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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우울증은 전체 파킨슨병 환자 중 대략 50% 정도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흔한 파

킨슨병의 정신적 장애이다. 현재 유럽에는 약 500,000명 정도의 환자들이 파킨슨병

으로 인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역학 자료는 없

다. 우울증은 쉽게 발견되지 않고, 파킨슨병이 발생했을 때 진단되기 때문에 그 수

는 좀 더 많을 것이다. 인구통계학적 변화 때문에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의 비율

은 좀 더 높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킨슨병 환자의 증가를 예상 해 볼 수 있

다. 공존하는 불안 장애들도 빈번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신과적 합병증에 관심을 

갖고 파킨슨병과 우울증을 동반한 환자들에 대한 올바른 진단 및 치료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자주 묻는 질문들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 주요 우울증과 파킨슨병 환자들의 우울증의 차이는 무엇인가?

▶ 임상적 특징과 과정에 있어 우울증과 파킨슨병의 관계는 무엇인가? 

▶ 우울증이 파킨슨병의 주요 징후인가?

▶ 파킨슨병 환자에 있어 우울증은 소모성 운동 결함에 대한 단순 반응인가, 아니

면 두 장애 사이에 중요한 관계가 있는가?

▶ 우울증과 파킨슨병 사이에 흔한 원인, 발병기전 및 병태 생리는 있는가?

▶ 항 파킨슨병 치료가 우울 증상에 효과가 있는가?

▶ 현재 파킨슨병 환자에 있어 우울증에 대한 치료에 대한 지식은 무엇인가?

▶ 항우울이 파키슨병의 운동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가?

▶ 우울증에 빠진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약물 치료적, 물리 치료적, 정신 치료적 

권고 사항은 무엇인가?

1.1. 역사

 1817년에 제임스 파킨슨에 의한 단행본 “An Essay on the Shaking Palsy"는 처

음으로 질환의 본질로써 다양한 운동 증상들의 동시 발생에 대해 밝혔다(진전 마

비). 하지만 그는 감각과 사고의 장애에 대한 것을 제외시켰다(Figure 1.1). 파킨슨

의 발표는 길거리에서 경험한 몇 몇 환자의 병력과 육안 검사에만 기초를 둔 여섯 

개의 사례 보고를 담고 있다. 추가적인 임상적 검사를 받은 환자는 없다. 이것은 왜 

강직(rigidity)과 정신 병리학적 현상들을 포함한 비 운동 증상들이 언급되지 않았는

지를 설명 할 수 있다. 그러나 파킨슨병에 대한 모든 추후의 발표들은 우울증을 포

함한 이러한 증상들에 대해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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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빈도

 우울증은 파킨슨병 환자에게 가장 흔한 정신과적 합병증이다. 만일 현재 유럽에 

약 1,000,000명의 파킨슨병 환자들이 있다면, 이들 중 약 500,000명이 우울증을 

겪고 있을 것이다. 파킨슨병의 진행 과정과 치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발성 

정신병과 치매 약물에 의해 그 빈도가 낮아진다. 그러므로 파킨슨병에 있어 운동 

결함 외에 비 운동 증상들에 대한 관심은 지난 시간 동안 점차 증가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증상들만을 치료 효과에 대한 반응 척도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만약 

삶의 질 개선이 의미 있는 반응 척도와 치료 목표로 고려된다면, 이 문제에 있어 

우울증을 포함한 비 운동 증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게다가 개인의 요구와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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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웰빙에 대한 의료 전문가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비 운동 증상들은 우울증, 

정신 이상, 치매뿐만 아니라 피로와 수면 장애 같은 정신과적 합병증을 포함한다. 

다른 비 운동 증상들은 자율 신경계 이상과 통증, 마비 및 불타는 것 같은 감각 이

상을 초래한다(Shulmann 외. 2001).

 파킨슨 환자의 우울증 빈도에 대한 자료는 진단을 위해 선정 된 집단, 방법, 도구

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다(Table 1.1)

 가장 낮은 우울증의 비율(4%)은 입증 된 진단 인터뷰가 불가능 할 때의 오래된 

연구들에서 보고되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울증은 운동 결함에 대한 반응

이라고 믿었다. 이 때문에 기분과 충동 및 다른 것들을 파킨슨병의 증상으로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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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연구가들은 최근 10년 동안 집단과 우울증 확인을 위한 방법에 기초하여 

30~70%의 발생 빈도를 보고하였다. 우울증의 검출을 위한 입증된 도구의 적용과 

인식의 증가 또한 그 수의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 우울의 심각성을 살펴보면 파킨

슨병에 동반한 우울증 환자의 대략 50%가 중증에서 심각한 정도의 우울증을 겪고, 

50% 정도가 경미한 우울증이나 기분 저하증을 겪는다(Cummings 1992). 최근 보

고에 따르면 47% 정도가 경미한 우울증을 겪고, 22%가 중증에서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다고 한다(Lemke 외. 2005). 이 연구에 따르면, 모든 환자의 45.7%와 파킨슨

병으로 인한 우울증 환자의 79.7%에서 무 쾌감증(anhedonia)이 나타났다.

 파킨슨병 환자에 있어 우울증 빈도에 대한 자료의 높은 변동성에 대한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 대개 임상 및 입원 모집단 환자 선택의 차이

• 진단 범위 기준의 차이, 구조화 되지 않은 진단 인터뷰

• 우울증의 심각도 측정을 위한 진단 도구로서 입증되지 않은 척도의 적용

• 2차적 현상으로써의 우울증 개념

• 파킨슨병에 있어 비 운동 증상 발현에 대한 증가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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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인 증상들과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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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상적 증상 및 과정

2.1. 파킨슨병의 임상적 증상들

 파킨슨병의 전체 임상적 상황은 오직 흑색질(substantia nigra)과 치밀부(pars 

compacta)에서 도파민성 뉴런의 최소 50%가 퇴화되었을 때 발생한다. 전형적인 

전구 증상 특징들이 사전에 관찰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는 인식하기가 매우 어렵

다. 환자의 3분의 1에서 파킨슨병의 임상적 증상이 나타나기 수년 전에 근골격계 

통증이 먼저 나타날 수 있다. 그들은 전형적으로 약한 요통이나 경견완 증후군을 

보인다. 몇 몇 환자들은 이러한 전구 단계에서 에너지 부족, 전신 증상이나 박약을 

비롯하여 수면 장애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비록 정신과적인 치료를 거의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단계에 있는 환자들에게서 강박적 성격 특징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최소 3분의 1의 환자들에서 우울증이 임상적 진단보다 앞서서 발생한다

(Chapter 2.3.1). 또한 3분의 1정도의 환자들은 초기 증상으로써 진전(tremor)을 겪

는다. 이것은 보통 조기에 임상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때로는 몇 년 동안 본

태성 진전으로 오인되기도 한다(Jankovic& Tolosa 2002).

 파킨슨병의 주된 임상적 증상은 서동(bradykinesia)이다. 만일 이러한 서동이 강직

(rigidity), 휴식 진전(rest tremor)이나 균형 장애 세 가지 중 적어도 하나와 동반된

다면 이러한 임상적 특징은 파킨슨 증후군으로 설명 될 수 있다(Marsden 1982). 

이러한 것의 80%는 특발성 파킨슨병 증후군이나 파킨슨병이다. 임상적 진단을 위

하여 파킨슨병과 비특발성 파킨슨병 증후군의 구별은 중요한 단계이다. 

 파킨슨병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임상적 척도는 다음과 같다:

• 한쪽에서만 시작 됨

• 전형적인 휴식 진전

• 레보도파에 대한 반응성

 추가적인 중요한 암시는 파킨슨병의 과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심지어는 초기에 영향을 받지 않은 면에서 징후가 나타난 후에도 증상의 비대칭

이 계속 된다

• 5년 이상 증상들이 주로 운동 시스템에 지속 된다

• 레보도파가 이상 운동증(dyskinesia)을 야기 한다

 수 년 후에 레보도파에 잘 반응하지 않는 운동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구어장애와 균형 장애 등이 있다. 심지어 발병 수 년 후에 나타나는 자율 신경계 

장애와 전두-피질 인지 장애 같은 비 운동 증상들이 파킨슨병의 진단과 양립할 수 

있다.

 비록 파킨슨병의 진단이 주로 임상적 기준에 의존하더라도, 차별적인 진단에 기능

적 영상 시험이 유용할 수 있다. 소위 말하는 DaTSCAN은 특별하게 도파민성 흑질 

선조체(nigrostriatal) 뉴런을 표식하는 추적자를 이용한 특수한 SPECT 응용이다. 

이것은 특히 본태성 진전과 구별하기 어려운 지배적인 진전이 있는 경우에 파킨슨

병의 조기 진단을 함에 있어 매우 유용하다(Benamer 외. 2003). 심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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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BG-scintigram은 교감신경계 노르아드레날린성 신경 말단을 보여준다. 파킨슨병 

환자의 80% 이상이 이미 질병의 초기 단계에 심장의 교감 신경 지배를 보이는 반

면 비정형 파킨슨병 증후군의 경우 그러하지 않다(Nagayama 외. 2005).

■ 서동(bradykinesia)과 무동증(akinesia)

 '서동(bradykinesia)'이라는 용어는 움직임의 느림을 표현한다. ‘무동증(akinesia)'라

는 용어는 무능이나 자발적 움직임의 부족을 유발하는 움직임의 시작이 느림을 의

미한다. 지연된 반응 시간을 야기하는 무동증(akinesia) 보다 지연 된 움직임 시간

을 야기하는 서동(bradykinesia)이 좀 더 움직임의 반복을 방해한다. 임상 실습에서 

두 가지 요소는 거의 구분될 수 없고 흔히 동의어로 쓰인다. 서동의 다른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일반적인 느린 움직임

•  표정 감소증(hypomimia)

•  연하 곤란(dysphagia)

•  발어 장애(hypophonia)

•  과다 침분비(hypersalivation)= 삼키기의 무동증

•  소자증(micrographia)

•  불안한 걸음걸이(shuffling gait), 작은 발걸음(small steps)

■ 보행 장애(gait disturbance)

 파킨슨병 환자들에 있어 보행은 다양한 보편적인 변화를 보인다. 발걸음의 리듬이 

조금 깨지는 것은 소위 말하는 보행의 동결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은 무운동성의 

다리 때문에 갑자기 걸음을 멈추는 것이다. 파킨슨병에 있어 전형적인 멈추어진 균

형과 발가락으로 걸으려는 성향 때문에 신체의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옮겨지고 걷

는 동안 손발이 몸통으로 따라간다. 환자들은 그의 앞에 있는 가방을 잡으려고 시

도하고 스텝을 빠르게 함으로써 작은 걸음걸이로 대신한다(가속보행). 이러한 것은 

병리학적 자세의 증가와 넘어짐을 일으킬 수 있다(추진). 파킨슨병 환자들이 이야기

를 할 때 종종 문장 끝 부분을 향한 엄청난 가속과 함께, 말을 시작함에 있어 지연

됨을 경험한다.   

■ 자세

 자세 반사는 무게 중심이 갑자기 앞쪽으로 쏠렸을 때 발생하는 자동 보상 운동이

다. 파킨슨병에서는 이러한 반사들이 방해 받는다. 처음에는 파킨슨병의 이러한 양

상이 레보도파에 꽤 잘 반응한다. 하지만 주요 체간 증상으로써 자세 반사의 장애

의 지속은 심각한 치료적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고, 환자들은 말단의 서동이 레보

도파에 여전히 잘 반응한다고 해도 넘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자세 반사

가 파킨슨병의 네 번째 주 증상으로 소개 되었다. 가방을 앞이나 옆, 뒤로 옮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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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되거나 사라진 보상 운동은 pro-, latero-, 후방 돌진(retropulsion)으로 불려진

다. 

