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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파킨슨병 약물의 개요

 

1-1. 파킨슨병의 증후와 증상

파킨슨병은 흔한 운동질환으로서 다음과 같은 운동증상이 특징이다.

• 서동(느린 움직임)
• 근강직 (경직, 뻣뻣함)
• 휴지기 진전진탕: 보통 편측에서 두드러짐)

•자세 불안정성 (불균형)
 
이차 증후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소자증 (작은 글씨증)
• 구음 장애 (연약한 발음)
• 병변측 팔 흔들림 감소

• 보폭이 작은, 질질끄는 보행

• 눈깜빡임 및 삼킴횟수 감소

• 우울증, 불안

• 수면 장애

• 저혈압

• 변비

• 지루 (지성 피부, 비듬)
 
시간에 따른 증상의 진행양상이나 증상의 특징 및 중증도는 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최근에 진단을 받은 환자는 아무런 증상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또는 상기 확인된 각 증

상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파킨슨병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병리소견은 잘 알려져 있다. 흑색질이라 불리는 중뇌의 



부위에 일차적으로 뇌세포 변성이 일어난다. 정상적으로 흑색질의 뇌세포는 도파민이라 불

라는 화학 전달물질을 통해 선조체(striatum)로 알려져 있는 두뇌의 다른 부위와 교통한다. 

파킨슨병(PD)에서, 흑색질의 세포 손실은 유효한 도파민의 감소를 초래한다.

 
부록 A는 PD의 증상과 치료를 기술하는데 흔하게 사용되는 유용한 용어의 용어집을 제공한

다.

--------------------------------------------------------------------------------------------------------------------------------
--------------------------------------------------------------------------------------------------------------------------------
 



1-2. 한눈에 보는 약물 설명서 

간행물의 첫번째 장은 일차 운동증상을 완화하거나 극소화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약물을 

제시한다. 다음 장은 PD의 이차 증상 또는 비운동성 증상의 완화를 위한 약품을 다룬다. 질

병 진행을 늦추거나 파킨슨병의 근본적인 병리를 전환할 수 있는 치료에 대해 강조하면서 

개발 중에 있는 새로운 약물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이다.  또한 한 장은 보완 의학에 대해 

제시하고 최적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보충요법에 대한 윤곽을 그릴 것이다.
 
 

1-3. 파킨슨병의 약물에 대한 개관

파킨슨병의 대부분의 증후는 두뇌의 선조체(striatum) 내의 도파민의 부족에 기인하다. 따라

서, 항파킨슨약의 대다수는 일시적으로 도파민을 보충하거나 모방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도파민 농도를 조절하는 약을 도파민성 약물(dopaminergic drug)라고 부른다. 이 

물질은 근육 강직을 완화하고, 움직임의 속도 및 조화운동을 개선하며, 진전을 감소시킨다.
레보도파(Levodopa)와 도파민 효현제은 PD를 치료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중요한 도파민성 약

물(dopaminergic drug)이다. 두 약 모두 뇌에 있는 도파민 수준을 증가시키지만 다른 기전으

로 작용한다. 레보도파는 카비도파(carbidopa)와 결합하여 뇌세포에 의해 도파민으로 전환된

다. 반면에,  도파민 효현제는 도파민으로 전환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것은 도파민과 비

슷하여 뇌의 도파민 수용체에 직접 작용한다. 레보도파(Levodopa)와 dopaminergic drug은 첫 

치료법로 간주되며, 이는 PD치료를 위해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처방되는 약물이다. 이 약물

은 제 2 장에서 상세히 다뤄질 것이다.
 
COMT 억제제와 MAO-B 억제제 같은 다른 약들도  레보도파(levodopa)의 분해를 억제함으

로써 도파민 수준을 바꾼다. 이 약물들은 레보도파 및 도파민 효현제에 추가해서 처방되며 

따라서 2차 선택약이나 3차 선택약물로 간주된다. 이 약물들에  대해서는 제 3장에서 더 자

세히 다룰 것이다.  
                         
PD에서, 낮은 도파민 수준은 두뇌 아세틸콜린과 도파민 사이의 균형을 잃게 만들 수 있다.  
콜린억제제 약물은 때때로 이 균형을 복구하기 위해 처방된다. 이 약은 다른 약물에 반응하

지 않는 진전에 도움이 되며 제 3차 치료약제로 간주된다. 제 3 장은 콜린억제제 약에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1-4.  (표) 파킨슨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약물 요약

다음 페이지 표는 평균 용량, 부작용, 적응증을 포함한 Parkinson 약물에 대해 요약한 것이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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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PARKINSON의 약물에 관하여 중요한 점

 
의료 연구는 단독 또는 병합요법으로 사용되어 파킨슨병의 증상을 유의하게 완화할 수 있는 

다양햔 약물치료를 제공해왔다. 이 약물들의 적절한 사용은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
 
 이 설명서를 읽음으로써, 파킨슨병에서의 특정한 주의사항 및 약물치료의 원리에 대해 알

게 되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 파킨슨병의 증상과 각 개인에 따라 약물에 대한 반응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야 한다. 
 
• 파킨슨병의 증상 치료를 위한 "흑백"의 의학적 선택권이 없다; 약물 선택과 복용량은 적

절한 때에 환자 개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추어져야 한다. 
 
• 약물복용 시간은 복용할 약물의 종류만큼이나 중요하다. 복용시간을 결정하게 하는 증상 

및 반응 양상을 관찰하기 위해 의사와 환자는 하루 종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일해야 

한다. 부록 C는  당신의 건강관리팀과 밀접하게 일하는 것에 대한 조언을 포함하고 있다. 
 
• 어떤 약물이든 치료 동안에 어느 때든지 원치 않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에, 모든 약물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의심되는 약을 조정하거나 중단해야 한다. 
 
•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최선의 치료는 약물치료와 함께 물리치료, 직업치료, 언어치료 및 

전인적인 접근을 포함한다. 많은 환자에게 질환의 전 과정에 걸친 지역사회복지혜택 및 심

리적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포괄적인 치료의 장기 목표는 건강한 미래를 위한 선택권을 유지하면서 현재 육체 및 정신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
--------------------------------------------------------------------------------------------------------------------------------
 
 
 
 
 
 
 
 



2장. 레보도파와 도파민 효현제: 1차 치료
 

2-1. 레보도파 제제

2-1-1. 카비도파/레보도파(시네메트) 
CARBIDOPA /LEVODOPA (SINEMET®)
 
미국에서 Larodopa®로 표시하는 레보도파(Levodopa)는 파킨슨병 치료에 있어 첫 번째 중요한 

획기적인 발전이었다. 레보도파(Levodopa)는 뇌에서 파킨슨병환자에게 결핍되어 있는 도파민

을 생산하게 하는데 이용된다. 이 신경전달물질은 뇌에서 신경 (세포)에 의해 도파민으로 전

환되며, 운동 시 몸에서 필요로 할 때까지 세포내에 저장된다. 
 
도파민은 신경세포연접부(시냅스, 세포 사이 공간)로 분비되며 다른 세포의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한다. 이 과정으로 몸 운동이 적절하게 제어되고 조절된다. 도파민이 뇌로 들어갈 수 없

기 때문에 도파민의 전구체인 레보도파가 사용된다. 레보도파(Levodopa)는 파킨슨 증후를 관

리에 있어 하나의 가장 효과적인 약제로 남아 있다. 
레보도파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증상으로는 다음을 포함한다.:
 
• 근강직 (경직, 뻣뻣함)
• 진전(떨림)

• 서동(느린 움직임)

• 보행(걸음 장애)

• 표정 감소증(hypomimia )(감소된 얼굴 표정)

• 소자증 (작고, 흔들리는 필적)

 

레보도파(levodopa)의 전반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몇몇 증후는 치료에 항상 잘 반응하지

는 않는다:

•자세 불안정성 (불균형)
• 구음 장애 (음성 문제)
• 성기능 장애

• 과도한 발한

• 신경감각 문제 (통증, 무딘 감각, 저림)
• 지루 (지성 피부, 비늘 모양 피부)
• 변비

• 우울증과 불안

• 치매 (기억과 혼란에 대한 문제)
 



--------------------------------------------------------------------------------------------------------------------------------
--------------------------------------------------------------------------------------------------------------------------------

2-1-2. 카비도파 

CARBIDOPA (LODOSYN®)
 
레보도파를 경구복용할 경우, 복용량의 일부분은 뇌에 들어가기 전에 도파- 탈카르복시화 

효소에 의해 도파민으로 전환된다. 이것은 빈번하게 오심, 구토, 식욕감퇴,  빈맥, 기립성 저

혈압 같은 부작용을 유발한다. 
 
이런 이유로, 레보도파(levodopa)는 뇌 밖에서 도파- 탈카르복시화 효소를 억제하는 카비도파

와 거의 항상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더욱 많은 양의 레보도파가 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은 카비도파로 인해 위에서 나열한 부작용의 발생을 극적으로 감소시킨다.

카비도파와 레보도파를 포함하는 조제에서, 라벨의 첫 번째 숫자는 카비도파의 양(mg.)을, 
두 번째 숫자는 레보도파의 양(mg.)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Sinemet®25/100 한 정은 25mg의 

카비도파와 100mg의 레보도파를 함유한다. (비율은 1:4)

대다수 환자들은 레보도파가 뇌에 도달하기 전에 도파민으로 전환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

기 위해서 하루에 75 - 150mg의 카비도파를 필요로 한다. 
만약 부작용을 관리하기 위해 더 많은 카비도파가 필요한 경우, 의사는  Sinemet®25/100 복

용량에 카비도파 25mg을 추가할 수 있는 처방전을 쓸 수 있다. 
25mg의 카비도파를 더하는 것은 카비도파의 레보도파에 대한 비율을 1:4에서 1:2로 증가시

킨다.(25+25=50mg의 카비도파와 100mg의 레보도파)

카비도파를 레보도파와 혼합하여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음을 포함한다.:
• 오심과 같은 도파민의 부작용 최소화

• 레보도파의 하루 총 필요 복용량 감소

• 환자로 하여금 비타민 B6 복용을 가능케 함.(복용하지 않을 경우 레보도파의 효율성이 감

소함)

2-1-3. 카비도파/레보도파(Sinemet®)를 이용한 최적 치료법 

파킨슨병 초기 단계에서 carbidopallevopa(C/L)는 대개 하루에 2~3회 투약된다. 이 약물은 뇌

에서 비교적 짧은 지속기간을 가진다. 병이 진행됨에 따라, 각 복용량의 효과 지속성은 감소

하고 따라서 환자들은 치료의 최적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빈번한 투약을 요구할지도 모른

다. 각 환자에게 요구되는 C/L의 투약은 매우 개인적이고, 시간에 따라 다양하며, 파킨슨 병 

증상의 심각성이나 병의 지속성과 항상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그 복용량은 



증상의 완화와 부작용 회피 사이의 정교한 균형을 달성하려는 노력 하에 의사와 환자에 의

해서 결정된다. 

