ml

5. 이상반응
(1) 주사부위반응(18%)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 주사부위의 통증, 반응, 홍반,

2. 효능·효과

가려움증 등

성인에서의 편두통의 예방
(2) 면역계

3. 약리기전

면역원성 획득(항체생성 5~13%, 중화 50%이상)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CGRP) 리간드에 직접 결합하여 수용제와

(3) 과민반응

의 결합을 차단하는 인간단일클론항체이다.

흔하지 않게 발진, 두드러기, 호흡곤란이 임상시험에

(CGRP는 삼차감각신경에서 방출되며 지속적인 두통
발작 중 경정맥혈내 증가되며, 혈관확장, 비만세포의

서 보고됐고, 중대하거나 중증일 경우 투여중지하고 적
절한 치료를 시작한다.

히스타민 분비, 신경절내 질산 생성을 증가시킨다.)

6. 복약상담 포인트
(1) 이 약은 편두통 예방치료제이다.
(2) 1달에 한번 환자가 원하는 부위(복부, 허벅지, 상
완 뒤쪽 또는 엉덩이)에 피하로 투여한다.
(3) 냉동고나 김치냉장고가 아닌 냉장고에서 차광, 냉
장보관(2~8℃)하며, 냉장고 밖 30℃ 이하에선 원
래 제공된 상자에 담은 채로 보관시 7일까지 보관
가능하다. 한 번 냉장고 밖에 보관한 약은 다시 냉
장보관 하지 않는다.
(4) 펜을 흔들거나 떨어뜨리면 안된다.
(5) 앰겔러티 투여 방법

4. 용법·용량
부하용량으로 240mg(120mg씩 2회 연속 피하 주
사)을 1회 투여하고, 이후 월 1회 120mg을 피하 주사
한다. 이 약의 투여를 잊은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투여한
다.
이후, 최종 투여 일자를 기준으로 이 약의 월 1회 투
여 일정을 정할 수 있다.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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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
 하 투여하기 전, 이 약을 30분간 직사광선을 피해 실온에
방치한다. 온수나 전자레인지 같은 열원을 이용하여 데우지
않는다.
2) 용액 및 용기를 가능한 사용할 때마다, 투여 전 이 약의 미
립자 및 변색을 육안으로 검사한다. 용액이 뿌옇거나 육안
으로 관찰되는 이물이 있는 경우 이 약을 사용하지 않는다.
3) 주사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주사부위를 소독한다.

핵심복약지도

4) 이
 약을 피하주사할 부위를 선택한다. 복부, 허벅지, 상완
뒤쪽 또는 엉덩이에 투여 가능하며, 압통 또는 멍이 있거
나 붉은색을 띠거나 단단한 피부 부위에는 주사하지 않는
다.(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5cm반경 안쪽은 피해서 맞도
록 한다.)
5) 펜 하단의 흰색 뚜껑을 돌려서 뺀다.
6) 주
 사부위에 투명한 하단을 편평하게 댄다.
7) 잠
 금고리를 열림으로 돌린다.
8) 청
 록색 버튼을 길게 누른다. 첫 번째 딸깍소리 이후 10초간
자동투여되며 누르는 것을 유지한다. 두 번째 딸깍소리 후
하단에 회색부분이 보이면 주사를 뗀다.
9) 단회 투여용 주사로 한번 주사 시 전체 함량을 투여하고,
사용 후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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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관
•차광, 냉장보관(2~8℃)
•냉장고 밖 30℃ 이하에선 원래 제공된 상자에 담은
채로 보관 시 7일까지 보관가능하다. 한번 냉장고
밖에 보관한 약은 다시 냉장보관 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1) 사례중심의 약물치료학. 한국임상약학회
2) 약물치료학 제4개정. 한국임상약학회
3)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https://nedrug.mfds.go.kr)
4) 앰겔러티 프리필드 시린지주 제품설명서 및 제품 홈페이지