■ 진전(tremor)

 파킨슨병의 전형적인 진전 특징은 휴식기의 진전이다. 이 진전은 근육이 이완되었

을 때 나타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감소되거나 심지어 사라지기도 한다. 그 빈도는 

전형적으로 4Hz에서 6Hz 사이이지만, 초기 단계에서 좀 더 높다. 흔히 상지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지만 다리와 얼굴, 턱 근육들도 포함 될 수 있다. 모든 파킨슨

병 환자의 약 75%가 전형적인 휴식 진전(rest tremor)을 겪는다. 보통 한 쪽 면에

서부터 시작하고 감정적인 스트레스나 정신 업무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 임상적으

로 손에서 엄지와 집게손가락을 교대로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종종 관찰될 수 

있는데 소위 ‘pill-rolling' 진전이라고 한다. 전형적인 휴식 진전은 보통 매우 심한 

경우에서 운동 기능을 방해한다. 휴식 진전 때문에 기능 장애의 심리 사회적 핸디

캡은 좀 더 중요한 문제이다. 진전의 다른 형태는 자세성 상태에 속하고 파킨슨병

에서 움직이는 동안 관찰 될 수 있다. 그들은 전형적으로 낮은 진폭이지만 때로는 

운동 불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본태성 진전과 구별하기가 어렵다.

■ 강직(rigidity)

 작용적, 길항적 근육에서 높아진 긴장상태에 의해 일어난 파킨슨병에 있어 강직은  

환자들에 의해 근육강직으로 인지된다. 종종 당기는 느낌, 불쾌감, 통증에 의해 수

반되기도 한다. 진행된 파킨슨병에서 누워있는 자세에서 목의 강직은 보통 머리를 

침대에 눕지 못하게 한다. 강직을 위한 임상 시험은 다른 연결부에서 느린 수동 운

동이다. 경련성 마비와는 대조적으로 강직에 있어 근육 긴장의 평가는 속도 의존적

이지 않고 ‘납-관형 경직(lead-pipe rigidity)'로 설명된다. 이 위에서 강직은 보통 

기본적인 진전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소위 말하는 ’cogwheeling'을 종종 느낄 수 

있다.  

■ 치매(dementia)

 전형적인 파킨슨병 환자집단의 약 20%가 치매 증상을 겪는다. 하지만 이러한 연

령대의 집단에서 일반적으로 치매의 다른 원인들이 많다. 85세 이상의 파킨슨병 환

자의 65%가 치매를 보인다. 주요 증상들은 기억력 문제이다. 인지 과정의 느려짐

이나 완서는 적당하게 발생하는 반면 지적 능력들은 잘 보존된다. 전두골 결함 때

문에 파킨슨병 환자들은 흔히 인지적으로 경직되고 강박적임을 보인다. 파킨슨병에

서 우울증은 주요 인지 장애와 구별하기 어려운 가성치매(pseudodementia)를 야기

할 수도 있다(Chpater 2.2.). 

■ 자율신경 기능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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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 신경계는 심지어는 조기 단계의 환자들에서 까지 많은 환자들이 영향을 받는

다. 하지만 이러한 조기 자율신경계의 개입은 잠재적으로 발생하고 심장의 

MIBG-scintigram 같은 진단적 시험에서만 유일하게 보여 질 수 있다. 임상적으로 

두드러진 자울 신경계 증상들은 오직 파킨슨병의 후기 단계에서만 진행되고, 가장 

흔한 증상은 기립성 저혈압이다. 그러나 변비, 방광, 발기 부전 또한 이러한 환자에 

있어 관찰 될 수 있다. 과도한 땀 분비의 결과로써 지루(seborrhoea)는 또 다른 전

형적인 증상이다. 

2.2. 파킨슨병 환자에 있어 우울의 임상적 증상

 두 가지 장애의 중복되는 증상들 때문에 파킨슨병 환자에서 우울증의 진단은 어려

울 수 있다. 수면 장애, 집중력 장애나 피로는 우울하지 않은 파킨슨병 환자에게서

도 관찰되는 반면, 정신운동 지체, 서동이나 감소된 모방 움직임 같은 우울증의 전

형적인 증상은 파킨슨병에 의해 발생한 신경학적 결손의 일부분일 수 있다. 파킨슨

병 환자에 있어 우울증의 진단은 공허하고 절망의 감정, 감성적인 반응 활동의 감

소, 유쾌한 일을 경험할 수 없음 등을 포함한 주관적으로 경험한 증상들에 기초를 

한다(Table 2.1).

 우울한 증상의 프로파일은 uni-and bipolar 우울증(ICD-10)의 우울한 증상들과는 

다르다.(Tabl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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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책감이나 자기 비난, 더 높은 자살 관념의 빈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살 비율 

등과 함께 나타나는 과도한 슬픔의 형태는 다양한 연구 논문들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파킨슨병과 관련 된 우울증은 uni-and bipolar 우울증과는 전혀 다

른 특정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나타낸다. 불안하고 불쾌한 우울증은 Van 

Praag(1994)에 의해 기술되었고, 세로토닌성 메카니즘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

다. 흥미와 동기유발 및 추진력의 소실은 도파민성, 노르아드레날린성 전달물질의 

변화와 관련 있을 수 있다(Figure 2.1).

 우울증을 동반한 환자들의 하위 그룹은 주로 계획하고, 연속적으로 행동하고, 체계

화 하는 것 같은 실행 기능의 장애를 나타내는 것 같아 보인다(Alexopoulos 2001). 

대부분 고령 환자들이 운동의 느려짐과 지체, 무감정, 일상 기능의 장애를 경험한

다. 이러한 집단이 항우울제에 대한 적은 반응과 좀 더 만성적인 경향을 동반한 

striato-frontal projections과 D3 수용체들의 기능 이상으로 특징지을 수 있음이 논

의 되어 왔다. 새로운 도파민 항진제, 아세틸콜린 분해 억제제나 아편 항진제, 길항

제를 포함한 새로운 치료 전략이 이러한 환자에 사용 될 수도 있음이 가정되어왔

다. 

 우울 빈도의 관점에서 볼 때, 파킨슨병 환자에 있어 치매의 동반 유무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몇 몇 연구들에서 파킨슨병과 우울증을 동반한 환자들

이 우울증을 동반하지 않은 환자들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신경심리학적인 결함을 많

이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전두골과 전후-피질하부 구조체의 

신경심리학적 기능이 손상된 것으로 보여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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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과정

 대부분의 연구들은 파킨슨병 환자들의 나이와 우울증의 발생 빈도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그러나 파킨슨병과 우울증을 동반한 환자들에게서 파킨슨병의 

운동 증상들이 좀 더 일찍 나타나는 것 같다. 여성 파킨슨병 환자에게서 우울증의 

발생이 좀 더 높다는 논의의 결과들이 있다. 여성에 대한 주요 우울증에 대한 명백

한 상관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여성이 파킨슨병의 우울증에 있어 위험 요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증명의 여지가 남아 있다. 

 파킨슨병의 운동 증상들은 우울증을 동반하지 않은 환자보다 우울증을 동반한 환

자에게서 좀 더 빨리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파킨슨병의 기간과 우울증의 빈도 

사이의 관계가 그럴 듯함 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증거들로는 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UPDRS(Unified Parkinson's Disease Rating Scale)에서 수정 된 형태인 Hoehn& 

Yahr(1967)에 의한 파킨슨병의 광범위한 단계 범위는 파킨슨병의 운동 증상만을 고

려하였기 때문에 신경심리학적 증상들과 다른 비 운동 증상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신경심리학적 증상들이 파킨슨병의 서로 다른 단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Hoehn& 

Yahr에 의한 단계 범위는 확대 되었고, 우울증과 정신이상, 인지 및 다른 비 운동 

증상들을 포함한 새로운 단계 분류법이 개발 되었다(Yamamoto 2001).

 파킨슨병 환자에 있어 우울한 증상들의 과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자료들은 

우울증을 동반 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파킨슨병 환자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비교

적 안정적인 과정 보여주었다. 파킨슨병에 있어 우울한 에피소드들과 완하 및 재발

이 주요 우울증과 비슷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APA 1994, WHO 

1991). 쌍극성 장애(bipolar disorder), 조울(bipolar I)이나 우울증 후의 submanic 

에피소드(bipolar II)의 징후 대한 자료는 없다. 파킨슨병의 진행 과정 동안 우울증

이 운동 증상들의 심각성을 조절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 된 바 없다. 우울증이 파

킨슨병과 연관되어 있을 때 치료 반응은 더 낮은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지지할 통제된 자료는 없다. 

2.3.1. 조기 징후로서의 우울증    

 1905년에 Kraepelin은 이미 우울증 환자의 운동 증상들에 대해 기술한 바 있다. 

우울증의 주요 증상으로써 보행의 변화, 모방 운동, 자세, 말하기, 명백한 서동을 

포함했다(Kraepelin 1905).  

 우울증과 불안의 증상들은 파킨슨병의 운동 증상과 다른 신경학적 증상들이 나타

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다. 후향적 연구들은 이러한 감정적인 증상들이 파킨슨병 

환자에게서 운동 증상이 나타나기 몇 년 전에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Shiba 

외. 2000). 일관되게 인정 된 파킨슨병 환자(n=34)에 대한 연구에서 환자의 3분의 

1이 파킨슨병의 운동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진

단되었다. 연속적으로 연구 된 우울증을 동반한 환자(n=99)에서 운동 증상들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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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되었다. 파킨슨병의 증상들이 우울증 환자의 20%에서 나타났지만 아무도 통제 

되지 못했다. 우울증과 파킨슨병의 증상을 동반한 환자들은 고령이었고, 좀 더 심각

한 인지 기능이상과 우울 및 불안 증상을 보였다. 파킨슨병 증상들의 심각성은 우

울증의 완화 이후에 감소되었다. 우울증과 파킨슨병의 비슷한 특징들은 우울증에 

있어서 흑선조체(nigro-striatal) 도파민성 projections의 공여를 나타낸다. 운동 증

상들이 우울증의 소실 후에 가역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저핵(basal ganglia)의 

기능이상은 구조적이기 보다 기능적일 수 있다(Starkstein 외. 2001). 우울증에 있

어서 다양한 운동 기능들에 대한 연구들은 건강한 대조군과 비교하여 주요 우울증 

환자에 있어 운동 기능의 좀 더 두드러진 변화를 보여주었다(Lemke 외. 1999, 

2000, 2001; Raethjen 외. 2001).

 우리 연구실의 역동학적 주행 요소 분석은 주요 우울증 환자의 보행에 있어서 파

킨슨병 환자에 알려져 있는 기능 이상과 유사한 정적이고 활동적인 기능의 변화를 

보여주었다(Figure 2.2). 특히 걸음걸이 속도의 조절에 있어서 속도와 리듬 간의 관

계는 이러한 환자들에 있어서 기저핵의 기능이상을 가리킨다(Figure 2.3)(Lemke 

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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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이 파킨슨병의 후기 징후의 위험요소를 증가시킨다는 스칸디나비아인을 기

준으로 한 통계학적으로 명백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두 장애의 관계는 추가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항우울제를 통한 치료는 신경 보호학적 속성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의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두 장애의 과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파킨슨병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가설이 있다.  

임상 실습의 결과

우울증은 파킨슨병의 첫 번째 징후가 될 수 있다

 우울증과 불안은 운동 증상들이 나타나기 수 년 전에 나타나는 파킨슨병의 첫 

번째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정서 장애 환자들은 운동 증상에 대해 주의 깊게 진

찰 되어야 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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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운동 증상들과 우울증

 현재의 연구들은 특히 파킨슨병의 운동 결함에서 우울증의 발현이 순전히 신경학

적인 반응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우울증의 심각도와 파킨슨병에 의한 

결함의 증가 사이에는 어떠한 선형적 관계가 없다. 우울증은 파킨슨병의 조기 및 

후기 단계에서 좀 더 자주 나타나는 것 같다.

 다른 비슷한 무능한 만성 질환과 비교했을 때 우울증은 파킨슨병 환자에서 좀 더 

높은 발현을 보인다. 파킨슨병과 우울증 사이의 주요 연관관계의 추가적인 징후는 

파킨슨병의 아형의 과정과는 차이를 보인다. 동시에 일어나는 우울증의 높은 빈도, 

비자발적인 움직임, on-off 현상으로 파킨슨병의 조기 징후가 특징지어지는 반면, 

만발성 파킨슨병은 진전, 경직, 무동 같은 전형적인 파킨슨병 증상들로 특징지어 진

다(Starkstein 1998). 55세 이전의 파킨슨병 징후와 가족력은 파킨슨 환자에 있어 

우울증 발생의 위험 요소이다. 