2-1-4. 레보도파와 운동변동(motor fluctuations)
 수년 동안의 레보도파 사용으로 많은 환자들은 넓게는 “On"과 ”Off" 운동 상태로 구분 될 

수 있는 약에 대한 변동반응을 발달시킬 것이다. “On"은 어떤 한 사람이 약물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있을 때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사용된다(주로 레보도파에 대한 반응). ”On" 상태 동

안, 그는 돌아다닐 수 있고, 대개 떨림이나 경직 없이 비교적 쉽게 일상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Off"는 파킨슨 병을 가진 사람이 움직이는데 더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때를 설명하는 

데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다. ”off" 상태에서는 걷기, 먹기, 목욕 그리고 심지어 말하는 것까

지 더 손상될 수 있다. 환자가 “Off" 상태를 경험하는 가장 일반적인 때는 그들이 복용하는 

약물이 다음 복용 시간 전에 그 효과를 잃게 되는 때이다. 이것은 ”wearing off" (약효 소멸

성 반응) 라고 불린다. 예측 불가능한 “off" 시간도 발생할 수 있으며, 때때로 갑자기 시작한

다. 환자들이 그들의 임상의들과 이야기 할 때 혼란과 치료의 결정에 있어 잠재적 실수를 

피하기 위해 운동변동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러한 용어의 사용을 배우는 것은 중요

하다. 

 Controlled-release(서방형) 카비도파/레보도파와 immediate-release(속방형) C/L은 파킨슨병의 

증상을 치료하는 데 동등한 효과를 가진다. 일부 환자들은 보다 긴 효과의 지속성에 기초한 

더 적은 복용 빈도의 편리성 때문에 서방형 방식을 선호한다. 수년간 속방형 카비도파/레보

도파를 투약한 후, 환자는 다음 복용 시간 전에 약물의 효과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발

견할지도 모른다. 한 가지 반응은 복용 간격을 짧게 하는 것이다.(또는 필요시 추가 복용); 
또 다른 선택은 속방형 C/L에서 SinemetCR®로 전환하는 것이다. SinemetCR®는 C/L과 같은 

약물을 포함하고 있지만, 장에서 단계적으로 용해되도록 조제되어 있다. 일반적 형태의 서방

형 C/L 역시 사용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CR 대신에 ER(extended release)로 표기되기도 한다.
그것들은 또한 다른 색상을 띠고 있을 것이며 보통은 자주색이나 회색일 것이다. 

 서방형 제제의 불완전한 흡수 때문에, 동일한 운동 증상 제어를 얻기 위해서  필요량보다 

조금 더 증량한 속방형 C/L 복용이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 반대 역시 사실이다: 
SinemetCR®에서 속방형제제로 바꾼 환자는 하루 총 요구량을 조금 감소시킬 수 있다. 복용

량 조절은 때때로 복잡하며 환자와 의사간의 면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취침시 SinemetCR®의 복용은 하지불안 증후군이나 수면을 방해하는 다른 파킨슨 증상과 같

은 수면 장애를 가진 환자들을 도와줄 것이다. 취침시간 복용은 또한 이른 아침의 근육긴장

이상(dystonia) (근육 경련, 다리에서 가장 흔함)의 경감이나 이른 아침 운동성(mobility)을 향

상시키는 데 이용된다. 

파킨슨 병이 진행됨에 따라, 많은 환자들은 속방형 C/L과 SinemetCR®의 조합이 가장 높은 



수준의 운동 기능을 제공해줌을 발견한다. 카비도파/레보도파는 복용 후 30분 안에 운동 증

상을 향상시키기 시작하는 반면, SinemetCR®는 그 효과를 내는데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의 

시간이 요구된다. 

2-1-5. 식이요법 고려사항

 음식 요소는 뇌에서의 레보도파 작용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운동 

수행에 영향을 준다.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음식들은 레보도파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하루 4회 이상의 C/L 복용을 요구하는 on/off 운동 변동이 심한 사람에게 있어 

가장 흔하다. 단백질 과민성으로 알려진 일부 환자는 활동 수준이 감소하는 저녁 시간에 그

들의 하루 단백질 요구량(45-60 mg. 성인기준)의 대부분을 소비하기를 선택한다. 어떤 이들 

운동 변동을 최소화 하기위해 C/L 복용시간 즈음 고단백 음식을 피하면서 하루 종일 소식

(小食) 하는 것을 선택한다. 대다수의 환자를 위한 좋은 조언은 최소 식전 30분 전 속방형 

C/L을 섭취하거나 식후 최소 1시간을 약물 투약을 위해 기다리는 것이다. 서방형 C/L의 흡

수에 대한 단백질과 식사 시간의 영향은 분명하지는 않다.  

 

 많은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있어 위내용 배출시간이 지연된다. 이것은 지방이나 섬유질이 

많은 음식에 의해 악화될 수 있고, C/L과 함께 섭취될 경우 연장된 시간 동안 레보도파가 

위장 속에 남아있는 것을 야기할 수 있다. 레보도파 흡수를 위해서 그것은 위를 통과해서 

소장으로 이동해야만 한다. 흡수의 극대화와 더 나은 운동 증상 완화를 위해서 공복시 C/L
을 가능하면 항상 6-8 oz의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현명하다. 식이요법과 파킨슨병 조절

은 NPF 설명서 “파킨슨 병: 영양이 중요하다.”에서 보다 깊이 다루고 있다. 

 2-1-6. 특별한 지침들(Special instructions)
 •carbidopa/levodopa의 투약을 시작할 때, 환자들은 대개 식전 30-60분 전이나 식후 1-2시간 

후 그 것을 섭취할 것을 조언 받는다. 일부 환자는 위장장애를 피하기 위해 과일이나 크래

커와 같은 비단백질 스낵을 약물과 함께 먹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다수 환자들은 흡수를 

극대화 시켜주는 공복의 상태에서 약물을 섭취하는데 문제를 가지지 않는다. 
  
 • 오심을 최소화하고 흡수를 돕기 위해 물 한 잔과 함께 각각의 약물을 복용하시오.

 • 의사의 지시 없이 갑작스럽게 약물을 중단하지 마시오.

 • 약물의 과다복용은 불필요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약물 요법이 복잡해짐에 따라 

“이중 복용”을 막기 위한 일지, 환약 신호 경보(pill reminder alarm)나 다른 시스템의 사용은  

권할 만하다.

 • 서방정(tablet)(정(錠))을 부수거나 씹지 마시오. 그러나 정(錠)은 반으로 잘려질 수 있고, 

서방형의 속성 대부분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수 있다.



 • 만약 당신이 섭취해 오던 것과 다른 색깔이나 모양의 약물을 받게 된 경우 약사에게 

   말하시오.

2-1-7. 부작용

 부작용들은 모든 carbidopa/levodopa 조제들과 비슷하다. 
 오심, 구토와 식욕 상실이 치료 초기나 복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작은 비율의 환자에게 일

어날 수 있다. 약간 짜거나 달콤한 스낵(프레쯜이나 크래커)과 함께 약을 복용하는 것은 불

편을 경감 시켜 줄 수 있다. 생강이나 카모마일 차와 같은 식물 치료제는 오심을 다루는 데 

유용할 수 있다. 만약 오심이 길어지거나 심해질 경우, 당신의 의사는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약물들을 추천하거나 처방할 수 있다.

 운동이상증(Dyskinesias-비정상적인 불수의적 뒤틀림 행동)이 구강, 안면, 손, 팔, 다리 또는 

심지어 체간과 목에도 발생할 수 있다. 이건은 운동변동의 한 형태이다. 이것은 레보도파의 

장기간 사용 후 좀 더 일반적이며, 가벼운 정도라면 파킨슨 증상으로부터 완화되는 것에 대

한 필요한 대가(trade-off)로서 환자들이 잘 참아낼 수 있다. 운동이상증은 너무 많은 약물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표시가 될 수 있다. 이런 움직임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

나 약물의 효과가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전형적으로는 복용 후 60-90분 뒤) 더 일반적으로 

발생한다. 운동이상증은 복용량이나 복용 간격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신호이다. 
때때로 C/L의 복용량을 낮추거나 액체 형태로 소량의 C/L을 매 1-2시간마다 복용하는 것은 

운동이상증을 감소시킨다. 

 부록 E는 액체 Sinemet®.의 제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최근의 몇몇 연구들은 레보도파

를 투약하는 사람이 도파민 작용약이나, ropinirole 이나 pramipexole을 복용하는 사람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의 운동이상증이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구갈과 주간 졸림 현상 또한 치료 초기 일부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다. 보통 이런 효과들

은 시간이 갈수록 진정된다. 신경과민, 생생한 꿈(vivid dreams)과 불면증이 레보도파 조제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으며 눕거나 앉은 상태에서 급히 일어날 때 현기증을 느끼거나 몽롱할 

수 있다.
 천천히 일어나는 것과 몸이 자세 변화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기립성 저혈압에 의해 

발생하는 이러한 부작용을 잘 다룰 수 있게 할 것이다. 
 혼란(confusion)과 환시는 이러한 약물의 오랜 사용기간과 관련될 수 있다. 이것은 대개 약

물용량과 관련되어 있고, 의사의 지시 하에 C/L의 하루 총 복용량을 줄임으로 최소화 시킬 

수 있다.
--------------------------------------------------------------------------------------------------------------------------------
-------------------------------------------------------------------------------------------------------------------------------- 



 

2-2. 도파민 효현제(agonists)
 

 레보도파가 파킨슨 병의 증상을 통제하는 데 가장 효능 있는 약물로 남아있지만, 잠재적 

부작용, 특별히 운동변동과 운동이상증은 걱정거리(concern)이다. 도파민 효현제는 최근 특별

히, 젊고, 건강한 환자들에 대해 파킨슨 병의 첫 번째 치료제로서 레보도파와 함께 쓰이고 

있다. 
 도파민 효현제의 약리적 기능은 레보도파의 그것과는 다르다. 레보도파는 뇌 속에서 도파

민으로 전환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도파민 효현제는 뇌 속의 도파민 수용체에 직접 작용

하며, 따라서 파킨슨병의 증상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파민 효현제는 다음과 같다. 