7. 상호작용
이 약은 사이토크롬 P450 효소에 의해 대사되지 않
는다. 따라서 사이토크롬 P450 효소의 기질, 유도제
또는 억제제에 해당하는 병용 약물과의 상호작용 가능
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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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문

편두통

약답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편두통

정리=윤중식 약사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아이비웰니스 대표이사

Q. 운
 동 후에 편두통이 온다는데 어떤 일반약 드릴
수 있을까요?
운동을 하면 머리 뒤쪽으로 편두통처럼 온다고 하셔서 일단 나
프록센 제제를 드리긴 했는데 소염진통제 말고 약국에서 드릴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병원에서 주는 트립탄 같은 편두통약 먹어야 할까요?

Q. 미
 주신경이상성두통
40대여자분이 일주에 한두번은 두통이 생긴다구하시는데 원인
을 모르겠다구 오셨네요. 그런데 미주신경계 이상증상이 있다
고하네요.
어떤 약을 드려야할지요? 일단 편두통약 드렸습니다.

답변1) 미주신경(vagus
nerve)는 뇌 신경 중 하나
로 내부 장기와 연결된 신
경입니다. 미주신경은 부
교감신경으로서 같은 구
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주신경이 약하면 우울
중, 편두통, 간질, 변비 등
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편두통을 치료하
는 기구가 FDA 승인을 받아서 나오고 있네요. 하지만 약국에
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에서 발간한 임상 심리치료사
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하면 좋다고 합니다.
1. 추위에 노출(Cold Exposure)
2. 깊게 천천히 숨쉬기(Deep and Slow Breathing)
3. 노래하고 흥얼거리기
(Singing, Humming, Chanting and Gargling)
4.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
5. 명상하기(Meditation)
6. 오메가3(Omega-3 Fatty Acids)
7. 운동(Exercise)
8. 마사지(Massage)
9. 교제와 웃기(Socializing and Laughing)
약국에서는 제품을 드리고 생활습관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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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1) 저는 환자가 편두통이라고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물어
보는 것이 있는데 뒷목덜미, 어깨가 뻐근하세요? 물어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뒷목, 뒷통수, 눈까지 아프냐고 한번 더 물어봅
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깨, 뒷목, 승모근 등이 뭉쳐서 아픈것
으로 보고 나프록센 + 근육이완제 드립니다. 고통을 호소하며
약국에 온 상태면 벌써 2~3일 아팠던것이며 약 복용해도 또
2~4일 정도 걸릴 것이라며 약 드립니다.
이런 환자들을 보면 거북목, 목디스크 환자들이 많이 보입니
다. 그외 위 증상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병원을 권유합니다.

답변2) 보통 근이완제랑 타이레놀 복합된 약에 비타민B 드링
크 하나 같이드립니다(심하게 불편해 하시면+나프록센). 운동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면 아르기닌이나 카페인 섭취로 심해
질 수 있어 양 줄여볼 것 권하고, 고중량보다는 목에 힘이 덜
들어가는 저중량 반복운동 또는 고립운동으로 바꿔하도록 권
합니다. 계속되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신경과 검진 필
요하구요.

답변3) 운동 후 두통은 활발한 신체활동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우리의 신체활동이 과잉됐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예방으로는 운동을 멈추고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서서히 운동
강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통을 가중시키는 다양한 원
인으로는 탈수, 수면부족, 혈압, 음식(초콜릿, 카페인, 술) 등이
있다고 합니다. 치료는 소염진통제(나프록센, 인도메타신 등),
아세트아미노펜 등을 복용합니다.
미국 편두통재단에선 자주 운동 후 두통을 느끼는 분들은 운동
30~60분 전에 진통제를 미리 복용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트립탄 같은 편두통 약은 사용하지 않는 것 같
습니다.