 운동 현상과 우울증 사이의 관계에 대해 연구 결과들이 명확하지 않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기분과 운동 증상 변화의 관계에 대해 밝혀내지 못했다. 어떤 연구들은 

우울증을 동반한 파킨슨병 환자에서 더 많은 강직과 서동을 기술하거나, 진전 지배

적인 아형 보다 자세 불균형과 보행 장애를 동반한 파킨슨병 환자에서 더 많은 우

울증을 보임을 기술하였다. 결과들은 우울증이 보행 장애, 무동증, 강직 등과 같이 

도파민성 치료에 반응하는 파킨슨병의 증상들과 좀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도

파민에 덜 반응하는 진전과는 크게 관련이 없음을 나타낸다. 

 파킨슨병은 한 쪽에서 시작되고 그 과정을 통해 비대칭적으로 지속된다. 측부 운

동 증상들과 우울증 사이의 관계는 정서적 증상과 장애의 병태생리를 위한 뇌의 대

측성 구조의 역할을 의미한다. 한 연구에서 좌측이나 두부 침범이 있는 환자와 비

교하여 우측 반파킨슨증 환자에서 좀 더 높은 자가 평가 우울증 점수를 보임을 밝

혔다. 파킨슨병 환자에 있어 편측화와 우울증 빈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들

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 현재의 논문들은 파킨슨병에서의 우울증은 우측 반파킨슨

증과 좌측 반구의 두드러진 기능 이상과 좀 더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2.3.3. On-off 현상

 On-off 현상들은 레보도파로의 만성의 치료 동안 발생하는 운동 동요(motor 

fluctuation)이다. 많은 연구가들은 파킨슨병 환자에 있어 더 높 우울증 빈도와 

on-off 현상을 발견했다. 우울한 증상들은 on 기간에 비해 off 기간에 좀 더 심각

하다(Figure 2.4). 운동 동요에 중재 된 도파민과 관련 있는 갑작스러운 기분 변동

은 감정 조절에 있어서 도파민의 타당성을 제시한다. 



17

2.3.4. Off 기간과 관련 있는 우울증

 파킨슨병 환자에서 우울증은 off 기간의 발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치료에 있어

서 다르기 때문에 "off 기간과 관련 없는" 우울증과의 구별은 매우 중요하다. off 기

간과 관련 있는 우울증은 대부분 clear-cut off 기간과 연관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

는 구별해내기 어려울 수 있다(Table 2.3). 우울증의 이러한 형태는 연관 된 근긴장 

이상증과 불안 및 우울증이나 통증과 함께 연장된 off 기간을 생성하는 차선의 용

량으로 치료받은 환자에서 두드러지게 발생한다. 증상들이 치료의 시작과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때로는 약물의 부작용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증상들은 약

물의 증가와 함께 개선된다. 흔히 off 기간과 관련 있는 우울증은 동요를 동반하고 

중대한 off 기간의 환자들에게서 쉽게 인지된다(Liebermann 2006, Swabini 외. 

2005). 

2.3.5. Off 기간과 관련 없는 우울증

 파킨슨병에서 우울증의 대부분은 off 기간과 관련이 없다(최소한 심각한 off 기간

과는 관련이 없다). 우울한 증상과 운동 증상이나 투약시기 사이의 명백한 관계는 

없다(Table 2.3). 이러한 우울증은 운동 증상의 발생보다 먼저 나타날 수 있고, 그

렇기 때문에 파킨슨병의 조기 표식이 될 수 있는 비 운동 증상을 대표한다

(Leibermann 2006, Swabini 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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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 

 우울증과 파킨슨병 환자들은 보통 우울증을 질병으로 여기지 않지만, 우울한 기분

과 감소된 박력이 파킨슨병의 “통상적인” 특성이고 운동 결손에 대한 반응이라고 

믿는다.

 암스테르담의 자유 대학의 정신 의학과 학과장이었던 Kuiper(1991) 또한 그의 전

기에 그 자신의 우울한 인지에 대한 현상을 주요 우울증의 흔한 특징이라고 기술했

다: Many patients do not recognize that they suffer from a depressive 

disorder. They feel down, hopeless, guilty, exhausted, tired, lost without 

understanding that these are symptoms and caused by a disease called 

depression.(많은 환자들이 그들이 우울 장애를 겪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들

은 이러한 증상들에 대한 이해 없이 저하됨, 절망적임, 가책, 지치고 피곤함, 손실

을 느끼게 되고, 우울증이라는 질병에 의해 생기는 것이다.) (Figure 3.1.) 파킨슨병 

환자에 있어 우울증에 대한 연구들 또한 파킨슨병 환자들에서 우울증이 과소평가되

고, 미 연구 되었고, 덜 치료되었다고 지적하였다(Richard 외. 1997).

 우울증을 진단하기 위해 ICD-10이나 DSM-IV(APA 1994, WHO 1991)의 진단 기

준이 사용되고 체크되어야 한다(Table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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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은 치료 계획에 적당한 아래의 범위(ICD-10)에 따라 한층 더 구별 지어져야 

한다.

•  심각성(경증, 중등증, 중증)

•  신체 증후군(Table 3.2)

•  망상 

 우울증의 심각도는 HAMD(Hamilton Depression Scale)를 이용한 의사에 의해 평

가되었고 증명 되었다(Hamilton 1962). 이 도구는 진단을 하기 위해 입증되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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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임상에서 우울증의 심각도를 증명할 실제적 가능성은 자기평가 도구인 

BDI(Beck Depression Inventory)이고 파킨슨병 환자에 있어 입증 되었다(Beck 외. 

1961). 파킨슨병과 우울증의 서로 겹치는 증상들은 진단적 어려움을 나타내고 이는 

또한 현재의 우울증 척도를 적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우울증의 주요 증상인 

기쁨을 느낄 수 없는 쾌감상실은 SHAPS-D(Snaith-Hamiltion-Pleasure-Scale)와 

자기 평가 척도에 의해 증명되고 수량화 될 수 있다(Franz 외. 1998, Lemke 외. 

2006). 파킨슨병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울증만의 독특한 증상을 측정할 도구는 없

다. 

 파킨슨병의 관련성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WHO에 의해 전 세계적인 조사가 시

행되었다(Global Parkinson's Disease Survey)(Yamamoto 2001). 

BDI(Beck-Depressions-Inventory)는 자가 경험한 우울한 증상들을 증명하기에 적

합하다. 환자의 50% 정도는 눈에 띄는 우울증 환자였다. 하지만 유일하게 환자의 

2%와 보호자의 1%가 이것을 알아챘다. 우울증은 파킨슨병과 삶의 질 변화의 관계

에서 변화의 58% 정도를 설명하기 때문에 운동 결손 보다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 연구의 추가적인 결과는 환자들이 의사의 질병에 대한 설명에 만족하는 

것과 낙관적 태도를 취하거나 비관적 태도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

었다. 이 연구의 결과들은 또한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들의 우울증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어떠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국제적 파킨슨병 연구 모임(International Parkinson Study 

Group) 의해 파킨슨병 환자에 있어 항 우울제의 처방에 대해 진행된 신경학자들 

사이에서의 조사에 의해 지지되었다(Richard 1997). 치료하는 신경학자들은 그들의 

파킨슨병 환자들 중 26%가 항 우울제로 치료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환자들의 51%

는 초기 약물로 SSRI(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를 받았고(Chapter 

6.3.1.9.1), 환자의 41%는 TCA(tricyclic antidepressants)로, 8%는 다른 약물로 치

료 받았다. 게다가 이 조사는 의사들이 파킨슨병 환자에 있어 진단과 항 우울제의 

선택에 있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른 파킨슨병 증후군으로부터 특발성 파킨슨병을 구별해 내는 것은 실질적인 관

련성이 있다. 파킨슨병 증후군과 관련이 있는 우울증의 과정과 항우울제 치료의 효

과는 특발성 파킨슨병과의 것과는 다르다. 하지만 이것은 일화적인 지식과 관련된 

것일 뿐 이것을 지지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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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울증, 무능 및 삶의 질 

4.1. 무능

 장애의 범위 내에서 파킨슨병 환자에서 우울증의 중요성은 다양한 접근에 의해 연

구 되어왔다(Cummings 1992). 

1. 다른 만성 질환과 비교했을 때 파킨슨병 환자에서의 우울증

2. 일상생활에서 우울증과 장애의 심각성과의 상관관계 

3. Hoehn& Yahr(1967)에 의한 우울증과 단계의 관계

 (1) 연구들은 다른 장애 비교하여 파킨슨병에서 현저히 많은 우울증을 보여주었다. 

예. 쌍마비(paraplegia), 만성 관절염(chronic arthritis), 다른 체세포 만성 질환

(chronic somatic diseases) (2) 대부분의 연구들은 감정 변화와 기능적 결함 사이

의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3) 우울증과 파킨슨병의 Hoehn&Yahr 단

계와의 관계에 대한 결과물들은 일관성이 없었다. 어떤 연구들은 우울증과 파킨슨

병의 단계 사이의 관계를 발견한 반면 다른 것들은 그러하지 않았다(Starkstein 외. 

1990). 초기와 후기 파킨슨병에서는 우울증이 좀 더 심해진다는 분포가 있다. 결론

적으로, 데이터들은 파킨슨병에서 무능의 정도가 우울증과 관련된 결정요소라는 가

설을 뒷받침하지 못했지만, 우울증은 좀 더 무능하게 만드는 추가적인 요소일 것이

다. 

4.2. 삶의 질

 파킨슨병에서 삶의 질과 우울증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매우 명확한 결과들이 있다. 

파킨슨병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시험한 거의 대부분의 임상들은 

우울증이 주요인 중 하나이거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Figure 

4.1.). 우울증과 삶의 질 사이의 관계를 발견하지 못한 유일한 연구는 우울증을 측

정하지 않았다. 

 파킨슨병은 만성적인 과정을 가지고 있고, 진행적인 무능을 야기하며, 진성 당뇨병 

같은(diabetes mellitus) 다른 만성 장애 보다 삶의 질을 훨씬 더 감소시킨다

(Karlsen 외. 1998). PDQL(Parkinson's Disease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을 

이용한 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연구는 삶의 질 감소는 고령, 파킨슨병의 심각도, 인

지 결손, 우울증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Hobson 외. 1999). 

 만일 환자들이 박식하지 않고 질병에 대해 훈련받거나 적절한 대처법(Chapter 

6.3.9)에 대해 교육받지 못했다면, 또한 만일 그들의 판단이 우울한 인지와 정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면, 그들이 실제로 그러한 것 보다 장애가 더 심각하다고 판단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삶의 질은 오히려 우울한 주관적인 판단 때문에 운동 기능 이상에 의한 

실제적인 것 보다 감소될 것 이다. 파킨슨병 환자에서 삶의 질은 운동 기능이상 자

체로 감소되었다(Caap&Dehlin 2001, Karlsen 외. 1998, Kuopio 외. 2000, Schr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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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00. Zach 외. 2004). 최근 국제 연구가들은 파킨슨병의 심각도에 비해 우울

증이 파킨슨병 환자의 삶의 질 변화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Globla 

Parkinson's Disease Survey Steering Committee 2002). 그러므로 우울증은 운동 

증상의 치료와는 별개로 철저하게 치료되어야 한다. 의학에서 진단과 치료의 평가

에 있어서 삶의 질의 양상에 대한 관심은 증가되어 왔고, 약물학적/ 비 약물학적 

치료의 평가를 위한 주목표가 아니라면 의미 있어 보인다(Chapter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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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치료

파킨슨병 환자에서 운동 및 비 운동, 특히 우울한 증상의 어떠한 치료라도 두 가

지 다른 관점에서 평가되어왔다: 

• 항파킨슨병 약물이나 운동기능과 우울증에 대한 치료 효과

• 우울증과 운동 기능에 대한 항우울제 치료의 효과  

 대부분의 파킨슨병 환자들은 도파민이나 도파민 항진제로 치료를 받는다. 게다가 

정위적 수술과 물리 치료가 적용되기도 한다. 파킨슨병 환자에서 있어서 우울증의 

약물적 치료는 전통적인 것과 새로운 항 우울제가 있다. 