• Pramipexole(Mirapex®)
• Ropinirole(Requip®)
• Pergolide(Permax®)
• Bromocriptine (Parlodel®)
 
 도파민 효현제는 뇌 속의 도파민 수용체에 작용한다. D1과 D2로 알려진 두 주요한 종류로 

세분되는 최소 5개의 다른 도파민 수용체가 있다. 
 아포모르핀(apomorphine)은 가장 오래된 도파민 효현제이다. 그것은 경구투여로는 안전하거

나 효과적으로 수용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주사나 코를 통해 뿌려질 경우 빠르고 강력한 

항파킨슨 효과를 가진다. 이것은 때때로 속효성(short-action) 약물의 즉각적인 전달을 필요로 

하는 심각한 “off"상태의 환자들을 위한 “구조” 치료로서 사용된다. 
 이것은 주로 미국에서 연구적인 조제로서 사용되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용가능하다. 이것의 

사용은 실제로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2-2-1. BROMOCRIPTINE과 PERGOLIDE
Bromocriptine (Parlodel®)과  pergolide (Permax®)는 수년동안 경구 항파킨슨 약품으로 사용되

어 왔다. 두 약 모두 맥각 알칼로이드(ergot)이라 불리는 화학물질의 합성 파생물이다. 브로

모크립틴은 1974년 파킨슨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처음 보고 되었다. 브로모크립틴의 

주요 작용기전은 직접 D2 도파민 수용체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1980년대부터 이용되어온 Pergolide (Permax®)는 D2 수용체에 브로모크립틴보다 10배의 효

능을 가지며, 또한 D1 수용체를 자극한다. Pergolide는 브로모크립틴보다 절반쯤 긴 반감기

를 가진다(24시간까지 vs 최대 8-12시간).환자들은 레보도파의 보조 치료로 Pergolide가 첨가



되었을 때 상당한 시간 동안 운동변동의 조절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한다. 

Pergolide와 브로모크립틴은 뇌 속의 도파민 수용체의 활성화에 있어 동일하지 않으나 전반

적으로, 이런 약들은 매우 유사한 효과와 부작용을 가진다.

 2-2-1-1. 부작용

 부작용은 레보도파의 경우와 유사하다: 오심, 구토, 혼란, 환각, 몽롱함, 실신.매우 희귀한 

부작용으로서 섬유증(장기의 막 내층이 두꺼워지거나 상처가 생길 수 있다) 또한 보고되고 

있다. 
 

최근의 한 보고는 pergolide와 같은 맥각 알칼로이드(ergot) 도파민 효현제가 심장판막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환자들은 더 나은 평

가를 위해 의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 받고 있다.
 

2-2-2. PRAMIPEXOLE와 ROPINIROLE
추가적인 도파민 효현제가 보다 적은 부작용을 내면서도 더 큰 효과를 가진 항파킨슨병 약

물(antiparkinson)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 하에 최근 몇 년간 개발되고 있다. 새로운 효현제들

은 맥각 알칼로이드(ergot) 파생물이 아니다. Pramipexole (Mirapex®)와 ropinirole (Requip®)는 

널리 시험되어 왔고,  초기와 진행된(advanced) 파킨슨병 모두를 치료하는데 안전하고 효과

적인 약물로 검증되었다. 
 
 연구들은 이러한 약물이 상대적으로 초기 파킨슨 병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일부 환자들의 

경우 레보도파 사용의 필요를 연기하면서 증상의 충분한 완화를 제공해준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대다수 파킨슨병 전문가들은 운동이상증에 대한 감소된 위험성 때문에 새롭게 진

단된 환자들에 대해서 레보도파 대신 도파민 효현제를 처방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약품들

은 좀 더 진행된 파킨슨 병 치료에 있어 레보도파의 대체 약품(대개 레보도파 복용을 감소

시킴)으로서의 효과를 가진다. 최근 연구는 도파민 효현제가 뇌세포를 생산하는 도파민의 

죽음을 막거나 유예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신경보호성(neuroprotective)을 가지고 있음

을 보여준다. 
 

 pramipexole과 ropinirole가 bromocriptine과 pergolide보다 다양한 수준의 파킨슨 병 치료법으

로 더 널리 시험되어 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도파민 효현제가 다른 것보다 좋다

거나 안전하다는 아무런 증거는 없다.
 이 4가지 약품들은 감시(monitored) 임상시험에 있어 서로 간에 신중하게 비교된 적이 없다. 
참지 못하거나, 하나의 약품에서 효과를 보는 데 실패한 일부 환자들은 이런 부류(class)에서 

다른 약물에 매우 적합한 반응을 보여줄 수도 있다.

 



2-2-3. 특별한 지침들(SPECIAL INSTRUCTIONS)
• 매우 낮은 도파민 효현제 복용량에서 시작하여 시간에 따라 복용량을 천천히 증가시키는 

것은 오심과 같은 부작용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 대다수 임상의들이 치료를 시작시 저용량의 복용 표본과 이후 수주간 약물을 적정하는 방

법에 대한 기록된 지침들을 환자들에게 제공한다.  

• 효현제가 가장 낮은 복용량 수준에서 증상 완화를 좀처럼 제공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

해하는 것은 중요하며, 낙담하거나 치료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 효과가 관측되기 전까지 몇 

주 혹은 심지어 몇 달의 점진적인 복용량 증가가 요구될 수도 있다. 
  

• 일단 환자가 몇 주 동안 이런 약물을 투약하게 되면, 도파민 효현제들은 급작스럽게 또는 

의학적 감독 없이 사용을 중지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파킨슨 병 증세의 심각한 

악화나 다른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4. 부작용

 모든 도파민 효현제들의 보고된 부작용의 대부분은 레보도파로 인한 것과 동일하다. 이것

은 레보도파와 도파민 효현제 둘 모두 도파민을 보충하거나 모방하기 때문이다. 부작용들은 

오심, 구토, 졸림증, 불면증, 환각, 혼란과 종종 실신을 유발하는 저혈압을 포함할 수 있다. 
비록 운동이상증(불수의 운동)이 레보도파의 사용에서 더 빈번하게 보여지긴 하지만, 도파민 

효현제로 인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일부 환자들은 하지부종과 삼킴장애가 발생하거나 호흡이 짧아질 수 있다. 다리와 손이 차

고 거무스름해지거나 자주색 반점이 생길 수 있다.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의사에게 통보

하라. 

--------------------------------------------------------------------------------------------------------------------------------------------------------------
--------------------------------------------------------------------------------------------------------------------------------------------------------------

 



2-3. 스타레보(STALEVO)

 스타레보는 레보도파 치료의 새로운 형태로서, 파킨슨병 치료 약제로 가장 널리 사용되어 

온 레보도파에 carbidopa와 entacapone(Comtan)를 연결한 약물로,  소멸성 반응(wearing off)을 

없앨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카비도파가 레보도파의 많은 부작용을 줄인 반면, 엔다카폰(콤
탄)은 파킨슨병과 관계된 증상의 경감뿐만 아니라, 파킨슨병 환자로 하여금 일상생활의 수

행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레보도파의 장점을 확대시켰다. 스타레보는 하나의 정(tablet)에 세 

가지 약물(레보도파, 카비도파, 엔타카폰)을 제공해 줌으로써 환자들이 하루에 섭취해야 할 

약(tablet)의 수를 감소시켜서 많은 환자들의 치료를 간소화시켰다. 또한 이것은 사람들로 하

여금 항상 각각의 레보도파/카비도파 복용량과 함께 적당한 양의 엔타카폰을 섭취하도록 함

으로 혼란을 줄여 주었다. 

 스타레보(레보도파, 카비도파 그리고 콤탄)의 가장 일반적인 부작용은 콤탄 없는 레보도파/
카비도파가 갖는 부작용과 유사하며 운동이상증, 오심, 복부 통증, 변비, 현기증, 피로, 환각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부작용들은 레보도파, 카비도파와 콤탄의 복용량의 변화로 조절될 수 

있다. 레보도파/카비도파와는 다른 콤탄(그리고 스타레보)의 부작용은 소변의 변색과 설사 

등이 있다. 설사의 심각도에 따라서 콤탄이 중단되어야만 할 수도 있다. 

 스타레보는 미국 식약청에 의해서 승인되었고, 노바티스 제약회사에 의해 특징지워지고

(marked), 오리온 파마에 의해 제조된다. 
 전체 처방 정보를 원하면 www.stalevo.com에 방문하거나 1-866-STALEVO (1-866-782-5386)
로 전화하라.
--------------------------------------------------------------------------------------------------------------------------------
--------------------------------------------------------------------------------------------------------------------------------
 



3장. 보조약물: 2차 치료와 3차 치료

 레보도파와 도파민 효현제들은 파킨슨병 치료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약물로 남아있으며 첫 

번째 치료책으로 간주된다.  항콜린성약물, 아만타딘, 카테콜아민-o-methytransferase 억제제 

(COMT 억제제)과 모노아민산화효소억제제(monoamine oxidase B inhibitor)들은 거의 항상 레

보도파나 도파민 효현제와 결합하여 처방된다. 
 이런 약물들은 파킨슨 병의 2차, 3차 치료로 간주된다. 
 

3-1. 항콜린성 약품(ANTICHOLINERGIC DRUGS)
3-1-1. 개요

파킨슨병 치료의 가장 오래된 종류의 약품은 항콜린성 약품으로 1940년대에 처음으로 사용

되었다. 표본은 다음과 같다. 

•Trihexyphenidyl HCl (Artane®)
             Artane® 2 mg. Artane® 5 mg.
• Benztropine mesylate (Cogentin®)

             Cogentin® .5 mg. Cogentin® 1 mg. Cogentin® 2 mg.

• Procyclidine (Kenmadrin®)
• Biperiden HCl (Akineton®)

• Ethopropazine (Parsidol®, Parsitan®) ... (현재 미국에서는 사용가능하지 않음) 

 

3-1-2. 부작용

이 약품들은 초기 운동 문제의 증상 조절에 약간의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때때로 진전은 

이런 약물에 의해 두드러지게 감소될 수 있다.  이런 약품의 장기적 효용은 부작용으로 인

해 제한되는데, 부작용은 입마름(dry mouth), 흐린 시력, 변비, 과진정(over-sedation), 뇨저류

(urinary retention), 혼란(confusion)과 환각 등을 포함한다.
 