약문약답

Q. 크
 래밍정은 혈관 수축 작용이 있고 베타차단제인
나도가드(Nadolol)정은 혈관 확장 작용이 있는데
신경과에서 같이 나오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1) 1. 베타차단제는 1970년 중반부터 편두통 예방에 사용
돼 왔습니다.
2. 편두통은 뇌혈관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발작을 일으킵니다.
혈관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Serotonin의 작용이 감
소된 상태에서 편두통이 일어나며 혈관이 확장되면서 두통
이 발생합니다.
3. 베타 차단제는 뇌에서는 혈관을 수축 하는 작용과 뇌의 세
로토닌 작용을 증강시키는 작용을 지닙니다. 이 두 작용 때
문에 편두통을 예방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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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ranolol inhibits nitric oxide production by blocking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NOS). Propranolol also
inhibits kainite-induced currents and is synergistic with
N-methyl-D-aspartate blockers, which reduce neuronal
activity and have membrane-stabilizing properties.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13311-0180621-8

Q. 군발성 두통과 소론도의 상관관계
답변2) 베타차단제(BABs)에 의한 편두통 예방 기전은 정확히
이해되기는 어렵지만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b1-수용체 억제 작용(핵심) →노르아드레날린의 분비 억제

지인분이 두통 때문에 신경과에서 알모그란 1t qd. 토파맥스
25mg 1t bid, 소론도 6t bid 3일분 처방을 받아오셨는데요. 소
론도와 군발성 두통의 관계, 그리고 용량이 적절한지 궁금합니
다. 편두통과 군발성 두통 치료 시 약물학적 접근이 유사한지
도 궁금하네요.

•세로토닌에 작용 →편두통의 핵심 신경전달 물질
•NO 억제→혈관 확장 예방

The mechanisms of action of BABs in migraine prevention
are not completely understood. Inhibition of β1-mediated
effects could be considered the main mechanism of action.
Indeed, blockade of β1 receptors could inhibit noradrenaline
(NA) release and tyrosine hydroxylase activity, the ratelimiting step in NA synthesis. Moreover, propranolol
reduces the neuronal firing rate of noradrenergic neurons
of the locus coeruleus. Interestingly, BABs also regulate
the firing rate of periaqueductal gray matter (PAG) neurons
via a GABA-mediated action. Both these effects may
contribute to the antimigraine action of BABs. Recent
findings in an animal model of trigeminovascular activation
showed that propranolol exerts its prophylactic action, at
least in part, by interfering with the chronic sensitization
processes in the rostral ventromedial medulla and
locus coeruleus, and by counteracting the facilitation of
trigeminovascular transmission within the trigeminocervical
complex.
Some BABs may also interact with the serotonergic system
by blocking 5-HT2C and 5-HT2B receptors. Since 5-HT
plays a pivotal role in the pathophysiology of migraine,
the BABs-induced effects on this neurotransmitter could
account for their prophylactic action on migraine. Moreover,
PET studies have supported the possibility that BABs also
affect 5-HT synthesis, which is altered in migraine patients.

답변1) 군발성 두통은 말그대로 어떤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
하고 편측성이며 젊은 남성에게 많고 두통 발생 시 코막힘 등
의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histamine headache라고 합니다.
스테로이드 치료는 이런 특성과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토
피라메이트와 알모트립탄은 편두통에도 쓰는 악물이고 토피라
메이트는 propranolol, TCA antidepressants, CCB 등과 함께
편두통 예방적 목적으로 알모트립탄은(전조를 동반하거나 동
반하지 않거나) 긴장해 있던 혈관이 갑자기 확장돼 두통이 나
타나는 것을 치료합니다.