5.1. 파킨슨병의 특수 치료

5.1.1. 약물 요법

5.1.1.1. 레보도파

 레보도파는 파킨슨병 증상들을 경감시킴에 있어 여전히 가장 효과 있는 약물이다. 

하지만 장기간의 레보도파 치료는 반드시 지연 된 부작용을 야기한다. 그렇기 때문

에 반드시 가능한 저용량에서 필요에 따라 고용량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레보도파

는 도파 탈탄화 효소에 의해 전환된다. 말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레보도파

는 유일하게도파 탈탄화저해제(DDI, dopadecarboxylase inhibitors)인 벤세라자이

드(benserazide) 및 카비도파(carbidopa)와 병용하여 사용될 수 있다(Figure 6.1). 

레보도파는 혈액 뇌관문(BBB, blood brain barrier)을 통과하여 남아있는 도파민성 

흑질선조체 세포로 들어가며 탈탄화된다. 시냅스에서 방출된 후 도파민은 선조에서 

도파민 수용체의 다른 타입에 결합한다(Figure 6.1). 신환에서의 일반적인 용량은 

50mg이거나 100mg을 DDI와 병용하여 1일 3회 복용한다. 보통 1일 용량은 일반적

으로 600mg 정도이고 일 1200mg가 넘는 용량은 거의 필요 없고 피해야만 한다. 

오심, 구토나 기립성 조절곤란 같은 일어날 수 있는 갑작스러운 부작용 때문에 용

량은 점차적으로 늘려야 한다. 오심의 경우 용법으로 초기 용량으로 레보도파의 주

요 작용을 간섭하지 않는 말초의 도파민 길항제 돔페리돈(domperidone) 10-20mg 

2회 주어질 수 있다. 혈액 뇌관문을 통한 레보도파 흡수와 전달은 능동적인 과정이

다. 이러한 전달 시스템은 레보도파의 유입을 줄여주기 때문에 다른 아미노산에 의

해 사용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의 흡수를 높이는 것으로 레보도파의 혈

중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고 동요효과의 경우에는 음식물 섭취 30~90분 전에 주어

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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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된 방출 제형의 생체 이용률은 30~50% 감소되었다. 지연된 흡수와 혈중 농

도의 완만한 증가 때문에 최고 농도가 좀 더 낮다. 그러므로 오랜 간격을 두고 단

일 용량을 줄 수 있지만 비슷한 증상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두세 번 주어져야 한

다.

 수용성 레보도파는 매우 빠른 효과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on-off 동요현

상을 가진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연하 곤란 환자들에게 수용성 제형은 비

위관(nasogastric tube)을 통한 투여에 있어 최적이다. 

 레보도파는 한 시간 내 짧은 반응시간과 오랫동안 지연되고 얼마 동안 남아 있을 

수 있는 긴 반응시간을 가지고 있다. 파킨슨병의 초기 단계에서 레보도파 용량의 

증가는 몇 일 후에 안정적인 임상적 개선을 나타나게 한다. 이러한 환자들에서 갑

작스러운 레보도파의 투약 중단 후에 효과는 1주까지 남아있다. 일반적인 on-off 

동요(아래 참고)는 파킨슨병의 진행 된 단계에서 짧은 반응 시간을 반영한다. 긴 반

응 시간의 정도는 살아있는 도파민성 뉴런의 저장 가용력에 달려있고 그로 인해 감

소는 파킨슨병의 진행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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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2. MAO-B-차단제

 현재 파킨슨병에 사용할 수 있는 MAO-B 저해제는 셀레지린(selegiline)과 라사질

린(rasagiline) 두 가지가 있다. 둘 다 monoaminoxidase-B를 선택적으로 또한 비

가역적으로 차단하고 그 때문에 도파민의 퇴화를 줄여준다. 레보도파와의 병용에 

있어 레보도파 효과의 범위와 기간이 확실하게 증가하는 반면, 단독요법으로서 그

것들의 효과는 비교적 약한 것 같다. 하지만 MAO-B를 차단함에 있어 라사질린은 

셀레질린에 비해 5~10시간 좀 더 효과적이다. 둘 다 레보도파 치료를 지연하기 위

해 젊은 신환에서 사용될 수 있고 MAO-B 저해제가 동시에 주어졌을 때 레보도파 

용량은 줄어들 수 있다(Parkinson study group 2004). 셀레지린의 1일 용량은 한  

두 번에 나누어 5~10mg이고 라사질린은 단독으로 1일 1~2mg이다. 이러한 약물

의 부작용은 부분적으로는 레보도파 유효성의 증가 때문이고 부분적으로는 그것들

의 대사생성물 때문이다. 셀레지린은 간에서 메탐페타민(methamphetamine)으로 

대사 되는 반면, 라사질린의 대사산물은 어떠한 혈관 작용적이나 중추신경 증상도 

없다. 그러므로 교감신경 흥분작용의 부작용과 수면 장애는 셀레지린에서 좀 더 자

주 나타나는 것 같지만 간의 초회 통과 효과를 우회하는 특수한 셀레지린 정제의 

사용으로 막아질 수 있다(Clarke 외. 2003). 두 물질은 질병 변화 효과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에 진행 된 실험에서 신경 보호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5.1.1.3. COMT-차단제

COMT-저해제의 작용 메커니즘은 주로 레보도파 하락에 있어 중요한 효소인 말초

의 COMT의 가역적인 차단에 기초를 둔다. 그것은 레보도파를 혈액 뇌관문을 통과

하기 위해 레보도파와 경쟁하는 3-OMD(3-O-Methyldopa)로 전환한다. 그러므로 

COMT-저해제는 혈중 레보도파 농도를 증가시키지 않을 뿐더러 뇌로의 레보도파의 

유입을 증가시킨다. 두 메커니즘은 뇌에서 레보도파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그러 인

해 더 오래 지속되고 좀 더 일정하며, 도파민의 박동성 자극을 적게 한다. 레보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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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COMT-저해제의 병용은 생체 이용률의 감소 없이 지연된 방출 제형과 비슷한 

효과를 갖고 off 기간이 감소한다. 레보도파 용량이 줄어들지 않았을 때 부작용은 

주로 레보도파 부작용의 강화작용 때문이다. 현재 두 COMT-저해제가 사용 가능하

다. 하나는 혈액 뇌관문을 통과하지 않는 엔타카폰(entacapone)이고, 다른 하나는 

혈액 뇌관문을 통과하는 톨카폰(tolcapone)이다. 주요 효과가 말초의 COMT의 저해

로 인해 조정되기 때문에 두 물질은 비슷한 효과를 갖는다. 톨카폰의 사용은 간독

성 부작용 때문에 제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간 효소의 증가가 있어도 

알려진 간 질환 환자에게는 처방 되면 안 된다. 톨카폰으로의 치료 첫 해에는 간 

기능 검사를 2주마다 할 것이 권고되고 그 후에는 매 4~8주마다 할 것이 권고된

다. 이러한 검사들이 조금이라도 비정상을 보인다면, 톨카폰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엔타카폰(200mg)은 레보도파 복용 시마다 주어지는데 일일 용량

이 2000mg(10정)을 넘어서는 안 된다. 톨카폰은 또한 항상 레보도파(100mg)와 항

상 함께 주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용량은 예외적으로 200mg 일일 2회로 주어져야 

한다. 두 COMT-저해제는 모두 효과적인 레보도파 농도를 30% 정도 증가시킨다. 

현재 사용을 쉽게 하고 환자 순응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레보도파와 엔타카폰 

200mg의 복합제가 정제로 소개되었다. 

5.1.1.4. 도파민 작용제

 도파민 작용제는 대뇌뿐만 아니라 말초의 도파민 수용체를 직접적으로 자극한다

(Figure 6.1). 그것의 효과는 시냅스전 뉴런과 그것들의 대사로부터 자유롭다. 그 

동안 기저핵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수의 다른 도파민 수용체의 하위 타입들이 소개

되어왔다. 그것들은 D1과 D2 두 가지 주요 그룹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질 수 있

고, 그것은 다시 다양한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D1: D1/D5; D2: D2/D3/D4). 그것

은 뇌의 서로 다른 구역에서 별도로 나타난다. 도파민 항진제는 아마도 파킨슨병의 

특이한 증상에 대한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서로 다른 수용체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Radad 외. 2005). D2 수용체의 자극은 레보도파로 인한 운동 동요의 완화에 연관 

된 것이라고 여겨져 왔고, D3 수용체는 도파민 항진제의 항 우울 효과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되어 왔다. 이와 같은 특별한 작용들이 모델 시스템에서 연구에 의해 

관련되었더라도, 서로 다른 도파민 항진제 사이의 특수한 효과를 비교하는 임상 시

험들은 거의 없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도파민 항진제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신경보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다. 

 현재 사용 가능한 에르고린(ergoline), 비 에르고린(non-ergoline) 도파민 작용제

는 다음과 같다:

• 브로모크립틴(bromocriptine)

• 퍼골라이드(pergolide)

• 알파- 디하이드로에르고크립틴(alpha dihydroergocriptine)

• 리슈라이드(lisu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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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베골린(cabergoline)

• 로피니롤(ropinirole)

• 프라미펙솔(pramipexole)

• 아모몰핀(apomorphine)

가장 짧은 반감기를 가지고 오로지 경피 주사로만 쓰일 수 있는 아포몰핀을 제외

하고, 모든 다른 물질들은 경구로 주어진다. 도파민 작용제들은 파킨슨병의 모든 세 

가지 중요한 증상들을 경감시킨다. 하지만 그것들이 레보도파 보다 효과가 덜 하지

만 오심, 저혈압, 환각, 정신이상 같은 급성 부작용의 위험이 더 높다. 긴 반감기는 

확실하게 유익하고 이상 운동증(dyskinesia) 예방에 중요한 요소인 것 같다. 임상적 

증상들이 경미 할 경우 첫 해에는 도파민 작용제로의 단독 요법으로 충분할 수 있

다. 파킨슨병의 진행에 따라 보통 도파민 작용제는 레보도파와 병용하여 사용되어

야 할 것이다. 좀 더 진행된 단계에서 정신이상이 문제가 되어 나타날 때 적은 급

성 부작용을 동반한 레보도파 단독 요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 수다. 반감기와 일

일 용량 및 레보도파 상응 용량이 표 6.2에 제시되어 있다. 

 어떤 도파민 작용제가 다른 것에 비해 특별히 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효과와 내성은 환자마다 매우 다를 수 있다(Olanow 외. 2001). 그러

므로 심각한 부작용이 있거나 어떤 도파민 작용제로 효과가 부족한 경우 또 다른 

도파민 작용제로 바꿀 수 있다.  에르고린(ergoline) 도파민 작용제에만 특별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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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중요한 부작용은 종종 심장 판막에 영향을 미치는 섬유증을 일으키는 경향

이 있다. 중대한 심장 판막 질환은 퍼골라이드(pergolide)의 부작용으로 보고 된 바 

있지만 모든 에르고린(ergoline) 유도제로의 치료를 악화시키는 것 같다. 그렇기 때

문에 과거 병력이나 복막 강외의 보이는 증상, 폐나 심상 판박의 섬유증이 없는 환

자 및 최근 에르고린 도파민 작용제에 대한 심장 판막의 초음파 검사를 한 환자에

게 사용이 권고 된다. 심장 판막의 다른 초음파 영상을 포함한 섬유증의 징후를 위

한 임상 검사가 1년에 한번 반복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2007년 3월, FDA는 미국에서 퍼골라이드(pergolide) 약물의 자발적인 철수를 발

표했다. 이러한 철수의 이유는 최근 부작용들에 대한 발표물에 실려있다(Schade 

외. 2007; Zenettini 외. 2007). FDA의 발표는 미국 시장에서만 의미가 있기는 하

지만, 다른 규제 기구들은 이미 반응하였고 퍼골라이드와 맥각 파생 도파민 작용제

들의 라벨 변화가 요구되었다.