 일부 의사들은 또한 파킨슨 진전의 초기 치료를 위해, 처방 없이 사용가능한 

diphenhydramine (Benadryl®)를 추천한다. 항히스타민제로 구분되며, 약간의 항콜린성 특성을 

가지고 있다. 
--------------------------------------------------------------------------------------------------------------------------------
--------------------------------------------------------------------------------------------------------------------------------



3-2. 아만타딘 (SYMMETREL ®)
3-2-1. 개요

아마타딘은 흥미로운 합성물이다. 그것은 처음에는 인플루엔자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 약

품으로서 개발되었다. 단지 우연에 의해서 그것이 파킨슨병에도 증상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것이 여러 해 동안 항파킨슨 약품으로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뇌에서의 간단한 작용기전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도파민성 약물로 간주되어왔지만 최근의 연구는 그것이 화학적 전달체인 글루타

민산염이나 아세틸콜린을 포함하는 다른 신경화학(nuerochemical) 경로에 영향을 준다고 제

안한다.   
 아마타딘은 단지 가벼운 수준의 증상 완화만을 제공하고 따라서 대개 파킨슨병이 처음으로 

진단되었을 때만 사용되어왔다. 파킨슨병을 위해 이 약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 새로운 관심

들이 있다. 이 화합물은 레보도파에 의한 운동변동과 운동이상증의 경감을 도울 수 있다. 최

근 연구는 그것이 또한 신경보호적(neuroprotective)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2-1. 특별한 지침들

(SPECIAL INSTRUCTIONS)
 아만타딘의 투약은 편리하다. 그것은 하루에 1-3회정도, 100 mg 캡슐로 이용가능하다. 위에 

묘사된 상표 Symmetrel®은 더 이상 대량 판매되지 않으며 많은 지역에서 이용불가능할지 모

른다.  대부분의 일반적 형태의 아만타딘은 타원형이며 색깔은 붉다. 아만타딘은 또한  삼킴

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적은양의 복용을 요구하는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인 액체 형

태로도 이용가능하다. 모든 액체 약품들처럼, 때때로 시력문제나 진전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

려울 수도 있으나  각각의 복용량은 반드시 정확하게 측정되어야 한다. 
 

3-2-2. 부작용

아만타딘은 낮시간 동안의 피로뿐만 아니라 불면증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다른 부작용은 

망상 청피반(livedo reticularis) (붉거나 자주빛의 피부 반점, 하지에 자주 발생), 하지부종,  
불안, 어지럼증, 뇨저류와 환각 등이 포함된다. 

---------------------------------------------------------------------------------------------------------------------------------------------
---------------------------------------------------------------------------------------------------------------------------------------------



3-3. COMT 억제제

CATECHOL-O-METHYL TRANSFERASE (COMT) INHIBITORS 

 

3-3-1. 개요

Tasmar® 100 mg. Tasmar® 200 mg.
Comtan® 200 mg.

 
Entacapone (Comtan®)과 tolcapone (Tasmar®)은 COMT 억제제로 알려진 약품의 한 종류이다. 
Catechol-a-methyl transferase은 섭취된 레보도파의 일부를 3-0-methyldopa로  전환시킨다. 레보

도파는 Sinemet®의 유익한 활동을 책임지는데 반해 3-0-methyldopa는 파킨슨병 치료에 아무

런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엔타카폰이나 톨카폰과 같은 약물을 가지고 이 효소를 억제함

으로써, 더 많은 레보도파가 뇌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지게 되고 파킨슨병의 증상을 

감소시킨다. 이런 약품들은 레보도파와 함께 사용될 때만 효과를 가진다. 

3-3-2. COMT 억제제의 특성

• 각각의 레보도파 투약의 효과 지속시간을 증가시킴

• 레보도파의 최고 수준을 증가시키지 않음.
• 카비도파/레보도파와 함께 섭취되어야 함.
• 소멸성 반응(“wearing off")치료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음.
• C/L 복용량을 20-30%까지 줄일 수 있음.

3-3-3. 특별한 지침

(special instructions)
• 톨카폰 100mg 또는 200mg을 보통 6시간 간격으로 하루 3회 투약한다. 
• 엔타카폰 200mg이 24시간 당 최대 8알까지 매 carbidopa/levodopa 복용과 함께 투약되어야

한다.
• COMT 억제제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운동이상증(불수의 운동)이 최소화 된다면 C/L 
복용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
• 톨카폰의 사용은 간독성(liver toxicity)의 잠재성 때문에 간기능을 감시할 빈번한 혈액 검사

를 필요로 한다. 간 기능 부전으로 인한 3건의 사망이 1998년 보고되었다.
• 두 약 모두 치아에 주황색 착색을 일으키거나 몸에 발한을 일으켜 옷이 더러워질 수 있으

므로 약(tablet)을 깨물거나 쪼개지 마시오.
• 이 약들 중 하나를 투약하고 4-6주가 되도록 어떤 운동성(mobility) 향상도 관찰되지 않는

다면, 당신의 처방 의사에게 알려주시오.

3-3-4. 부작용

COMT 억제제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흔한 부작용은 도파민 활동 증가로 인한 것이며, 



생생한 꿈(vivid dreams)이나 환시, 오심, 수면장애, 주간 기면(drowsiness), 두통 그리고 심한 

불수의적 운동(운동이상증) 등을 포함한다. 또한 톨카폰과 엔타카폰은 치료 2-3달 후 

이따금씩 발생하는 심한 설사와 관계에 있어왔다. 소변 변색도 일어날 수 있다. 간효소 

증가(elevation)은 잠재적 간기능부전을 피하기 위해 톨카폰 복용을 중단하는 것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보통 대다수 환자들은 두 약품을 잘 견딜 수 있다. 엔타카폰은 톨카폰보다 훨씬 더 

자주 처방되는데 이것은 톨카폰을 투약하는 환자들이 드물긴 하지만 간기능부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

 



3-4. 모노아민산화효소억제제(MAO-B-INHIBITORS) 

(MONOAMINE OXIDASE TYPE B INHIBITORS) 

monoamine oxidase type B 효소의 억제는 뇌에서의 도파민 물질대사를 방해한다. 초기 

연구들은 연구자들로  selegiline이 아직 레보도파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환자들의 초기 파킨

슨병이 진행되는 것을 늦출지도 모른다고 믿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약물이 수 십년 넘게 

널리 사용되고, 임상시험(clinical trials)이 계속되면서, MAO-B 억제제가 실제로 파킨슨병 

진행을 늦추는지에 대한 명백한 과학적 증거는 없다. 이러한 약품이 레보도파의 효능을 강

화시키고 또한 그들 자신이 약간의 항파킨슨 효과를 가질수도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3-4-1. SELEGILINE (ELDEPRYL®, CARBEX®) 

Eldepryl® 5 mg. Carbex® 5 mg. 

 MAO-B 억제제 selegiline은 가능한(possible) 신경보호 물질로서 큰 주목을 받을 만한 첫 번 

째 약품이었다. 파킨슨병을 가진 동물 모델에서 selegiline을 가진(with) MAO-B의 억제는   

도파민 뇌세포를 궁극적으로(ultimately) 파괴시키는 인공 유해물질인 MPTP에 의해 일어나는 

도파민 뇌세포의 변성을 막아준다. 이 성공적인 도파민 뇌세포 변성의 실험적인

(experimental) 차단은 selegiline이 인간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과정을 멈추게 하거나 제한

함으로 파킨슨병 진행을 늦출지도 모른다는 의견을 이끌어 냈다. 

 미국의 한 큰 연구에서 이러한 가정을 시험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초기이고 장애가 없

는 파킨슨병을 가진 환자들이 무작위로 위약(placebo), 비타민 E, selegiline 또는 혼합치료를 

받도록 했다. selegiline 사용은 레보도파 치료 도입을 필요로 하는 장애의 시작을 수개월까

지 늦추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지속되지 않았고 약의 일부 증상적 효능으로 인한 것이

었다. 이 연구에서 비타민 E는 단독으로 사용되었을 때나 selegiline과 혼합되어 사용되었을 

때나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하루 권장복용량인 5-10mg에서, selegiline은 일부 환자에게 운동기능 희생 없이 총 레보도파 

복용량을 10-25%까지 줄여주는 것으로 증명되어왔다. 

3-4-2. 부작용 1.
• selegiline은 보통 하루 1~2회 야간 수면 장애를 피하기 위해 아침이나 정오 이전에 투약한

다. 
• 하루 2회 투약되는 최대 권장 복용량인 5mg은 초과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

되고 있는 다른 MAO 억제제와는 달리 selegiline은 하루 최대 권장 복용량인 10mg을 넘기지 

않는 한 음식의 제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 이 약물은 수술전후 진정제(sedative)나 병원에서 진통제로 주로 사용되는 meperidine 



(Demerol®)과 함께 주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심각하거나 심지어 치명적인 약물 상호 

작용의 위험이 있다. 좋은 경험적 방법(a good rule of thumb): 이러한 매우 희귀한 부작용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 수술(surgery) 최소 2주 전 selegiline을 중단하라. 약물은 수술 하루 

전에 외과의사와 마취과의사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 이 약물이 어떤(any) 종류든 항우울제(antidepressant)와 함께 투약될 때 주의가 요구하며 이

것은 반드시 당신의 의사와 함께 상의되어야 한다. 

 약 제조자는 selegiline 투약 환자에 대한 삼환계 항우울제(tricyclic anti-depressants)이나 세로

토닌 재흡수 억제제의 사용에 대해서 경고한다. 이것은 임상적이라기 보다는 이론적인 것일 

수 있다. 최근에 파킨슨병 연구는 selegiline과 항우울제, 이 두 종류의 약 중 하나로 치료를 

받은 40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2% 미만의 환자만 어려움을 겪었고, 확인된 

문제 중 어떤 것도 약이나 약의 상호작용과 직접적인 관계되지 않았다. 아마도 가장 현명한 

방침은 환자 개인의 필요에 적합한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selegiline의 분명한 효능이 없이 가벼운 정도의 우울증으로 고생하게 되었다

면 의사는 selegiline을 중단하고 몇 주 후에 항우울제를 소개할 수 있다. 만약 환자가 인식

되는(perceived)  효능 때문에 selegiline을 중단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의사는 항우울제를 

추가하고 잠재적(potential) 상호작용(ineractions)을 위해 환자를 면밀히 감시할 수 있다. 수년

동안 selegiline을 항우울제와 함께 투약하여 효과를 보고 명백한 부작용을 보이지 않은 환자

의 치료를 바꿔야할 명백하고, 증명된 필요는 없다. 
 

3-4-3. 부작용 2.
비록 이 약품은 잘 참아낼 수 있으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가슴쓰림(heartburn), 식욕감

퇴, 오심, 구갈(dry mouth), 어지럼증, 변비가 모두 보고 되었다. 불면증은 오전 일찍 복용함

으로 보통은 피할 수 있는 부작용이다. 대부분의 이런 부작용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적

으로 해결된다. 
 혼란(confusion), 악몽, 환시, 너무 빠르거나 두근대는 심장박동(rapid or pounding heartbeat), 
흉통, 심한 두통과 같은 다른 부작용들은 좀처럼 발생하지는 않으나 즉시 의사에게 알려야

만 한다. 
 대부분의 항파킨슨 병 약물처럼 selegiline도 불수의운동을 일으키거나 이미 있는 불수의운

동을 심하게 만들 수 있다. 당신의 의사는 그 약물을 중단하거나 파킨슨병 치료를 위해 사

용된 다른 약물의 복용량을 줄일 수 있다. 
--------------------------------------------------------------------------------------------------------------------------------
--------------------------------------------------------------------------------------------------------------------------------



4장. 기분장애 및 인지장애

4-1. 개요

진전, 근경직, 서동, 자세 불안정과 같은 파킨슨병의 운동 증상의 치료는 매우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운동 증상은 이 질병의 특징이며, 매우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킨슨병을 가진 사람은 운동(movement)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다른 증상들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증상들은 대개 파킨슨병의 “비운동

(nonmotor)” 증상이라고 불린다.