답변2) 메드스케이프에 스테로이드 투여가 군발성 두통의 순
환을 끊고, 두통의 재발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처음 며칠은 프레드니솔론 고용량을 투여하고, 점차적으로 줄
여 나간다고 합니다. 베라파밀염산염같은 군발성 두통 예방약
제와 함께 복용을 추천합니다. 아직은 스테로이드가 군발성 두
통에 효과적인 이유를 알지못해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Corticosteroids are extremely effective in terminating a CH
cycle and in preventing immediate headache recurrence.
High-dose prednisone is prescribed for the first few days,
followed by a gradual taper. Simultaneous use of standard
prophylactic agents (eg, verapamil) is recommended. The
mechanism of action in CH is still subject to spe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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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명에 에필렙톨처방, 편두통에 데파코트 처방 작
용기전

답변1) 이명이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 하나가 뇌피질이나 피질
하에서 신경의 자극(nerve irritation)과 간질 같은 신경 활동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전간제가 이명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One of the possible mechanisms of tinnitus is nerve
irritation and seizure type activities in cortical and
subcortical areas of the brain, and perhaps this may be
the reason that such patients would be likely to respond to
anticonvulsants

Q. 크
 래밍 복용량
설명서에 일주일 안에 10정을 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
은 어느 정도로 지켜야 하는지요?
위의 병원에서 크래밍이 하루 세 번 한알씩 계속 나와 1주일
10정이 넘는대요. 또 그 이유가 혈관수축 부작용 때문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1) 카펠고트=크래밍=카펠큐
(1일 8정이라고 하셨는데 1일 6정이 맞습니다)
그런데 10정 초과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잘 설명돼 있으니
참고하세요. 일단 급성 편두통에 복용하는 약이라 1일 3회 21
정씩 복용하진 않으실거라 생각하고, 복약지도 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2) 편두통의 유력한 원인인 신경인성가설에서 대뇌피질
의 흥분성을 억제하여 편두통의 발작을 예방하는 약물 중 하
나로 항전간제를 사용 합니다. 그밖에 베타차단제, 플루나리진
(CCB) 등도 사용합니다.

Q. 만
 성두통을 호소하시는 분에게 권해드릴만한 영
양제가 있을까요?

Q. 니
 모디핀. 레르카니디핀 병용
원래 레르카니디핀 CCB 복용하는 분인데 처방받으러 오셨어
요. 근데 DUR에 니모디핀이 떴습니다. 오늘 다른 병원에서 새
로 처방 받으셨다 하셨어요.
니모디핀 + 은행엽제제 + 근육이완제 처방받으셨더라구요. 그
래서 일단 중복되는 니모디핀만 빼고 드시라고 했는데 찾아보
니 CCB같이 쓰기도 하고 니모디핀은 뇌혈관, 레르카니디핀은
심근, 혈관평활근 선택적이더라구요. 같이 복용하는게 맞는건
가요?

답변1) 니모디핀은 CCB지만 뇌혈관 선택적으로 작용해 혈압
강하효과가 충분치 않아 지속 처방용 고혈압약물처방 대상에
서 빠졌습니다. 편두통으로 처방받으신 것 같은데 같이 복용하
시도록 안내드리면 되겠습니다.
약물병용으로 혹시 모를 혈압저하에 따라 갑자기 일어서는 경
우 어지러울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고 증상발생 시 병원에 알려
주라는 정도로 안내하면 더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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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1) 두통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
•feverfew: 국내에서는 없는듯
•betterbur(머위의 일종): 이것도 쉽지 않음
•고함량 리보플라빈(비타민 B2): 편두통 줄임(개인적으로 많
이 추천 드림)
•코엔자임Q10: 도움을 줄 수 있음
•황산마그네슘(마그네슘): 두통의 빈도를 줄임.
Herbs, vitamins and minerals. Some evidence exists that
the herbs feverfew and butterbur help prevent migraines or
reduce their severity.
A high dose of vitamin B-2 (riboflavin) also might reduce
migraines.
Coenzyme Q10 supplements might be helpful in some
individuals.
And oral magnesium sulfate supplements might reduce the
frequency of headaches in some people, although studies
don’t all agree.