 도파민 작용제의 또 다른 흔한 부작용은 갑작스러운 졸음 발생을 일으킬 수 있고 

운전 하는 동안 위험할 수 있는 주간 졸음이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치료를 시작하

거나 약물을 바꿀 때 환자들에게 특별히 주의할 것이 당부된다.  

  

5.1.1.5. 항콜린제

 파킨슨병 치료에 사용 되는 항콜린제는 혈액 뇌관문을 통과하고 무스카린성 수용

체를 차단한다. 이것은 진전과 강직을 완화시키는 반면 무동증에는 거의 영향이없

다. 초기 파킨슨병에서 진전을 조절하는 항콜린제는 단독요법으로도 효과적일 수 

있다. 파킨슨병의 후기 단계에서 파킨슨병 진전은 도파민성 치료에 반응이 없고 항

콜린제가 기존 약물에 더해질 수 있다. 부작용들은 말초와 중추의 콜린성 기능의 

차단에 의해 결정된다(요축적, 변비, 조절 장애, 혼란, 정신이상). 내성은 개인에 따

라 크게 다르고 고령 환자에서 항콜린제는 기피되어야 한다.     

5.1.1.6. NMDA-길항제

 아만타딘(amantadine)은 파킨슨병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NMDA-길항제이다. 

이것은 글루타메이드성으로 야기 된 시상밑핵의 과활동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여

겨진다. 경구 투여 후 1~4시간 후에 아만타딘(amantadine)의 혈중 농도는 최고조

에 다른다. 이것은 대사되지 않고 신배설이 몇 일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2~4일 정

도의 장기간 효과가 있고 측적이 가능하다. 신 부전의 경우 용량을 줄여야 한다. 아

만타딘(amantadine)은 강직과 무동증을 경감시키지만 진전에의 효과는 적다. 레보

도파로 인해 발생한 이상 운동증은 아만타딘에 의해 줄어들 수 있다. 일일 용량은 

200~500mg 정도 이고 경미한 증상을 동반한 초기 단계에서는 단독요법도 효과적

일 수 있다. 아만타딘(amantadine)은 정맥주사를 하는 유일한 항파킨슨병 약물이

다. 이 때문에 급성 중증의 무동증을 치료하는데 특히나 효과적이다. 하지만 정맥 

주사 되었을 때 흔히 이것의 사용을 제한하는 심각한 정신이상을 초래한다.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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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환자들은 이러한 급성 악화 후에 경구 레보도파 약물로 가능한 전환되어야 한

다. 다른 흔한 부작용은 부종과 하지의 망상 피반인데 기능적 이상이 있는 경우 치

료 중단이 요구된다. 부디핀(budipin)은 다른 모노아민성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또 다른 NMDA-길항제이다. 이것은 파킨슨병의 진전에 긍정적 효과를 가

지지만 QT-시간 연장에 의한 심각한 심장 부정맥의 위험 때문에 사용이 제한되고 

정기적인 ECG 검사가 필요하다. 다른 부작용들은 항콜린제와 비슷하다. 일일 용량

은 10~30mg 일 3회 복용이다. 

5.1.1.7. 레보도파 치료의 후기 합병증

레보도파가 항파킨슨 약물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고 내약성이 가장 뛰어난 약물이

지만, 수 개월에서 수 년 후에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레보도파로 인한 이상 운동증(LID, Levodopa induced dyskinesia)들은 레보도파 

치료의 가장 분명한 만성 합병증이다. 그것들의 진행은 파킨슨병 증후군의 심각도 

및 레보도파 용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레보도파 농도와 실제적 항파킨슨병 효과

에 따라 이상 운동증의 세 가지 다른 타입이 구별될 수 있다.

• 특히 이른 아침 off 기간에 첫 레보도파 용량의 효과가 발효되기 전에, 발가락과 

다리의불쾌한 근긴장 이상 자세가 나타난다.

• 레보도파 섭취 후, 그것의 효과가 발효될 때 진부한 특징을 가지고 근긴장 이상 

반복 운동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상성’ 이상 운동증은 전형적으로 하지에서 시작

된 후 몇 초에서 몇 분 내에 상지로 전달된다. 그것들은 환자들에게 매우 불쾌하며 

종종 무동증과 보행 장애를 동반한다.

• 레보도파의 전체 항파킨슨 효과가 나타난 후에 얼굴, 목, 몸통, 상지의 무도성 근

긴장 이상 운동 과다가 진행한다. 이러한 ‘최대 용량 이상 운동증(peak dose 

dyskinesia)’은 가장 흔한 형태이고 환자들의 상당한 사회적 어려움을 야기한다. 주

변과의 관계에서 있어 어려움이 있더라도 환자들은 놀랍게도 이러한 이상 운동증에 

내성이 생긴다. 그것들은 전형적으로 레보도파 효과의 최고조에 발생한다.

 이러한 이상 운동증의 병태생리학 기초가 이해괴기에는 멀다. 이상 운동증은 도파

민 작용제로 치료를 받는 경우 훨씬 더 적다. 그것들이 항 이상 운동증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한편, 반감기가 좀 더 길기 때문에 좀 더 지속적인 적은 도파민 수용

체의 ‘박동성’ 자극을 야기한다. 도파민 수용체의 박동성 자극이 이상 운동증의 발

생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는 근거들이 축적되고 있다. 실제로 레보도파 반감기의 연

장을 유발하는 모든 약물들(지연된 방출 제형, COMT-저해제, MAO-저해제)은 이

상 운동증에 있어 감소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 운동증과는 별개로 운동 동요(motor fluctuation)은 레보도파 치료의 다른 만

성 합병증이다. 레보도파 효과의 기간이 ‘end of dose’ 무동증이나 소위 ‘wearing 

off’ 현상이라고 불리는 것을 일으키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좀 

더 긴 시간 후에 동원 상태 사이의 빠른 변환은 보통 최대 용량 이상 운동증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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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 무동증 상태 발생으로 설명 될 수 있다. 이것은 흔히 환자들의 ‘on’이나 ‘off’

을 변환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on-off 동요’라고 불린다. 이러

한 동요의 한가지 이유는 도파민성 뉴런의 감소인 것 같다. 도파민성 뉴런의 수가 

적을수록 도파민 합성 및 선조의 도파민 수용체의 연속적 자극이 적어지고 레보도

파의 효과는 즉각적인 투약에 더욱더 의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 운동증 뿐만 아니라 운동 동요는 일정하고 지속적인 도파민 수

용체의 자극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도파민 동도를 높이

는 것이 현재의 목표이다. 한 가지 방법은 진행된 파킨슨병 환자에서 이상 운동증

과 운동 동요에 뛰어난 개선을 보여 준 레보도파의 지속적인 십이지장 주입이다

(Duodopa 요법)(Nyholm 외. 2005). 하지만 환자의 십이지방으로 PEG 관을 넣기 

위한 침습성 시술이 필요하다. 이 같은 문제를 위해 현재 피부를 통해 흡수되고 이

로 인해 피부 패치에 의해 작용되는 도파민 작용제 로티고틴(rotigotine)이 개발되어

졌다.   

5.1.3. 치료 전략

5.1.3.1. 초기 치료

 파킨슨병 환자에서 언제 약물적 치료를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은 질병에 의한 

환자의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장애에 달려있다(Olanow 외. 2000). 약물 치료가 장

기적 부작용에 영향을 준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환자들의 삶의 질이 현저히 줄

어들자 마자 징후적인 약물 치료는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주로 병의 

심각도와 레보도파 용량에 달려있는 것 같다. 초기 약물을 선택할 때 증상의 종료

와 심각도, 나이, 인지 장애의 정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젊을수록 레보도파가 늦게 

고려되어야한다. 진전 우위적인 경우에서 항콜린제가 초기 선택이 될 수있고, 무동

증 강직증상이 우세한 경우 아만타딘(amantadine), MAO-B 저해제나 도파민 작용

제를 통한 치료가 시작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들이 무능을 받아들일 수 

있을 수준까지 감소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조기의 환자에게서 또한 레보도파의 

사용이 망설여져서는 안 된다. 무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대부분 환자 

자신과 사회, 전문적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고령의 환자들에서 장기 합병증의 발생

이 더 낮고 동시에 인지 장애와 정신이상은 더 높다. 그러므로 이러한 환자들에서 

레보도파는 증상에 가장 효과가 있고 정신병적 증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기 때문

에 초기 약물로서 좀 더 즉시 선택되어야 한다. 적어도 초기에는 도파민 작용제를 

더하여 레보도파를 시도해보고 비교해 보는 것이 합당하다. 환자들이 나이를 들어

갈수록 파킨슨병의 진행과 정신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고 이 때문에 레보도파가 초

기에 시작되어야 하고 도파민 작용제가 더해 질 수 있다. 중대한 인지 장애의 경우 

항콜린제들은 환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처음 사용 약물의 선

택에 상관 없이, 레보도파 민감도는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Table 6.3은 초

기 약물 치료로의 몇몇 제안 된 체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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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2. 레보도파의 장기 합병증

이러한 합병증이 시작되는 시기는 초기 약물의 선택에 의해 현저히 지연될 수 있

다. 합병증의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도파민 수용체의 박동성 자

극으로 보여진다. 다수의 약물들은 도파민성 자극의 연속을 증가시킬 수 있고 그렇

기 때문에 연기를 도울 수 있으며 심지어는 레보도파 치료의 합병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아래 참고). 하지만 많은 진행된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에 있어 약물 체제에 있

어 변화의 효과는 적은 부분일 뿐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STN-DBS가 선택 치료이

다. 자극 그 자체의 효과뿐만 아니라 수술 전 투약의 일부 때문에 레보도파 용량이 

감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상 운동증과 운동 동요들은 눈에 띄게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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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항파킨슨 치료의 비 운동 효과

5.2.1. 도파민

 항파킨슨병 치료는 레보도파나 도파민 작용제와 함께 도파민의 치환에 기초를 둔

다. 레보도파로의 만성 치료는 운동 동요와 이상 운동증을 야기할 수도 있다

(Poewe 외. 1986)(Chapter 5.1.1.7 참고). 그러므로 도파민 작용제로의 초기 단독 

치료는 “젊은” 환자에 있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50~60세). 레보도파는 일관된 

항파킨슨병 효과를 유도하지 않는다(Allain 외. 2000, Lees 외. 1977, Shaw 외. 

1980). 임상적 진단은 레보도파의 초기 우울증 효과를 가끔 보고한다. 파킨슨병 환

자들은 대체로 무동증 기간(off 기간)이나 심지어는 그 전에 증가된 불안과 우울을 

경험한다(Maricle 외. 1995). 운동 동요 환자들이 무동증 기간(off 기간)과 관련 된 

불안 및 우울증을 걱정하기 때문에 마치 그들이 운동 동요 환자들이 오히려 레보도

파로 인해 발생된 이상 운동증을 수용하는 것 같다(Quinn 1998). 셀레지린

(Selegiline), 선택적 MAO-B 저해제는 레보도파의 효과를 약간 증가시키고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용량인 1일 10mg에는 항우울증 효과를 갖지 않는다(Mann 외. 

1989). 엔타카폰(entacapone)은 레보도파의 대사를 감소시키고 레보도파 혈중 농

도를 증가시키며 좀 더 긴 지속과 도파민 수용체의 좀 더 지속적인 자극을 야기한

다. 그 효과는 생체 이용률 감소 없이 지연된 방출 제형과 비슷하고 off 기간을 감

소시키며 이러한 메커니즘 때문에 불안과 우울증을 줄일 수도 있다.    

5.2.2. 도파민 작용제

 경구로의 브로모크립틴(bromocriptine), 리슈라이드(lisuride), 퍼골라이드

(pergolide), 디하이드로 데르고크립틴(dihydroergocriptine), 카베골린(cabergoline), 

로피니롤(ropinirole), v프라미펙솔(pramipexole) 에르고린(ergoline)과 비 에르고린

(non-ergoline) 도파민 작용제들이 현재 허가 받았다(2006)(Chapter 5.1.1.4. 참고) 

운동 동요와 장기간의 레보도파 치료로 인한 이상 운동증적 움직임의 발생을 지연

시키기 때문에 특히 젊은 파킨슨병 환자에서 도파민 작용제들이 선호될 수 있다. 