이런 것들은 이러한 종류의 증상들을 위한 제대로 시험되거나(well-tested) 표준화되지 않은 

치료법(treatments)들이다. 대부분의 파킨슨병 임상 약품의 후유증들은(trails) 운동 특성에 의

해서만 평가된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비운동 증상들에 대한 근원적인 원리가 잘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환자들이 이러한 증상을 신경과 전문의에게 말하지 못하는데 왜냐하

면 그들이 그 증상과 파킨슨병을 연결시키기 않기 때문이다.

비운동 증상의 치료에 대한 이러한 관찰(observations)과 제안(suggestions)는 광범위한 의학적 

경험에 기반한다. 이는 이 장에서 다뤄진 대부분의 약품 치료법이 파킨슨병 환자에게 구체

적으로 연구되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약물을 바꾸기 전에 모든 치료의 선택들이 자기 주

치의들과 상의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 

--------------------------------------------------------------------------------------------------------------------------------
--------------------------------------------------------------------------------------------------------------------------------



4-2. 우울증

4-2-1. 개요

우울증은 병의 진행과정 중 30-50%의 환자들에 영향을 주며, 파킨슨병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것이다. 일부 환자는 간헐적으로 우울증을 겪지만, 어떤 환자는 만성적인 기분장애에 시달린

다.

우울증이 운동장애)가 아니라 기분 장애(a disturbance of mood)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

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파킨슨병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걸음과 대화가 느려지고, 안면의 표

정이 줄어들고(가면안 “masking”) 말소리가 조용해지는데, 이러한 특성이 임상 우울증으로 

오판될 수도 있다. 우울증이라는 용어는 장기적 슬픈 감정(2-3주 이상), 절망감, “우울(blues)”
을 나타낸다. 의기소침(despondent)과 함께 우울증 환자는 식욕감퇴, 욕구결핍(lack of 
motivation), 과민성, 수면장애, 현저한 집중력 저하를 경험할 수 있다.

우울증은 일반 대중들에게도 매우 흔한 질환이지만 파킨슨병에 있어 그것은 독특한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우울증을 가진 파킨슨병 환자는 자주 초조해 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

정한다. 이런 환자는 그들의 기분에 대한 상당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를 정확히 지

적하거나 그것에 관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한다고 볼 수는 없다. 혹자는 그러한 우울증

이 운동능력 상실에 대한 반응이라고 가정할지도 모르지만, 연구들은 우울한 기분과 운동 

장애의 심각도 사이에 명백한 연관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부 환자들이 실제로 파

킨슨병의 운동증상 시작전에 우울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는다. 한편, 파킨슨병이 매우 많

이 진행된 어떤 환자들은 어떠한 기분장애도 가지고 있지 않다.

파킨슨병에 있어 전반적으로 높은 우울증 발생에 대한 준비된(ready) 설명은 없다. 파킨슨병

에서의 우울증이 뇌의 화학작용 변화(altered brain chemistry)의 또 다른 증상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일부 환자는 레보도파와 도파민 효현제와 같은 항파킨슨 약물을 처음 복용

했을 때 기분과 기력이 회복되었다고 말한다. Selegiline 또한 기분과 개시(initiative)를 좋게 

할 수 있다; 사실, 이 약품은 처음에 유럽에서 항파킨슨 약품이 아니라 “심활력제(psychic 
energizer)”로 개발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아만타딘은 각성도를 강화하고, 일부 환자들의 기

력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통적인 항파킨슨 약품이 파킨슨 

병의 우울증 치료에 극적인 효능을 제공하는지는 회의적이다.   
 

4-2-2. 항우울제(ANTIDEPRESSANTS)
다음 표는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항우울약품 리스트의 일부를 담고 있다. 약품들이 

검사(tested)되고 있고 전례 없는 비율로 판매되고 있지만, 새로운 화합물(compounds)이 파킨

슨병의 우울증 치료에 있어 이전 약들보다 반드시 더 좋은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4-2-3. 항우울제의 예



삼환계(TRYCYCLIC) 화합물과 관련 약품.
• ImIpramme (Tofranil®)
• amitriptyline (Elavil®)
• nortriptyline  (Pamelor®)
• trazadone (Desyrel®)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 fluxetine (Prozac®)
• sertraline (Zoloft®) 
• paroxetine (Paxil®)
• fluvoxamme (Luvox®)
• citralopram (Celexa®) 

   
 
다른 항우울제(OTHER ANTIDEPRESSANTS)

• venlafaxine (Effexor®)
• buproprion (Wellbutrin®) 
• mIrtazapme (Remeron®)
• nefazodone (Serzone®) 

 파킨슨병 환자의 치료에 항우울제를 사용하는 데는 몇 가지 특별한 고려(considerations)가 

있다. 예를 들어, 구 “삼환계” 항우울제는 경미한 인지기능 장애가 있지만 불면증, 유연증

(drooling), 식욕 감퇴 등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더 유용할 수 있다. 삼환제는 부작용으로 

졸음, 구갈(dry mouth), 증가된 배고픔(increased hunger) 등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우울증과 싸우거나 위에서 확인된 다른 증상들을 치료하기 위해 취침 시에 일회

(single) 복용으로 주어질 수 있다. 착란(confusion), 몽롱함(lightheadedness), 시력 장애(blurred 
vision), 뇨저류, 환각과 같은 다른 잠재적 부작용도 그 것의 사용으로 제한할 수 있다. 삼환

제는 앞서 검토했던 항콜린성 약품과 비슷한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부작용의 일부는 이 악물을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효과적인 복용량이 이루어질 

때까지 천천히 증가시킨다면 피할 수 있다. 

4-2-3-1.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SSRI'S))

SSRI’S는 새로운 종류의 중요한 항우울제를 대표한다.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는 뇌 속에서 

독특한 작용기전을 가지고 있고, 종종 인기기능 장애와 과도한 주간 졸음(daytime sleepiness)



를 경험하는 파킨슨병을 가진 우울증 환자에게 최고의 선택이다.

이 약들은 “각성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며, 전통적인 항파킨슨 약품의 진정제 성분

에 반대작용을 할 수 있다.  이 약품들은 대개 아침에 1회 주어지며 매우 간단히 복용된다.  
모든 약품들과 마찬가지로 잠재적인 단점들이 있다. 일부 환자는 SSRI’s로 안절부절증

(restlessness), 진전, 흥분(agitation)을 경험한다.

일부 혼란(confusion)과 다양한 약품으로 인한 잠재적 문제들은 많은 환자들이 한 명 이상의 

여러명의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다양한 약품을 투약하는 사람들

은 그들의 현재 처방전의 완전한 리스트나 그들의 건강관리 제공자들이 지정한 실제 약품 

용기를 제시해야 한다.

기록된 바와 같이, 대다수 파킨슨병 환자는 심각한 우울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무능

력해지거나(incapacitating) 약물 치료에 둔감해진 우울증은 전기충격요법(ECT)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흥미롭게도 심각한 우울증으로 전기충격요법을 받은 파킨슨병 환자는 치료 후 수 

일 혹은 수 주 동안 그들의 운동기능이 두드러지게 향상됨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것은 파

킨슨병과 우울증이 뇌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확증하는 것처럼 보인다. 

파킨슨병을 가진 일부 사람들은 그들의 운동 기능과 기분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다. 이것은 

특히나 레보도파에 대한 불규칙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반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더욱 그렇

다. 이런 환자들은 Sinemet의 효과가 떨어지고, 이동성(mobility)이 떨어질 때 그들 자신이 우

울해지거나 불안해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분과 염려의 수준은 약품이 “투
입”(kicks in)하고 이동성이 향상됨에 따라 개선될 수 있다. 심각한 운동 변동을 가진 일부 

환자는 조절된 기분 상태(modulated mood state)를 달성할 수 없으며 그들의 운동 기능, 기분, 
감정이 하루 종일 심하게 동요한다.(swing widely) 

--------------------------------------------------------------------------------------------------------------------------------
-------------------------------------------------------------------------------------------------------------------------------- 



4-2. 불안(ANXIETY)
4-2-1. 개요 

파킨슨병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불안을 그들의 병의 일부로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우울

증과 함께 또는 우울증 없이 나타날 수 있다. 일부 환자는 병의 초기단계에서 불안을 인지

하고 그것이 효과적인 도파민 약품의 도입으로 경감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만성적으로 장애를 일으키는 불안은 약물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일부 항우울제가 항불안 효과를 가지고 있고 효능을 보일 수 있다. diazepam (Valium®)과 같

은 벤조디아조핀 약품들이 이런 부류에 속한다. 이런 약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용량이 증

가하는 경향이 있는 점과 과도한 진정작용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서 사

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파킨슨병 환자가 이런 약물의 적은 복용량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불안 경감과 함께, 벤조디아조핀은 근육긴장이상(근경직), 불수의 이상운동, 불면증과 

같은 다른 파킨슨병 증상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좀 더 작용시간이 긴 불안 완화 효과

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clonazepam (Klonopin®)라 불리는 약물이 때때로 유용하다.

4-2-2. 불안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약의 예

(EXAMPLES OF DRUGS USED To TREAT ANXIETY) 
 
 • diazepam (Valium®)
 • lorazepam (Ativan®)
• clonazepam (Klonopin®)
• clorazepate (Tranxene®)
• alprazolam (Xanax®)
• buspirone  (Buspar®)

     
 
다른 많은 약물들과 마찬가지로 이 종류의 약품 역시 졸림, 실조증(불안정한 걸음), 착란, 혼

수상태, 기억 장애 등과 같은 부작용을 가질 수 있다.
--------------------------------------------------------------------------------------------------------------------------------
--------------------------------------------------------------------------------------------------------------------------------



4-4. 인지장애와 치매

(COGNITIVE IMPAIRMENT AND DEMENTIA) 

많은 파킨슨병 환자들이 사고가 느려지고 일부 단어를 찾는데 겪는 어려움으로 불평한다. 
임상연구는 이런 미묘한 형태의 인식장애가 대다수 파킨슨병 환자에게 발생한다는 것을 증

명하고 있다. 사고과정에서의 이러한 작은 변화는 그것이 매일 매일의 활동이나 책임을 방

해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비교적 잘 참아낸다. 첨언하면, 일부 환자들은 실제

로 앞에서 다뤘던 도파민 약물을 투약할 때 동기부여와 집중력이 향상되었다고 말한다.  