약문약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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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니
 모디핀작용

Q. 마이드린 부작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씨
 베리움이랑 두통 시 복용하라고 나왔는데 CCB로 두통 예
방 목적이 맞나요?
2. 악성현기증에 은행엽제제랑 나왔는데 약물상호작용 있는거
아닌가요?

편두통으로 ‘탁센이브’ 한 캡슐 복용 후 한 시간 쯤 뒤에 ‘마이
드린’ 두 캡슐 복용했다고 합니다.
복용한지 30분쯤 지나 어지러움과 가습답답함을 강하게 호소하
고, 쓰러질 것 같은 아득한 기분이 들었다고 하네요. 평소 미주
신경성 실신이 몇번 있던 20대 여환자입니다. 어지러움이 커지
고 안색 창백, 손발이 차가워지고 메스꺼움과 가슴답답함, 오한
도 살짝 들다가 물을 마시고 누워서 혈액순환 되도록 주무르는
등 조취했더니 어느순간 혈액순환은 조금 개선 됐다고 하네요.
다만 누운 상태에서 몸을 살짝 움직여도 어지러움을 크게 느끼
고 울렁거림이 심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조취를 취해
야 할까요? 약물 부작용인듯 한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1) 1. 니
 모디핀 편두통 예방에 대한 임상이 있네요. 1985
년이라 오래전 임상이긴한데 위약에 비해서 편두통
과 두통의 강도가 많이 줄었다고는 합니다.
2. 니모디핀과 은행엽엑스와의 상호작용은 은행잎이 니모디핀
의 효과를 약간 감소시키는 정도 있다고 합니다. 관찰하라고
하네요.

답변1) 게보린 속의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즉 피린계 과민반응
환자에게 마이드린캡슐은 피린계가 아니라 괜찮다고 드렸다가
난리난 적 있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반응은 특정 물질에 대해
몸이 심각하고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시형 반응으로 주로 1시간 이내의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납니
다. 즉시 치료하면 별다른 문제 없이 회복되지만, 진단과 치료
가 지연되면 호흡곤란으로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호흡곤란
시 병원에 바로 가서 에피네프린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아나필락시스 반응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작스런 피부 점막 증상(전신두드러기, 혈관부종, 소양감,
안면 홍조, 입술 구강 인후부 점막 부종) △호흡기계증상(호흡
곤란, 기관지수축, 천명음 및 천음) △심혈관계증상(혈압저하,
어지러움증, 실신, 흉통) △소화기계증상(오심, 구토, 설사, 복
통) △기타(두통, 간질발작 등) 마이드린 설명서에도 있습니다.
마이드린의 아나필락시스 반응 유발 물질로 의심되는 성분은
마이드린캡슐속의 디클로랄페나존입니다. 여기서 페나존이 소
염진통성분인데 피린계 구조를 갖고 있어서 피린계 과민반응
(알레르기반응)을 종종 유발합니다. 약국에 와서 피린계 알레르
기 있다는 환자분에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아스피린
은 피린계 알레르기와 무관합니다.