도파민 작용제들은 off 기간의 빈도와 시간을 85%까지 감소시킨다는 것이 카베골

린(cabergoline) 임상에서 밝혀졌다. 그러므로 이러한 물질들은 무동증(off) 기간과 

관련 된 우울 증상들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흑질선조체로에서 D2 수용체들은 운동 동요의 조절과 관련되어있는 반면, 중뇌변

연계에 D3 수용체들은 감정과 행동의 조절과 관련되어있는 듯하다(Figure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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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2 수용체에서의 효과 외에 이러한 D3 수용체의 선택적인 자극은 로피니롤

(ropinirole)과프라미펙솔(pramipexole)의 항우울과 항무쾌감증 속성을 설명할 수 있

다. 바인딩 연구에서 프라미펙솔(pramipexole)은 현재 사용가능한 다른 도파민 작

용제와 비교하여 가장 높은 D3 대 D2 선호를 발휘하였다(Figure 6.3)(Piercey 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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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피니롤(ropinirole)의 항불안 효과가 동물 실험에서 보여져 왔다(Rogers 외. 

2000). 로피니롤(ropinirole)로 치료받은 동물은 높은 플러스 미로 모델의 문을 여는

데 현저히 많은 시간을 사용했다(Abb. 6.4). 다양한 동물 모델에서 프라미펙솔

(pramipexole)은 항우울 효과를 보였고(Maj 외. 1997), 특수한 항무쾌감증 효과를 

발휘하였다(Willner 외. 1994). 오픈 위약 통제 연구로부터의 결과들은 프라미펙솔

(pramipexole)이 파킨슨병을 동반한 우울증 환자에서와(Barone 외. 2006, Lemke 

외 2005, Rectorova 외. 2003, Reichmann 외. 2003), 주요 우울증(Corrigan 외. 

2000, Szegedi 외. 1997)과 양극성 우울증(Goodberg 외. 2004; Zarate 외. 2004) 

환자에서 항우울 속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Chapter 5.3.1.12).

5.2.2.1. 환각과 정신 이상

 환각과 다른 정신 이상 증상들은 파킨슨병 치료에서 매우 흔한 부작용이다

(Chapter 5.4.6.) 보통 고령의 환자들이 특히 영향을 받는다. Fig. 6.5는 정신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잠재력에 따른 항파킨슨 약물들의 다른 등급을 보여준다. 증상들

이 나타날 때 정신 이상을 일으키는 약물들은 레보도파로 교체되어야 한다. 고령 

환자들에서 종종 레보도파 단독요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단계들이 

성공적이지 않다면, 추체외로 부작용이 없거나 적은 크로자핀(clozapine)이나 퀘티

아핀(quetiapine), 항정신병 약물이 주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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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2. 병적 도박

게다가 병적인 도박과 충동조절장애는 도파민 작용제 치료의 희귀한 잠재적 합병

증이고 환자들은 그에 맞게 체크되어야 한다. 

5.2.3. 비약물학적 개입

 최근 몇 년 동안 심각한 off 기간과 레보도파로 야기 된 이상 운동증 환자들은 시

상밑핵에서 정위적으로 이식 된 전극을 사용한 높은 빈도의 자극으로 치료받아왔

다. 시상밑핵 바깥쪽에서 전극의 자극이 켜졌을 때 환자들에서 중대한 우울증이 야

기되었지만, 꺼진 후에 즉각적으로 다시 시작되었다(Bejjani 외. 1999). 두 명의 환

자에서 자극하는 동안 진폭의 증가에 의해 다행증과 병적 웃음이 발생 되었다

(Kumar 외. 1999). 이러한 결과들은 감정의 조절에 대한 기저핵의 관련성을 강조

하였다. 시상밑핵의 자극은 전두엽 피질 실행 기능 장애 때문에 우울증과 치매환자

에서 금기되었다(Saint-Cyr 외. 2000). 물리 요법의 심리적 영향에 대한 자료는 매

우 적다(Straube 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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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우울증과 관련 된 off-period의 치료

 레보도파나 도파민 작용제를 사용한 도파민 치환은 항파킨슨병 치료의 근거를 구

성하고 다수의 파킨슨병 환자에서 초기 치료로 확립되었다. 불안과 우울은 off 기간 

동안 증가되었고, 무동적 상태를 앞설 수 있다. 레보도파는 무동적(off) 상태를 감

소시킴으로써 항우울 특성을 발휘할 수동 있다. 몇몇 환자들은 약물들의 항파킨슨

병 효과가 “wearing-off” 일 때 불안, 공포, 절박함, 불쾌 같은 우울한 ‘off-상태’ 

증상들을 보인다. 이러한 환자들에서 on 기간의 최대화를 위해 도파민성 치료는 조

절되어야만 한다; 안정적인 위장 흡수를 위해 방출 제어형 레보도파 방식의 환자들

은 반드시 즉시 방출형 약물로 전환되어야 한다. 최대한의 효과를 위해서는 레보도

파 투여 간격이 짧아야 한다. 이러한 공식에도 불구하고 레보도파의 효과가 떨어진

다면 도파민 작용제 외 COMT-저해제나 아만타딘(amantadine)이 필요하다(Lemke 

2003, Lemke 외. 2004, Swabini 외. 2004)(Figure 6.6 참고)

 최근에 진단된 우울증을 동반한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특히 70세 미만의 경우에 

레보도파와 관련 있는 이상 운동증과 운동 동요의 발생을 지연 시키는 이익 때문에 

도파민 작용제로의 초기치료는 매우 좋은 선택이다. 70세 이상의 경우 레보도파 보

다 도파민 작용제의 사용이 망상과 환각의 높은 위험이 있다. 게다가 도파민 작용

제에 대한 연구들, 특히 프라미펙솔(pramipexole)이 동물 모델과 사람의 우울증에 

있어서 모두 항우울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은 보여주었다. 실험 연구들은 로피니롤

(ropinirole)의 항불안 효과를 보여주었다(Lemke 외. 2004, Liebermann 2006, 

Rascol 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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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파킨슨 환자에 있어 항우울 치료

 항우울제 개입은 약물학적과 비 약물학적 방법으로 구분 될 수 있다. 후자에는 전

기경련 치료, 수면 박탈 및 인지 행동 치료와 대인관계 치료 같은 다른 정신 치료

적 방법 같은 생물학적 방법들이 있다. 

5.3.1. 약물 치료

5.3.1.1. 환자 이력과 동의

항우울 치료를 받을 때 환자들은 반드시 아래 내용에 대해 설명 받아야 한다.

• 진단

• 예상되는 약물 치료 기간을 포함한 치료 계획

• 가능한 부작용들

 다양한 연구자들은 만일 잘 설명 받고 가능한 부작용의 발생에 대해 예상할 수 있

다면 환자들이 좀 더 잘 순응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부작용들이 언급되어야 한다:

• 항우울제 효과 발생의 지연

• 피로

• 발한

• 구갈

• 변비

• 손상된 조절

• 졸음

• 진전/떨림

• 불안

• 오심

5.3.1.2. 치료 기간과 우울증의 과정

 항우울제 치료가 시작되었을 때, 약물이 장기간 주어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만 한

다. 이는 특히 흔히 만성적 과정을 보이는 파킨슨병과 연관 된 우울증인 경우에 해

당된다. 약물의 확실한 부작용(예. 구갈, 경미한 진전)들은 병원에서 치료가 시작 

된 경우 환자들에 대해 어떠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업무로 돌아가거나 다

른 일상 생활의 활동을 하는 도중에는 이러한 부작용들은 굉장히 방해가 되고 성가

시며 환자들이 약물을 중단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개개인에 맞

는 치료 계획이 세워져야 하고 아래 기간들을 포함한 치료가 고려되어야 한다:

• 급성 단계(반응이 나타날 때 까지)

• 유지보수 단계(치료 반응이 나타난 후 6개월 정도)

•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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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의 과정과 언급된 치료 기간들 사이의 관계는 Figure 6.6에 나와 있다. 

 주요 우울증 환자들에서 재발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치료 및 잔여 증상 치

료를 극대화 하고 우울증의 완화에 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보여져 왔

다(Judd 외. 2000). 이는 매우 도달하기 어렵고 특히 파킨슨병을 동반한 우울증 환

자에서는 더욱이 그러하다. 

5.3.1.3. 항우울제의 선택

 파킨슨병 환자에서 항우울제의 선택 및 평가는 아래의 세 가지 항목에 따라 기초

가 되어야 한다. 

▶ 어떤 항우울제가 이익/위험 비율 조사 후에 나온 것인가?

▶ 우울증의 증상치료에 항우울제가 효과적인가?

▶ 항우울제가 항파킨슨병 약물의 우울증의 운동 증상들에 영향을 미치는가?

5.3.1.4. 항우울 요법의 범위

 항우울제 약물 시작에 대한 결정은 질병의 심각도, 환자들의 기대, 의사의 경험, 

사회적 지원 및 기타 사항들의 다양한 요소들에 달려있다(Chapter 5.3.9. 참

고)(Table 6.4)

 우울한 환자를 치료할 때 다양한 어려움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너무 빨리 또 다른 항우울제로의 전환

• 현재 항우울제가 효과가 없을 때 약물을 바꾸는데 너무 오래 기다림

 그러므로 파킨슨병 환자에서 우울증의 치료 기간 동안 아래의 단계에 따라 평가할 

것이 권고된다(Table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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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의 용량은 충분히 높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부작용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항우울제들은 치료 범위 까지 증가되어야 한다. 파킨슨병을 동반한 우울증 

환자에서 항우울제의 용량은 종종 오히려 낮다고 이것은 의사 저항이나 다약제 복

용을 야기하는 것이 관찰 되었다. 하나의 치료 기간의 길이는 충분히 길어야 한다. 

그러므로 만약 내약성이 있다면 항우울제들은 적어도 4~6주 간 주어져야 한다. 항

우울제 효과의 발현은 10~14일 정도 지연될 수도 있다. 항우울제 효과는 정기적으

로 체크되어야 한다. 만일 효과가 없다면 감소 된 흡수나 빠른 쇠약이 약물의 저항

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약물의 혈장농도가 측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약물은 

적어도 6주 후에 화학적으로 다른 화합물로 전환되어야 한다. 

5.3.1.5. 알고리즘: 항우울 치료

 약물 저항은 부적절한 항우울제 치료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지침이나 표준화 된 

치료 알고리즘이 개발되어왔다. 치료 간격은 항우울제 효과를 c  평가하기 위해 우

울증 점수와 다른 항우울제로의 전환의 이론적 근거를 포함한 주관적 기준에 의해 

정의된다(Bauer& Helmchen 2000)(Table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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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을 발전시키거나 피하는 다양한 면을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만일 환자들이 항

우울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면(Table 6.7), 다른 프로파일을 가진 항우울제로의 전

환이나 다른 항우울제의 병용이 필요할 것이다. 우울증과 파킨슨병을 동반한 환자

에서 리튬이나 갑상선 호르몬과 병용하는 항우울제 치료 증가는 연구되지 않았다. 

진전을 유도하는 것 때문에 이러한 환자에서 리튬은 피해야 한다. 만일 환자들이 

여전히 항우울제 치료에 저항성을 보인다면 비가역적인 MAO-저해제 트랄리시프로

민(tranylcypromine)과 정기 경련 치료가 후속의 치료 선택이 되어야 한다.

 환자 개별적으로 고용량의 항우울제를 통한 치료가 파킨슨병 환자에게서 실행 가

능하거나 안전한 선택 인지 아닌지를 내약성이나 안전성에 따라 평가되어야만 한

다. 흔히 고령의 환자들은 고용량의 항우울제의 적용이 제한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

는 아직 경험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지 않았다.