치매는 일상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충분한 정도의 인식장애를 일컫는

다. 대략 20%의 파킨슨병 환자들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것은 병이 늦게 

시작될수록(예를 들면 65세 이후) 좀 더 흔하게 나타난다. 파킨슨병의 치매는 보통 운동 증

상의 시작 후 몇 년 후 분명해진다. 그것은 종종 기억장애나, 주의산만, 느려진 사고, 동기부

여 상실 등의 형태를 취한다. 

질병의 진행과정 중 조기 발병(onset), 흥분, 망상, 언어장애와 같은 치매의 다른 양상의 존

재는 그 문제의 원인이 단순히 파킨슨병 때문은 아님을 보여준다. 좀 더 복잡한 치매를 위

한 포괄적인 의료 정밀검사(medical work-up)는 비타민 B12 결핍이나 갑상선 질환처럼 좀 더 

치료 가능한 인지기능저하의 원인을 찾기 위해 뇌 스캔과 혈액검사 등을 포함할지도 모른

다.. 

뇌졸중(stroke)이나 알츠하이머 병(AD)와 같은 다른 신경 장애가 파킨슨병과 공존할 수 있다.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병 모두와 일부 유사성을 가진 질병을 말하는 “미만성 루이소체 질환

(diffuse Lewy body disease)”라고 명명된 한 증후군에 대한 인식이 커져가고 있다. 인지기능

장애, 환각, 망상, 상대적으로 가벼운 파킨슨병적 운동 증상들이 이 질환의 특징이다. 사후 

뇌 검사(Post-mortem brain examination)는 극히 작은 Lewy body가 뇌의 몇몇 부분 전체에 걸

쳐 세포들 속에서 산만하게 흩어져있는 특징적인 현미경적 소견을 밝혀냈다.

파킨슨병에서의 치매에 대해 특수한 의학적 치료법은 없다. 레보도파와 같은 전통적인 항파

킨슨 약품의 복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인지증상에 대해서는 효과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보

이지 않는다. 일부 항파킨슨 약물은 인지기능을 실제적으로 악화시킬 수도 있다. 그것은 특

히 항콜린성 약품에 있어서 사실이다.

항우울제는 때때로 파킨슨병 치매에서 흔히 보여지는 무감동(apathy)이나 동기부여 상실을 

돕기 위해 처방된다. 고령에 있어서 파킨슨병 우울증의 요소는 종종 착란이나 치매로 가장

할 수 있다.(masquerade) 

인지 문제의 행동치료와 기억 보조기구(aids)는 종종 유용한 것으로 입증된다. 전문기술들은



(techniques) 가족 구성원과 치료제공자(caregivers)가 혼란을 겪고 있는 환자와 논쟁과 불필요

한 좌절을 피하면서 건설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기억 보조기구는 크게 프린

트 된 달력, 시계, 전화 다이얼 표면(faces)과 서랍과 케비넷을 위한 라벨을 포함한다.

환경의 변화, 장식의 단순화, 과도한 자극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텔레비전 시청, 
특별히 시끄럽고 폭력적인 프로그램은 많은 저녁시간의 시청은 혼란스런 정신에 (그것을) 
“현실”로 오해하게 만들 수 있고, 시각적 환각이나 악몽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줄이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혼란(confusion)으로 고생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추가적인 조언은 알츠

하이머 협회나 노화(aging) 지역 기관(agency)에서 얻을 수 있다.

어떤 의사는 알츠하이머병 집단(population)에 사용되도록 허용된 tacrine HCI, (Cognex®) or 
donepezil (Aricept )과 같은 약물을 파킨슨병과 관련된 치매를 치료하기 위해 처방한다. 그것

이 아직 파킨슨병 집단에 폭넓게 검증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제공할만

한 다른 검증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약품이 시험되고 있다고 주장 될 수 있다. 
파킨슨병과 관련된 치매 문제의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한 필사적인 요구가 있음은 명백하다.

--------------------------------------------------------------------------------------------------------------------------------
--------------------------------------------------------------------------------------------------------------------------------



4-5. 환각과 정신병

(HALLUCINATIONS AND PSYCHOSIS) 

4-5-1. 개요

환각(hallucination)이라는 용어는 실제가 아닌 것을 인식하는 감각을 말한다. 이것은 시각적 

환영(visual apparitions), 상상 음성(imagined voices), 존재하지 않는 냄새를 맡는 것

(non-existing odors) 또는 피부 상의 이상한 감각 등의 형태를 취한다. 파킨슨병에서 환각은 

거의 항상 시각적인 특성을 가지며, 보통은 도파민 항파킨슨병 약물의 영향으로 일어난다. 

약물 유발성 환각은 생생하고 교란된 꿈으로 시작될지도 모른다. 종종 환각은 어두운 상태

(low light situation)에서 발생하거나 환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은 의식의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가고 있을 때 나타나기도 한다. 어떤 이는 자각 상태로(upon awakening) 침실에

서 한 친척(relative)를 “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식

한다. 무언가가 눈가 밖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거나 줄무늬(patterned) 벽지(wall coverings)나 

바닥 타일 위를 기어가는 벌레가 보일 수도 있다. 소인이나 아이, 동물들을 보는 것도 흔한 

환각이다. 환각이 점점 생생해짐에 따라 비현실의 인식에 대한 통찰력을 잃게 되고 환자는 

환각의 경험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착란과 의심스런 편집증적 망상(suspicious paranoid delusions) 또한 일어날 수 있다. 착란과 

환각의 상태는 정신병으로 불린다. 불행히도 망상적인 사람은 종종 배우자나 다른 가족 구

성원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돌린다. 예를 들어, 그는 배우자의 간통이나, 아들이나 딸의 재정

적 비행을 의심할지도 모른다. 

통제되지 않은 환각과 정신병은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정신병 환자는 거주지로부터 

도망가려하거나 인식되는 공격자로부터 도망치거나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무장하려고 할 

수도 있다. 심지어 안전이 위협받지 않은 때(not compromised)에도, 흥분한 행동과 비난은 온 

집안이나 병원 시설(nursing care facility)을 혼란케 한다. 환각과 착란 현상은 밤에 가장 자주 

발생한다. 이런 야간 착란은 황혼증후군(sundowning)으로 언급된다. 파킨슨병에서 수면

(sleep-wake)주기의 변화 또한 이런 현상에 있어 하나의 역할을 한다. 아마도 해가 진후 어

둠, 인공조명, 그림자가 환자들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잘못된 인식(misperception)하기에 더 쉽

게 만드는 것 같다. 

생생한 꿈 그 자체로는 보통은 의학적 치료를 정당화 하지 않는다. 다음 장에서 논의되는 

수면 치료는 필요시 사용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병식이 남아 있는 간헐적인 환시는 안

심시키는 것 이상의 어떠한 조치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혼란스런 환각과 망상의 평가와 치료에는 기본적인 3단계가 있다.:



• 예상되는 원인에 대한 결정

• 공격적(offending) 약물의 감소나 중단

• 항정신병 약품의 추가

레보도파와 같은 약물은 종종 착란과 환각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다. 파킨슨병 이 외에 다른 

이유로 주어지는 마약성 진통제(통증 완화제)와 같은 다른 약물들 역시 원인이 될 수 있다. 
정신병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처방 약품의 리스트는 매우 길다. 어떤 약품은 항파킨슨병 

약물의 흡수와 분해(breakdown)를 바꾸고 따라서 이런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줄여줄 수 있다.  
환각과 착란은 기침약인 dextromethorphan으로 이따금 일어나는 것처럼 처방전 없는

(over-the-counter) 약물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다. 

어떤 환자는 인지되지 않은 비뇨기계 감염이나 울혈성 심부전과 같은 다른 질병으로 인해 

이러한 증상이 갑자기 발전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어떤 환자는 약물의 결핍과 동반질환

(co-existing illness)으로 환각과 정신병이 유발되기도 한다. 이것은 환자가 미만성 루이소체질

환(diffuse Lewy body disease) 같은 전형적이지 않은 형태의 파킨슨병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

른다는 것을 암시한다.

 환각이나 망상이 문제가 되었을 때, 환자나 치료 동반자(care partner)는 신경과 의사나 주치

의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만약 예상되는 원인이 항파킨슨병 약물로 결정된 경우, 하나나 그 

이상의 약품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이 명백한 해결책이다. 

실제적으로 파킨슨병 운동 증상 치료에 사용되는 모든 약물들은 환각이나 정신병을 일으킬 

수 있다. 레보도파가 종종 주요 원인으로 인용되지만, 이것은 아마도 모든 파킨슨병 환자가 

이 약을 복용하기 때문이다. 레보도파의 복용량을 줄이는 것은 또한 진전, 서동, 경직

(rigidity)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어서 절충을 필요로 한다. 때때로 항콜린성 약품이나, 
selegiline, andamantadine과 같은 보조 약물을 좋은 결과와 함께 안전하게 중단(withdrawn)할 

수 있다.

갑작스런 항파킨슨병 약품의 중단는 환자가 완전히 못 움직이게 만들거나 심지어 호흡과 삼

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복용량을 줄이거나 항파킨슨병 약물을 중단하는 것은 

반드시 지침과 처방의의 감독 하에 실행되어야 한다.

4-5-2. 항정신병 약품 선택

(CHOOSING AN ANTIPSYCHOTIC MEDICATION) 
만약 항파킨슨병 약물을 줄이거나 중지하는 것을 참을 수 없거나 실제적이지 않을 경우,  
환각이나 망상을 통제하기 위한 항정신병 약품을 추가하는 것이 고려된다. 이런 종류의 약

품은 뇌의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시킴으로써 작용하며 파킨슨병이 아닌 정신분열증 치료를 

위해서 개발되어졌다. 이런 약품들이 종종 환각과 망상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만, 파킨슨병 

환자들은 대부분의 약품을 잘 참아내지 못한다. 



예를 들어, Haloperidol (Haldol®)은 흥분한 환자들의 장기 치료 세팅(settings)으로 흔히 처방

되지만 약물 유발성 파킨슨병의 원인으로 자주 거론된다. 이러한 약품은 도파민 수용체를 

마비시키고, 서동, 진전, 경직을 악화시킨다. 이 범주의 일부 부드러운 약물은 짧은 기간 동

안 적은 양이 사용될 수 있지만 장기간의 치료를 위해서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비정형 항정신병제라 불리는 새로운 종류의 항정신병약품은 운동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고 

정신병 증상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파킨슨병에 사용되는 이런 종류의 약들 

중 가장 효과적인 약은 clozapine (Clozaril®)이다. 취침시 주어지는 1/4정 또는 1/2정(1정상 

25mg)의 매우 작은 양이 보통 시작 복용량이다. 이 약물의 더 높은 복용량은 과도한 진정작

용, 유연증,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clozapine의 사용은 빈번한 혈액 검사를 

요구한다; 감염에 대항하는 백혈구가 결핍되는  무과립구증(agranulocytosis)과는 드물게 관련

되어왔다.