Q. 렉
 사프로를 복용 중인 환자가 다른 의원에서 편두
통이 심해 이미그란을 처방받았는데 만약 복용한
다면 간격을 얼마나 띄워서 복용해야 할까요?

답변1) 세로토닌을 높이는 약물들을 함께 복용하면 세로토닌
증후군의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렉사프로(에스시탈로프람)의 반감기가 27~33시간으로 나오는
데 약물이 75% 제거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2.75일, 거의 다 제
거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7일이라고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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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
 두통에 쓸만한 약 조합 조언 부탁합니다.
아시는것처럼 이소메텝텐 성분이 허가 취소 되면서 마이드린
등 편두통 약들이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에 진통소염제 단일(나프록센)로 쓰기는 뭔가 아쉬워서 말
초 혈관을 수축 시켜주는 카페인 단일정을 같이 복합으로 써보
려고 하는데요. 논문을 찾아보니 의견이 아직 확립되지는 않고
찬반이 둘다 양립하더군요.
그래도 NSAIDs 단일 사용 시보다 카페인과 병용 시(100mg)
진통효과가 유의미하게 좋았다는 randomized 결과도 있고 혈
관을 수축시켜주기 때문에 편두통의 원인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뇌피셜도 있습니다. 마침 카페인 단일정이
있길래 고민을 올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1) 카페인과 편두통이라 좋아보입니다.
카페인이 다른 진통제와 병용 시 편두통에 대한 효과가 좋다고
하네요. 심지어는 수마트립탄숙신산염보다 좋았다고도 합니다.
카페인이 편두통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추
가적으로 제 경험으로는 리보플라빈도 편두통에 좋았습니다.
Migraine headache. Taking caffeine orally in combination
with acetaminophen, aspirin, and/or sumatriptan is
effective for treating migraine headache . Some evidence
shows that caffeine in combination with aspirin and
acetaminophen may be more effective than sumatriptan
in treating a migraine attack . However, taking caffeine
200 mg plus ergotamine seems to be less effective than
sumatriptan or calcium carbasalate plus metoclopramide
. Caffeine is an FDA-approved product for use with
analgesics for the treatment of migraine. -내추럴스탠더드-

Q. 커
 피와 약물
카페인이 편두통에 통증을 직접 줄여주기도 하면서 편두통 1차
약제인 NSAIDs의 흡수를 돕고 카페인과 같은 잔틴 계열 약물
인 파마브롬이 부종을 막기 위해 사용되며, 진정작용하는 약물
(항히스타민 등)의 졸음 부작용을 막기 위해 카페인이 복합된
약도 많이 있는 등 약리작용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약대생 때 물이 없어 아메리카노에 약을 자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목적으로 카페인 용량을 초과하
지 않도록 지도하면서 카페인 비 함유 약제를 커피와 같이 먹
으라고 하는 게 안 좋은 작용이 있을까요?
카페인이나 NSAIDs에 위장장애가 없는 분에 한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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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1) 카페인은 CYP1A2에 의해서 대사되기에 CYP1A2를 억
제하는 여러 약물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플루복사민말레산염, 클로자핀, 멕실레틴염산염,
솔라렌, 페닐프로판올아민, 테오핀린 등 기관지 확장제, 퀴놀론
등은 이 CYP1A2를 억제해 카페인과 상호작용을 유발할 수 있
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약물과의 상호작용은 아래 표에
정리돼 있습니다. 클로자핀, 리튬, 테오필린이 특히 문제네요.

Clinically Significant Pharmacokinetic Interactions Between
Dietary Caffeine and Medications.pdf

Q. 이
 소메텝텐 포함제제, 미가펜이나 마이드린 대신
쓸 수 있는 약이 있을까요?

답변1) 모든 의약품은 허가 갱신으로 허가 사후관리가 됩니다.
이전에는 한번 허가받으면 지속이 됐으나(재평가가 있긴 했으
나 10여년에 한번꼴이어서) 이제는 각 회사가 자기 허가품목을
5년마다 자료 제출해서 갱신을 받아야합니다.
갱신 제출자료 중 주요한 것이 해외의약품집 8개국의 허가 및
판매상황입니다. 국내 판매되고 있으나 외국에서 없어진 품목
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체로 유효성 부
족이나 부작용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소메텝텐 함유제제도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8개
국에서 사라져서 결국 갱신이 어려워 허가 취하한 걸로 이해하
고 있습니다. 실제 필드에서 효과를 보셨을 수 있으나 전세계
적으로 그 유효성이 인정되지 못했다고 봐야겠죠. 물론 동남아
나 아프리카 등에서는 판매되고 있을 수 있지만 식약처에서는
8개국 이외는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하실 거면 크래밍, 씨베리움,나프록센, triptan 계
열이 가능하고, 약국에서는 대체할 만한 진통제로 나프록센 정
도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약업�현장�트렌드

가장�빠르고

정확하게

약사에
게 궁금
한 것이

하는 수가 적다는 점을 반영했다.