 임상 전과 임상 연구들은 도파민 작용제의 항우울제 효과를 보여주었는데, 특히 

프라미펙솔(pramipexole) 이 주요 우울증과 양극성 우울증 및 파킨슨병 환자에 있

어서의 우울증에 그러하다. 우울증을 동반한 파킨슨병 환자에서 초기 단계에서 이

러한 화합물을 사용하는데는 많은 임상적 이유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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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무작위 통제 연구들은 거의 없고 근거 자료에 기초한 치료 지침들은 파킨슨병을 

동반한 우울증 환자에서 아미트리프탈린(amitriptyline)을 첫 번째 선택 선택로 사용

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다. 도파민 작용제의 또 다른 적응증은 항우

울제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임상 분야에서 수면 박탈(Chapter 5.3.5.)을 동반한 항우울제 약물 요법과 광선요

법의 보조가 추천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들은 이러한 환자들에게서 연

구된 바 없다. 

 주요 우울증이나 양극성 우울증을 보이는 환자들에게서 리튬과 카르바마제핀

(carbamazepin), 나트률 밸프로에이트(sodium valproate), 라모트리진(lamotrigene) 

같은 항경련제를 포함한 기분안정제들이 예방적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진전을 유도하는 특성 때문에 우울증과 파킨슨병 환자에서 리튬의 적

용은 권고되지 않고 항경련제의 예방적 사용에 대한 자료는 없다.

          

5.3.1.6. 해당 연구

 파킨슨환자에서 우울증의 약물 요법에 대한 증거 수준은 매우 낮다(Ghazi-Noori 

외. 2003).  대부분의 무작위 통제 임상들은 최신의 것이 아니고 10년 이상 오래 

된 것들이다. 대부분의 임상들은 우울증의 표준화 된 평가 같은 기준 타당성을 지

키지 못했다(Poewe& Koller 2000, Poewe& Seppi 2001). 개방 표지 지험와 단일 

사례 보고가 askg이 있다. 하지만 파킨슨병 환자에 있어 우울증의 치료에 대한 무

작위 통제 이중맹검 임상은 거의 없다(Lemke 외. 2004).

  다수의 다른 항우울제들이 우울증 치료의 효과를 발휘한다(Table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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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항우울제에 대한 연구는 아래의 목표를 포함한다:

• 더 좋은 효과

• 더 짧은 발병의 지연

• 적거나 좋은 부작용에 대한 내약성

• 적응증의 폭넓은 범위

 이미프라민(imipramine) 같은 전통적인 TCA와 비교했을 때 더 좋은 항우울 효과

를 보이는 최신의 항우울제는 없다. 하지만 좀 더 최신의 선택적 항우울제들은 임

상적으로 개인의 안전과 약물의 내약성에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의 다른 프로

파일을 보여주었다(Table 6.9). 특히 고령의 파킨슨병을 동반한 우울증 환자에서 

TCA의 항콜린성 효과는 문제일 수 있고 인지 기능 장애를 야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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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항우울제들이 더 짧은 발병을 지연을 보이는지에 대한 것은 현재의 연구들

로는 대답될 수 없다. 항우울제의 발휘 시간을 주요 목적 지표로 본 연구들은 없으

며 연구 집단들이 아주 선택저기었다. 항우울제 연구의 평가는 아래의 이슈에 따라 

병가되어야 한다.

• 항우울제 치료의 효과는 어떻게 측정되었는가?

• 효과가 진정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가?

• 우울증의 어떠한 증상이 치료를 시작하고 감소되었는가? 

• 연구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5.3.1.7. TCAs(Tricyclic antidepressants)

 TCA는 파킨슨병과 동반한 우울증 환자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어져 왔다. 역사적

인 이유  뿐만 아니라 부작용으로 여겨지는 TCA의 항콜린성 효과는 파킨슨병에서 



48

운동 증상들을 개선시킬 수도 있다. 이미프라민(imipramine), 노르트립틸린

(nortriptyline), 데시프라민(desipramine)의 이중맹검, 무작위, 위약 대조군 시험은 

파킨슨병과 우울증 환자에서 항우울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임상적으로 보여주었

다(Table 6.10). 몇 몇의 연구들은 실제적으로 운동 증상들의 개선을 보고하였다. 

클로미프라민(clomipramine)이나 아미트리프탈린(amitriptyline) 같이 흔히 사용되는 

항우울제들은 위약이나 노르트리프탈린(nortiptyline)에 비교하여 시험되지 않았다. 

파킨슨병을 동반한 우울증 환자에서 TCA를 통한 차별적 치료를 위한 범위를 찾을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고령의 환자에서 전통적인 항우울제 사용의 주요 문제점은 운동 기능은 향상시킬 

수도 있지만 인지 기능을 악화시키는 그것들의 항콜린성 효과이다. 임상적 관찰에

서 기술된 바 있지만 통제 시험에서 연구된 적은 없다. 게다가 섬망(delirium)과 기

립성 문제들은 파킨슨병 환자들을 치료할 때 관련 있는 한계들이다. 파킨슨병을 동

반한 우울증 환자에서 TCA의 사용은 정신 이상 증상들을 야기할 수 있다(Chapter 

5.3.6.) 기존의 심장 질환을 동반한 환자들은 TCA가 심장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심히 관찰되어야 한다. 부작용 때문에 파킨슨병 환자에게 사용되는 

TCA의 용량이 종종 불충분할 수도 있다. 

 TCA의 흔한 부작용은 다음과 같다:

• 심장 부정맥

• 녹내장

• 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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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기능 이상

• 기립성 문제들

 항파킨슨약물과의 가능한 간섭들 때문에 클로미프라민(clomipramine) 같은 세로토

닌성 TCA들과 셀레지린(selegiline)과의 병용은 세로토닌성 증후군의 위험을 감소시

키기 위해 피해져야 한다(Chapter 5.3.1.9.1.)(Table 6.11). 

5.3.1.8. MAO-A(Monoaminooxidase A) 차단제

 MAO-A-저해제는 우울증의 치료에 있어 주 역할을 한다. 모노아민성 메커니즘들

은 파킨슨병 환자에서 우울증의 발병과 관련이 있다(Chapter 5.2, Figure 5.1). 트

라닐시프로민(tranycypromine) 같은 오래된 화합물들은 MAO-A의 비가역적인 차단

을 통해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모클로베마이드(moclobemide) 같은 최신의 약물들

은 가역적인 MAO-A 저해제이다. 무작위 연구의 결과 모클로베마이드

(moclobemide)와 셀레지린(selegiline)의 병용은 모클로베마이드(moclobemide) 단

독 요법보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킨슨병을 동반한 우울증 환자에서 모

클로베마이드(moclobemide)를 통한 치료는 증례와 개방형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

다. 

 모클로베마이드(moclobemide)의 흔한 부작용은 다음과 같다:

• 수면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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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

• 진전

• 오심

• 구토

 고혈압 위험의 증가 때문에 트라닐시프로민(tranylcypromine)을 통한 우울한 증상

들의 치료는 난치성 우울증에는 제한된다(Chapter 5.3.1.5.) 파킨슨병과 비정형 우

울 증상(수면 과다, 과식증, 체중 증가)을 가진 환자들이 트라닐시프로민

(tranylcypromine) 치료에 특별히 유의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된 바 없다. 

MAO-저해제와TCA의 병용은 세로토닌성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고(Table 6.11), 그

렇기 때문에 파킨슨병을 동반한 우울증 환자에서는 특히 피해야 한다.

5.3.1.9. 선택적인 세로토닌과 노르아드레날린 재흡수 저해제

 최신의 선택적 재흡수 억제제들에 대한 연구의 개요가 Table 6.12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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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9.1. SSRIs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저해제(SSRISSs, Selective serotonin-reuptake 

inhibitors)는 우울증과 불안의 치료에 TCA만큼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지만, 고령 환

자에게 특히 중요한 다르고 좀 더 허용할 수 있는 부작용 프로파일을 보인다. 파킨

슨병 환자에 있어서의 항우울 효과에 대한 통제 연구는 없다. 소수 환자 집단에 대

한 개방형 연구들은 운동 기능의 악화가 없는 파킨슨병을 동반한 우울증 환자에서 

설트랄린(sertraline)과 플루옥세틴(fluoxetine)의 항우울제 특징을 보여주었다. 파킨

슨병 환자에서 플루옥세틴(fluoxetine), paroxetine, fluvoxamine으로의 치료를 할 

때 추체외로 증상들의 악화를 보여준 보고가 다소 있다. 하지만 도파민의 방출에 

있어서 세로토닌성 효과가 추체외로 증상들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것이 가설화 되어

왔다(Figure 6.7). SSRISS로 치료하는 동안 환자들마다 운동 증상들은 주의 깊게 

관찰되어야 한다. 100명 이상의 환자들에 대한 후향적 및 개방형 연구들은 일반적

으로 SSRIS 약물로 치료 받는 동안 어떠한 운동 증상의 증가도 없었음을 보여주었

다(Table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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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사례 연구들이 SSRIS로 치료 받는 동안 자살의 위험이 증가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대규모 통제 연구의 메타 분석은 이러한 결과들을 확인하지 않았다. 넓은 

치료적 범위 때문에 SSRISS 약물은 TCA와 비교하였을 때 자살의 위험이 더 낮을 

수도 있다. 하지만 SSRISSs 약물로 치료 받는 동안 자살 관념은 환자 개인별로 주

의 깊게 관찰되어야 한다. 

 거의 100명의 파킨슨병과 우울증 환자에서 파록세틴(paroxetine)에 대한 두 개의 

후향적, 개방형 연구는 우수한 항우울 효과와 운동 기능의 눈에 띄는 악화가 없음

을 보여주었다. 진전의 발현은 소수의 환자에서 보여졌다(Ceravolo 외. 2000, 

Tesei 외. 2000). SSRI와 MAO-B-저해제 셀레지린(selegiline)의 병용은 세로토닌

성 증후군 때문에 기피해야 한다(Table 6.11)

 세로토닌성 증후군은 다양한 심각성의 정도를 보인다. 잠재적인 발현은 양호한 불

안감을 야기한다. 심각한 세로토닌성 증후군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만

일 충분히 조기에 진단된다면, 일반적으로 약물의 중단과 함께 완전히 가역적이다. 

임상적 실천을 위한 결론

조심! 세로토닌성 증후군
 Clomipramine, SSRIs, SNRIs, MAO-저해제 같은 세로토닌성 작용 약물 치료 환
자들, 특히 이러한 약물들을 병용할 때,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를 가져올 수도 있
다. 세로토닌성 증후군의 증상들은 주의깊게 관찰되어야 하고 처음으로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약물은 즉시 중단되어야만 한다.

5.3.1.9.2. SSNRIs

 파킨슨병 환자들이 세로토닌성 노르아드레날린성 효과 항우울제(SSN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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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otonergic and noradrenergic effective antidepressant) 약물인 미르타자핀

(mirtazapine)으로 치료 받았을 때 진전이 감소되는 것을 네 개의 사례 연구는 보여

주었다. 미르타자핀(mirtazapine)이 주요 우울증 환자에서 우수한 항우울 효과를 보

였기 때문에 파킨슨병 환자에서 우울증에 대한 치료적 효과는 예상되어야 한다. 파

킨슨 환자에서 항우울 효과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내약성도 추가로 연구가 필요하

다. 

5.3.1.9.3. SNRIs

주요 우울증 환자에서 선택적 노르아드레날린 재흡수 저해제(SNRIs, selective 

noradrenaline reuptake inhibitor) 리복세틴(reboxetine)의 항우울 효과는 광범위하

게 연구되어왔다. 사회적 기능에 대한 우수한 효과 및 동기부여에 대한 특수한 효

과와 추진력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노르아드레날린성 메커니즘의 효과와 관련이 있

다(Figure 2.1). 노르아드레날린성 메커니즘의 결함이 파킨슨병의 발병에 기여를 하

고 리복세틴(reboxetine)은 인지와 정신 행동 기능에 유의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이 약물은 파킨슨병 환자에서 우울증의 치료에 특히 알맞고(Lemke 2000), 개방형 

후향적 연구(Lemke 2002)는 운동 증상의 악화 없이 파킨슨병을 동반한 우울증 환

자에서 항우울 효과를 보여주었다. 일시적인 수면 장앵, 발한, 불안함이 몇 몇 환자

에서 관찰되었지만 용량 조절 후에 사라졌다. 망상과 환각 때문에 한 명의 환자가 

임상에서 제외 되었다.