Quetiapine (Seroquel®)는 현저한(dramatically) 파킨슨병의 운동증상 악화 없이 환각증세를 줄

일 수 있는 효과에서 clozapine과 유사하다. 하지만 clozapine과는 달리 quetiapine은 백혈구 

수치를 낮추는 위험을 일으키지 않는다. 일반적인 시작 복용량은 취침시 12.5 mg이다. 환각

과 착란의 감소와 함께 quetiapine은 종종 수면을 개선한다. 

clozapine과 quetiapine만큼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 다른 유사 약품에는  olanzapine 
(Zyprexa®) 과 risperidone (Risperdal®)이 있다. 

아래 표는 항정신병 약품과 파킨슨병 집단과의 관계를 요약한다.

4-5-3. 환각과 착란증세에 사용되는 항정신병 약품의 예

파킨슨병에서의 환각과 정신병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약품

• clozapine (Clozaril®)
• quetiapine (Seroquel®) 

  
일부의 효과가 있지만 덜 효과적인 파킨슨병의 정신병치료 약

• olanzapine (Zyprexa®)
• risperidone (Risperdal®) 

------------------------------------------------------------------------------------------------------------------------------
-----------------------------------------------------------------------------------------------------------------------------

 



5장. 수면장애 및 감각장애

5-1. 개요

파킨슨병에서 수면장애는 일반적이며,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 수면 지속의 어려움: 이른 아침 잠이 깸

• 불수의 운동과 수면을 방해하는 통증

• 야간 빈뇨(6장 49페이지에서 다뤄짐)
• 생생한 꿈, 야간 흥분과 환각(4장 35페이지에서 다뤄짐)

야간 수면상태를 지속하기 어려운 것은 아마도 파킨슨병에서 아마도 가장 흔한 수면 증상

(sleep complaint)일 것이다. 정상적인 수면은 몇 단계로 이루어지며, 보통 정해진 순서와 시

간 패턴으로 된 다양한 단계의 수면 주기를 경험한다. 파킨슨병에서 정상적인 수면 주기는 

빈번하게 방해받는다.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처음 잠에 들 때 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면 지속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너무 일찍” (오후 

7-8시) 잠에 들고 오전 3-4시 사이쯤 잠이 깨서 다시 잠에 들 수 없다고 호소한다. 게다가 

많은 파킨슨병환자들은 비록 그들이 그 일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긴 하지만 밤 동안 수차례 

잠에서 깰 것이다. 배우자들이 환자보다 수면 장애를 더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낮 시간

동안 졸음의 원인이 되는 이러한 정상적인 수면 패턴의 방해는 파킨슨병 환자들에 의해 종

종 보고되었다. 
--------------------------------------------------------------------------------------------------------------------------------
--------------------------------------------------------------------------------------------------------------------------------



5-2. 수면 주기 개선을 위한 약물

(MEDICATIONS To IMPROVE THE SLEEP CYCLE)
 
수면 장애가 파킨슨병의 필수적인 부분 중 하나로 보이지만 전통적인 항파킨슨병 약품은 대

게 유용하지 않다. 사실 파킨슨병 약품은 어떤 환자들에게 있어 수면장애의 원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selegiline은 불면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특히 그것이 오후와 저녁에 복용되었을 

때 그렇다. 이와는 반대로, 어떤 환자들은 서방형 sinemet이나 늦은 낮에 복용되는 도파민 

효현제 중 하나의 시용으로 잠을 더 잘 자는데 이것은 이런 화합물 기능의 긴 지속성 때문

이다. 이러한 약품들은 환자가 한밤중 수면 재개를 방해하는 심각한 비운동성(immobility)나 

진전을 호소하는 경우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어떠한 단일 약품도 파킨슨병 환자의 야간 

수면회복에 일관되게(uniformly) 효과적이라고 증명되지 않았다.   

수면을 촉진하고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약품의 예

• zolpidem (Ambien®)
• nefazodone (Serzone®)
• amitriptyline (Elavil®)
• nortriptyline (Pamelor®)
• trazodone (Desyrel®)
• temazepam (Restoril®)
• diphenhydramine (Benadryl®, Tylenol PM®) 
• chloral hydrate 

일부 과거 항우울증 약물 또한 그것의 진정작용 특성 때문에 수면을 촉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mitriptyline이나 nortriptyline 10 - 25 mg.이 취침 시 투약될 수 있다. 어떤 

환자는 취침 시 diphenhydramine 25 - 50mg을 사용함으로써 더 안정적인 수면 패턴을 얻

을 수 있다. Benadryl과 많은 일반 제품이 이용가능한데, 이 약물들은 처방전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환자들에게는 진전이나 침흘림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환자

들은 Benadryl와 같은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을 사용하기 전에 의사와 점검을 해야만 한

다. 

불안(anxiety) 치료법으로 앞서 다뤄졌던 Benzodiazepines 역시 때때로 수면을 돕는데 사용된

다. 이런 약품은 처음 잠에 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3-4시간이면 효과가 떨어지고 따라

서 이른 아침에 잠이 깨는 것에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benzodiazepines에 대한 내성

은 정규시간 이후에(over time)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발생한다. 복용량의 증가는 노인들에게 

과진정(over-sedation), 착란, 낙상 위험을 높이는 균형 장애와 같은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

좋은 잠 위생 습관을  확립하는 것은 또한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일정한 시

간에 잠자리에 들고 규칙적인 시간에 기상하며 낮잠을 줄이고, 잠자기 전 과도한 액체나 술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



--------------------------------------------------------------------------------------------------------------------------------
--------------------------------------------------------------------------------------------------------------------------------

5-3. 불수의 운동과 야간 통증

불수의 운동과 수면을 방해하는 통증은 파킨슨병에 있어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어떤 

환자는 운동이상증을 경험하는데 그것은 보통 레보도파의 영향 때문이다. 비틀림(writhing) 
운동이 취침 시 특히 심한 경우 운동이상증 환자는 잠이 드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

런 경우 저녁 레보도파 복용량을 줄이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진

전현상은 편안히 눕는 것이나 잠에 드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비록 진전이 일반적으

로 실제 수면 시에 진정되긴 하지만) 위의 경우 저녁 레보도파의 증량의 필요를 보일 수도 

있다.

진전과 운동이상증은 검증과 치료가 비교적 쉽지만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대부분의 환자들

은 그렇게 잘 특성화된(well-characterized)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대신에 환자나 배우자는 

근육 경련이나 사지의 뻗침 운동(flinging movements of the limbs), 밤 동안의 안절부절증을 

호소할 것이다.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 침대에서 자주 떨어지는 것, “자면서 걷는 것

(sleep walking)"은 나이든 파킨슨병 환자에게 좀 더 흔한 램(REM) 수면 장애의 증후일 수 

있다. 진단은 밤 동안 개인의 수면 패턴을 모니터하는 수면 연구실에서 확실히 될 수 있다. 
Clonazepam은 종종 이런 상태를 치료하는데 사용된다.

보다 미묘한 형태의 안절부절증은 종종 레보도파 복용량의 변화나 도파민 작용제로 경감될 

수 있다. 이런 약품은 하지불안증후군(restless leg syndrome) (RLS) 치료에 특히나 유용하다. 
이런 상태는 일반 대중에게도 꽤 일반적인 것이지만 파킨슨병 환자가 더 높은 빈도를 보인

다. 종종 환자가 수면을 방해하고 스트레칭이나 다리를 움직이는 것으로만 제어될 수 있는 

다리의 불편함이나 통증을 설명할 것이다. 그들은 일어나서 마루를 천천히 걸을지도 모른다. 
근육경련은 보통 RLS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파킨슨병 약물 외에도 취침시의 clonazepm이

나 최면성 진통 약물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고통스런 근육경련(근육긴장이상)은 파킨슨병에서 수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보통 

경련과 종아리 근육과 다리의 “수축(drawing up)"을 포함하고 전형적으로 더 뚜렷한 파킨슨

병 증상이 몸의 편측에서 두드러질 수 있다. 이런 현상은 거의 항상 레보도파 효능이 소멸

했다는 것을 보여주며, 운동 변동의 다른 특징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 발생한다.

대부분의 근육긴장이상은 마지막 레보도파 복용의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는 이른 아침시간에 

발생한다. 때때로 취침시 sinemet CR을 복용하는 것은 이 문제를 완화시킬 것이다. 야간과 

이른 아침 근육긴장이상을 위한 다른 치료는 취침시의 Clonazepam이나 근육 이완제를 포함

한다. 이른 아침 경련으로 인해 참기 힘들만큼 큰 통증을 경험하는 환자들은 종종 침상에 

있을 동안에 첫 번째 Sinemet® 복용량을 투약할 것을 권고받는다. 이러한 초기 복용을 쉽게 

하기 위해 약물과 물을 침대 맡에 둘 수 있으며 carbidopa/levodopa를 분쇄하여 첫 복용을 하

는 것은 더 빠른 작용을 하게 한다.



낮 동안, 일반적으로 각각의 복용기간이 끝날 무렵 발생하는 근육긴장이상은 더 잦은 레보

도파 복용이나 레보도파 기능의 지속성을 연장시키기 위한 COMT 억제제를 추가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드물게, 고통스런 근육긴장이상이 일부 환자에게 레보도파의 마지막 복용기

간이 끝나고 복용량이 최고치에 다다랐을 때 발생한다. 이런 종류의 근육긴장이상은 운동이

상증과 같은 다른 불수의 운동을 경험하는 환자들에게 더 자주 발생한다. 운동일지(부록 B
를 보라)를 계속 쓰는 것은 환자와 의사가 근육긴장이상이 레보도파 복용 시기와 어떤 관련

이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 
--------------------------------------------------------------------------------------------------------------------------------
--------------------------------------------------------------------------------------------------------------------------------



5-4. 통증과 저림

(PAIN AND NUMBNESS) 

근육 경련 없는 사지 통증은 관절이나 척추에 관절염이 있음을 보여준다. 파킨슨병은 관절

에 직접 영향을 주거나 관절염을 유발하지 않지만 근육 경직과 파킨슨병의 서동이 이미 존

재하는 골관절염(osteoarthritis)을 악화시키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ibuprofen과 같은 항염증 약

물이 종종 관절염 치료를 위해 제안된다. 따뜻한 물에 담그기, 열 패드, 얼음 팩, 마사지, 물

리치료와 같은 비약리적 방법(nonpharmacologic interventions) 역시 유용할 수 있다. 