‘10년전엔 말야’ 약사 10명 중 6명

한편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약국 경영기
간은 평균 15.3년으로 나타났지만 10년 전 환경과
비교하기 위해 이하 조사대상 약사는 추가 설문에

주머니 점점 가벼워진다?
‘내가 10년전엔 (약국할 때는) 말이야…’
젊은이들은 이른바 ‘꼰대’라고 불리며 우스갯소
리로 남은 말이지만 약국에서는 통용되는 것일까.
약국 경영 약사 10명 중 6명가량은 10년전 모습과
비교해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졌다고 답했다.
건강기능식품 등 일부 품목의 판매 비중은 늘었
지만 처방전과 일반약 판매가 감소했고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실제 수령금액도 예전만 못했다는 응
답이 이어졌다.
약사공론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전국 총 545명의
약사를 대상으로 약국 경영기간과 10년 전 대비 변

있다면
?

이 변화했다고 답했으며 18.7%만이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약사가 가장 경영환경 변
화가 크다고 인식했다. 50대 약사의 경우 81.3%가
10년전과는 다른 환경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는 응답을 남겼다.
이어 40대 약사가 78.2%로 뒤를 이었으며 60대
이상 약사는 76.1%를 차지했다.
단순비율로만 보면 30대 약사가 가장 많이 경영
환경이 변했다고 답했지만 20대부터 약국을 경영

서 제외했다.
10년 이상 약국을 경영한 약사 337명을 대상으
로 조사한 ‘10년전 대비 각 항목 증감 여부’ 추이
10년 전과 비교하면 약국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
났을까. 아쉽게도 응답 약사가 좋았다고 느낀 것은
건강기능식품 판매 뿐이었다.
건기식 판매가 나아졌다고 응답한 이는 61.7%
로 나타났다. 반면 나아지지 않았다고 답한 약사는
38.3%였다.
가장 줄었다 혹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답한 것은
약국의 처방전 비율. 응답자중 무려 65.6%가 상황
이 악화됐거나 나아지지 않았다고 전한 것이다.

화 여부를 물어본 결과 약사들은 이렇게 응답했다.
먼저 조사 대상 약사 중 약국을 10년 이상 경영
한 337명을 대상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경영환경
이 바뀌었냐고 묻는 질문에 10년 이상 근무 약사
337명 중 전체 79.8%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10년 이상 약국을 경영한 약사 337명을 대상으
로 조사한 '10년전 대비 경영환경 변화여부' 추이
이같은 답변은 남녀 사이 큰 차이가 없었다. 남
성 약사의 경우 총 78.3%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큰 차이가 없다(아니다)고 응답한 이는 21.7%에 불
과했다.
여성 약사 역시 81.3%가 10년 전 대비 경영환경

신제품 컨셉과 타겟 설정, 질환과 제품에 대한 약사 인식 조사, 처방 및 상담 현황 등 약사 대상 제약사의 다양한 질문 확인.
전국 약 1만 2000명 약사 대상으로 성별근무형태 등 구분하여 쿼터 할당 가능

조사
방법

•약사공론이 보유하고 있는 약사 pool 대상 모바일 설문 조사(정량조사)
•조사 목적에 맞춰 약사 타겟팅 하여 설문 SMS 발송
•설문에 참여한 약사들의 응답을 정리하여 결과 도출
•조사 주제에 따라 인터뷰, 좌담회 등의 정성조사도 가능

문항 수 주객관식 5~8문항 내외(다문항 가능, 문항수 협의 가능)
샘플 수 조사 목적에 따라 300 샘플 이상

문의: 약사공론 김미혜 대리 02-2182-9618 mhkim@kp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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