5.3.1.10. St. John's wort(Hypericum perforatum)

 최근 퉁제 된 연구는 St. John’s wort가 경증과 중등증 우울증 환자에서 효과적인 

항우울 치료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대체 치료는 많은 환자들에 의

해 매우 잘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현재의 처방전 없이 팔리는 많은 약물들이 다른 

병용과 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 St. John’s wort는 적정한 용량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부작용은 다른 약물들과의 상호작용, 간 효소의 유도, 다른 항우울제의 

혈청 수치 감소를 포함하며 증가 된 광과민성은 환자들과 상의하고 주의 깊게 관찰

되어야 한다. St. John’s wort는 보통 의사의 처방 없이 취해지는데, 환자들이 어떤 

처방 약물을 복용하는지에 대해 항상 질문해야 한다. 파킨슨병 환자의 우울증에 대

한 자료는 없다. 

5.3.1.11. 다른 항우울제들

 트라조돈(trazodone) 같은 작용의 서로 다른 메커니즘을 가진 항우울제들은 또한 

파킨슨병 환자에서 항우울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연구된 바 없다(Lemke 외. 

2004). 도파민 선택적인 항우울제 부프로피온(bupropione)은 독일 같은 몇몇 나라

에서는 우울증 치료에 허가되지 않았지만, 니코틴 중독 치료에 사용된다. 우울증과 

파킨슨병 환자에 있어 입증된 자료는 없고 부작용 때문에 그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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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12. 도파민 작용제

 도파민 작용제가 파킨슨병을 동반한 우울증 환자와 주요 우울증이나 양극성 우울

증에 있어 항우울제 특성을 갖는다는 근거들이 늘어나고 있다(Table 6.14).

 개방형 무작위 통제 임상에서 프라미펙솔(pramipexole)은 심각한 우울 증상을 보

이는 환자의 치료에 있어 플루옥세틴(fluoxetine)과 비교했을 때 효과가 있었다

(Corrigan 외. 2000, Szegedi 1997). 개방형 위약 대조군 임상에서, 프라미펙솔

(pramipexole)은 주요 우울증 치료에 효과적이었다(Corrigan 외. 2000, Szegedi 

외. 1997). 사례 연구에서 프라미펙솔(pramipexole)이 SSRIs와 시너지 효과를 보이

고 난치성 환자에게 있어 항우울제로 확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도

파민 작용제는 특히 실행 기능 장애를 가진 우울증 환자 치료에 효과적이다

(Chapter 2.2.). 두 개의 위약 대조군, 무작위, 이중 맹검 연구는 소규모의 양극성I

과 양극성II 난치성 우울증 환자에서 위약과 비교했을 때 프라미펙솔(pramipex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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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눈에 띄는 항우울제 특징을 보여주었다(Goldberg 외. 2004, Zarate 외. 2004).  

 최신 연구는 도파민 작용제가 파킨슨병 환자에 있어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였다(Moller& Oertel 2005). 우울증은 흔히 파킨슨병과 동반하여 발생한다. 

파킨슨병 환자의 50% 정도는 우울증의 주요 증상인 무쾌감증을 경험한다. 파킨슨

병 환자에서 우울증의 진단은 두 질병의 겹치는 증상 때문에 객관적인 증상 보다 

좀 더 주관적인 경험에 의존한다(Chapter 3.). 기쁨을 경험하는 것은 동기부여와 박

력의 기초가 되는 변연계에 위치한 도파민성 보상 메커니즘에 의존한다. 파킨슨병 

환자에서 세포의 퇴화는 또한 변연계 내 도파민성 뉴런에 영향을 미친다(Chapter 

5.1.). 이러한 퇴화는 무쾌감증, 동기 상실, 박력 부족, 무감정 같은 우울을 야기하

는 도파민성 보상 메커니즘에 있어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도파민 작

용제들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항우울제 특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 로피니롤

(ropinirole)과 프라미펙솔(pramipexole)의  전두엽 피질 D2와 특히 D3 수용체에 대

한 효과는 그들의 항우울, 항불안, 항무쾌감적 특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로피니롤(ropinirole)과 비교하여 프라미펙솔(pramipexole)은 D2 대비 D3에 5

배 높은 선택성을 보인다. 다양한 연구들은 파킨슨병 환자에서 우울증 치료에 의미

가 있는 프라미펙솔(pramipexole)의 신경영양적 특성을 발견했다(Carvey 외. 2001, 

Manji 외. 2003). 실험실 기반의 연구들은 로피니롤(ropinirole)의 항불안 효과를 보

여주었다. 프라미펙솔(pramipexole)의 항우울적이고 항무쾌감적 효과는 다양한 동

물 모델에서 입증되어 왔다(Maj 외. 1994, Willner 외. 1997).

 파킨슨병과 우울증 환자에 있어서 도파민 작용제의 항우울 효과는 다음에 의해 조

정되었다:

• 운동 증상의 감소

• off 기간의 감소

• 메조림빅D3 수용체

• 신경보호(BDNF)

 다른 도파민 작용제와 같이 프라미펙솔(pramipexole)은 파킨슨병의 운동 증상을 

개선하고(Parkinson Study Group, 1997) 레보도파와 비교했을 때 좀 더 우수한 부

작용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개방형 임상 디자인을 사용한 일상적인 임상

기간 동안 프라미펙솔(pramipexole)의 항우울과 항무쾌감 효과가 대규모 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연구에서 확인 되었다(Lemke 외. 2005, Reichmann 외. 2003). 

Barone 외 다수(2006)는 개방형, 무작위, 평행 설계 디자인을 사용하여 운동 합병

증이 없는 우울증 환자에서 프라미펙솔(pramipexole)과 설트랄린(sertraline)의 항우

울 효과를 비교하였다. 치료 반응에 관해서 뛰어난 항우울 효과를 발견하였다. 프라

미펙솔(pramipexole) 그룹에서, 현저히 많은 환자들이 설트랄린(sertraline)으로 치

료 받은 그룹과 비교하여 우울증의 완화에 도달하였다. 뒤따른 대조군 연구는 파킨

슨병 환자들의 우울증에 대한 프라미펙솔(pramipexole)의 우수한 효과를 보여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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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13. 약물 치료 알고리즘

 비록 파킨슨병 환자에서 우울증의 치료에 있어 아미트리프탈린(amitriptyline)이 최

고의 근거가 있더라도, 파킨슨병과 관련 된 우울증 치료에 첫 번째 선택이 될 필요

는 없다(Miyasaki 외. 2006). 파킨슨병에서 다른 항우울 치료 선택에 관해서 추천할 

만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삼환계 항우울제 이외 대체 치료법의 확실한 

효과를 증명하는 연구의 부재는 대안적 선택의 효과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파킨슨병에서 우울증을 위해 도파민 작용제를 첫 번째 약물로 사용하는 것은 우울

증과 운동 기능의 개선을 위해 글로벌 접근인 것고, 다양한 약물 상호작용과 다른 

항우울제들의 부작용(항콜린성 효과, 운동 기능의 악화)을 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

물 치료의 안전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파킨슨병에서 항우울제에 대한 대조군 시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파킨슨병에서 우

울증의 치료를 위한 아래의 알고리즘이 고려되어야 한다. 파킨슨병에서 우울증의 

관리는 아래의 단계가 포함되어야만 한다:

1. 신경 치료를 극대화하고 레보도파의 용량 조절한다(다약제 복용을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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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도파민 작용제로 치료를 시작한다(예. 프라미펙솔)

3. 만일 우울증이 도파민 작용제의 마지막 용량 후에도 4주 간 개선되지 않는다면, 

SSRI, SNRI나 모클로베마이드(moclobemide)를 시작한다. 안전성과 내약성에 따라 

용량을 높인다.

4. 만일 우울증이 개선되지 않으면, 항우울제를 삼환계 항우울제로 전환한다

5. 만일 필요하면 SSRI나 SNRI와 삼환계 항우울제를 병용한다

 추가적인 단계는 비가역적인 MAO-저해제 트라닐시프로민(tranylcypromine)을 포

함한다. 리튬은 진전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울증을 동반한 파킨슨병 환자에서는 기

피되어야 한다. 만일 파킨슨병 환자에서 우울증이 약물 치료에 대해 저항성을 보인

다면, 반복적인 경구개 자기 자극(TMS,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이나 전

기경련 요법(ECT, electroconvulsive therapy)가 시행될 수 있다. 

임상적 실천을 위한 결론

항우울제의 선택
 주요 우울증에 효과가 있는 항우울제들은 또한 파킨슨병 환자의 우울증 치료에
도 효과가 있다. 적당한 항우울제의 선택을 할 때 부작용의 프로파일은 특히 고령 
환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것들의 이익-위험 비율 고려 때문에 선택적인 재흡수 
저해제(SSRI, SNRI, NRI)들이 보통 실제 임상에서 쓰인다. 운동 증상과 우울증을 
모두 개선시킨다는 근거가 증가하기 때문에 비맥각 도파민 작용제, 특히 프라미펙
솔(pramipexole)이 처방된다. 하지만 이러한 실습을 확인하기 위한 대조군 임상은 
매우 적다.

5.3.2. 전기경련 요법(ECT, electroconvulsive therapy)

전기경련 요법(ECT, electroconvulsive therapy)은 대부분 항우울제에 난치인 우

울증에 적용이 되는 항우울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다. ECT의 정확한 메커니즘은 분

명하지 않다. 세로토닌성, 도파민성, 노르아드레날린성 신경전달물질 같은 다양한 

신경전달물질 시스템 뿐만 아니라 뇌혈류와 포도당 대사가 영향을 받는 것 같아 보

인다. ECT가 항우울제에 대한 혈액 뇌관문의 우수한 삼투성을 유도한다는 것이 가

설화 되었다.

 ECT의 파킨슨병과 우울증 환자에 있어 안전성, 내약성, 항우울 효과를 설명한 개

방형 연구들과 사례 연구들이 있다. 소규모 환자 집단에서의 연구들은 소수 환자에

서 실제적으로 개선되는 운동 증상의 악화 없이 우울증의 일시적인 감소를 보여주

었다. 대부분 적어도 1주에 2회 ECT 유지 요법이 몇 주 기간 동안 필요하다

(Douyon 외. 1989). 몇 명의 환자들은 레보도파 유발 된 이상 운동증의 증가를 보

였다. ECT의 알려진 부작용들은 정위, 기억, 집중 같은 인지 기능의 일시적 장애이

다. 이러한 부작용이 파킨슨병이 없는 환자에서 보다 파킨슨병을 동반한 우울증 환

자에서 좀 더 흔하다는 것이 가설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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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경두개 자기 자극(TMS,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s)

 경두개 자기 자극(TMS,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s)은 비침습적 방법이고 

자기장에 의해 피질 뉴런을 자극한다. 연구 결과들은 TMS를 적용했을 때 우울증상

과 운동증상의 개선을 보여주었다. 주요 우울증에 대한 연구들은 TMS의 효과는 전

극의 부위, 기간, 시행 빈도, 환자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파킨슨병

을 동반한 우울증 환자에 대한 연구 보고는 명확한 결론을 보여주었다(Miyasaki 외. 

2006).

5.3.4. 미주 신경 자극술(VNS, vagus nerve stimulation)

 좌측 미주 신경의 전기적 자극은 간질성 발작의 치료에 사용되어왔다. 최근의 연

구 결과들은 이러한 방법이 주요 우울증 환자의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미주 신경은 통증 섬유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변연계를 포함한 뇌의 다양

한 부위들에 투사된다(Scherrmann 외. 2001). 개방형 다기관 연구에서, Rush 외 

다수(2000)는 항우울제 약물 치료에 내성을 가진 주요 우울증 환자에서 VNS의 항

우울 효과를 보여주었다. 파킨슨병의 병태 생리 때문에(Chapter 5.2) 우울증 환자

에서 VNS 적용의 근거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