양 발의 통증과 저림은 말초신경장애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데 이는 손과 발로 가는 신경의 

변성에 의한 것이다. 말초 신경장애는 장갑이나 스타킹을 신은 범위("stocking and glove" 
distribution)의 발과, 종아리, 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은 최소 10%의 파킨슨병 환자에

게 일어난 것으로 측정되었고, 신경 전도 검사와 근전도검사로 확인될 수 있다. 말초 신경장

애를 위한 정확한 의학치료는 없다. 야간의 말초 신경장애의 통증은 amitriptyline과 같은 삼

환계 항우울제로 부분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진통크림과 casaicin과 같은 연고는 국소 적용

을 위해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다. 이런 약품은 뜨겁고 저린 감각을 만들고 통증을 경감

시키기 위해 피부를 마비시킨다. 따라서 꾸준한 고통 완화를 위해 자주 발라주는 것이 필요

하다. 크림을 만진  후에는 눈, 코, 입에 뜨거운 감각이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철저하

게 손을 씻어야한다. 
--------------------------------------------------------------------------------------------------------------------------------
--------------------------------------------------------------------------------------------------------------------------------



5-5. 파킨슨 병의 불수의 운동 근육긴장이상과 

    야간 통증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약의 예

항파킨슨병 약물 

• levodopa (controlled -release formulation) 
• Amantadine, Comtan®, Stavelo®, Minapex®, Requip®, Permax® 

BENZODIAZEPINES: 
• clonazepam (Klonopin®) 
• lorazepam (Ativan®) 

항발작 약물(ANTI-SEIZURE MEDICATIONS) 
     • gabapentin (N eurontin®) 

근육 이완제

• Orphenadrine Citrate (Norflex®) 
• cyclobenza,E.rine HCr (flexeril®) 

    • tlzanidine (Zanaflex®) 
• baclofen (Lioresal®) 

마취제와 비마약성 통증 약물 

• acetaminophen and propoxYEEene napsllate (Darvocet N -1 OO®) 
    • acetaminophen and codeine (l ylenol #3 R) 

• tramadol HCr (Ultram®) 

항염증 약물 

• ibuprofen (example: Motrin®) 
• naproxen (example: N a~rosyn®) 
• nambumetone (Relafen ) 

삼환계 항우울제(TRICYCLIC ANTIDEPRESSANTS) 
• amitriptyline (Elavil®)
• nortryptyline(Pamelor®)

-------------------------------------------------------------------------------------------------------------------------
-----------------------------------------------------------------------------------------------------------------

- 



6장. 파킨슨병의 부차적 증상

원발성 파킨슨병이 단지 몸의 운동기능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말(old adage)은 잘못된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많은 환자들에 있어 다른 신체 계통(body systems)도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 
이장의 목적은 파킨슨병 환자들에 의해 보고되는 좀 더 흔한 증상(health complaints)에 대한  

의학적 치료법을 다루는 데 있다.

6-1. 기립성 저혈압 

(ORTHOSTATIC HYPOTENSION)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용어는 앉거나 누웠던 자세에서 일어날 때 혈압이 떨어지는 자율 신경 

시스템에 대한 영향을 말한다. 심한 혹은 갑작스런 혈압 저하는 어지럼증(lightheadedness)이
나 심지어 실신(fainting)를 유발할 수 있다. 파킨슨병이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으며, 
항파킨슨병 약물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도파민 효현제로 알려진 종류의 약들에서 그

것은 특별히 그렇다. 

기립성 저혈압의 치료는 일부 도파민성 약물의 감량이나 중단, 행동요법과 지지요법, 그리고 

아래의 약리적 치료를 포함한다.

• 앉은 자세에서 일어날 때 천천히 자세 바꾸기. 걷기 전에 몇 초간 안정된 물체 잡고 

있기.
• 식사에 액체, 염분, 카페인 증가시키기.
• 매일 아침 침상에서 일어나기 전, 지지(support) 스타킹 착용과 낮 동안 주기적으로 다

리 올리기. 

기립성 저혈압 치료를 위해 쓰이는 약의 예 

• fludrocortisone (Florinef®)
• indomethacin (Indocin®)
• midodrine (Proamatin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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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침흘림

(SIALORRHEA)

침흘림(Sialorrhea))은 거의 대부분 느려진 삼킴 반사로 인해 일어난다. Artane®과 Cogentin®
과 같은 항콜린성 약품이 타액 생성을 줄일 수 있지만 원치 않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

다. 침샘에 직접 botulinum toxin (Botox®)를 주입하는 것은 실제로 부작용 없이 타액 생성을 

느리게 만들 것이다. 입안에서 쉽게 삼켜지는 액체 형태의 아트로핀 또한 유용하다. 이런 치

료법의 효능과 부작용은 당신의 건강관리제공자(health care provider)와 함께 자세하게 논의

되어야 한다.
위장장애(GASTROINTESTINAL COMPLAINTS)

레보도파 치료를 시작한 거의 15%의 사람들이 부작용으로 오심을 말한다. (보통 시간이 흐

른 후 스스로 교정하는) 오심을 줄이는 전략은 “파킨슨병: 영양이 중요하다“는 제목의 NPF 
매뉴얼뿐만 아니라 이 매뉴얼의 2장에도 제시되고 있다. 또한 유럽과 캐나다에서 항파킨슨

병 약물과 관련된 오심을 치료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약품인 domperidone (Motilium®)이 

곧 미국에도 발매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될 수 있다.
 
파킨슨병 치료를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은  metoclopramide 
(Reglan®)이다. 이 약물은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파킨슨병 환자가 

이전에 가지고 있지 않던 운동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다른 위장 문제들도 파킨슨병에서 발생할 수 있다. 과도한 가스와 복부 팽만이 일부 환자들

에 의해 보고되는데, 레보도파 수준이 낮아질 때 가장 흔하다. 이것은 레보도파 복용 횟수를 

조절하거나 simethicone을 함유한 제산제를 사용함으로써 줄일 수 있다. 근육긴장이상은 복

근 경련으로 명백히 드러날 수 있다. Clonazepam나 5장의 근육긴장이상 부분에서 논의된 근

육 이완제 중 하나는 복부경련을 치료하는 것과 의사가 통증의 원인이 도파민인지 다른 진

단인지를 결정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위산이 위에서 식도로 역류할 때 발생하는 일반적인 감각인 “가슴쓰림(heartburn)"은 종종 항

파킨슨병 약물로 인해 악화된다. 가슴쓰림은 오심과 함께 혹은 오심 없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밤에 누워있을 때나 아침식사 전 아침시간에 종종 더 심하다. 한 번에 적은 양의 음

식을 먹는 것과 취침 몇 시간 전에 음식을 자제하는 것이 현명하다.  Tums® 또는 Mylanta®
와 같은 제산제를 식후 30분이나 1시간 후에  먹는 것은 가벼운 증상을 중화할 수 있다. 위

역류 증상은 또한 현재 적은 복용 형태로 처방 없이 이용 가능한 H2 수용체 작용제, 
Tagamet®과 Pepsid®로 치료될 수 있다. 이러한 성질의 지속적인 위장 문제는 근원적 원인 

결정을 위해 면밀한 의료 정밀검사를 실시할 만하다.
--------------------------------------------------------------------------------------------------------------------------------
--------------------------------------------------------------------------------------------------------------------------------



6-3. 변비 

변비는 대다수 파킨슨병 환자에 의해 보고된다. 이것은 대변이 대장을 천천히 통과하게 만

드는 대장의 신경 변성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대변 통과 장애의 원인이 되는 골반 

근육긴장이상(불수의 근육 수축) 또한 이 문제의 원인이다. 

복잡한 요소들로는 항파킨슨병 약물의 변비에 대한 영향, 제한된 체중부하 운동, 낮은 수분

과 섬유질 섭취가 포함될 수 있다. 꾸준한 식단 변화, 특별히 섬유질의 첨가와 수분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은 종종 장 기능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다. Artane®과 Cogentin®과 같은 항

콜린성 약품을 의학 섭생(medical regime)에서 제하는 것은 변비 감소에 도움이 된다. 

Colace®와 같은 대변 유연제도 매일 사용될 수 있다. Metamucil® 또는 Citrucel®와 같은 장

확장성 약물은 오직 하루 수분 섭취량이 충분할 때만 사용되어야 한다. 단단하고 건조한 대

변의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해서 유아용 글리세린 좌약이 직장으로 삽입될 수 있다. 자극성 

완하제와 관장제의 사용은 억제되어야 하며 오직 “구제” 치료나 분변매복(inpaction) 사태를 

위해서만 보관되어야 한다.  

파킨슨병의 변비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약물의 예 

장확장성 약물 

• psyllium (Metamucil®) 
• methy1cellulose (Citrucel®) 

대변 유연제

• docusate (Colace®) 

순한 완하제

• casanthranol and docusate sodium (Pericolace®) 
• magnesium hydroxide (Milk of Magnesia®) 

처방 완하제

• Lactulose 
• MiraLax® 

GENEIUC BRAND INFANT-SIZED GLYCERIN SUPPOSITORIES 
FLEET'S ENAMJ-l OR GENERIC EQUIVALENT 
--------------------------------------------------------------------------------------------------------------------------------
--------------------------------------------------------------------------------------------------------------------------------



6-4. 피부염과 과도한 발한 

많은 파킨슨병 환자에게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한다. 이 용어는 지성, 피부마찰(chafing) 눈썹, 
이마, 두피(비듬)가 빨개지는 것을 말한다. 남성은 또한 이런 발진이 수염위에도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살리실산을 함유한 비듬 샴푸와 숯 타르가 가려움과 박편을 조절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다. Hydrocortisone cream 1 %는 처방전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두피에 마사지되

거나 비늘이 있는 피부반에 하루 1,2회 발라야 한다. 처방 크림인 ketoconazole 또한 일부 경

우에 피부염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때때로 발진은 눈꺼풀에도 영향을 끼친다(다래끼). 파킨슨병 환자는 눈물과 눈물관 흐름의 

변화와 깜빡이는 빈도의 감소로 인해 눈과 눈꺼풀에 염증이 생기기 쉽다. 하루 2회 인공눈

물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건조하고 가려운 눈에 충분한 구제를 제공한다. 그러나 결막염의 

증후가 생기면(심하게 가렵거나, “충혈된 눈”), 항생제 안약의 처방이 지시된다.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는 파킨슨병 환자들 사이에 흔한 병이다. 암모늄 젖산염(Lac-Hydrin, 처

방에 의해 사용가능)이나 imidazolidinyl 요소를 함유한 수분공급제(moisturizers)는 피부에 수

분을 끌어오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알코올이나 라놀린을 함유한 제품은 피부를 건조하

게 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항파킨슨병 약품으로 인한 알레르기성 피부염은 극히 드물다. 새로운 약물의 시작에 따른 

피부 발진은 처방 의사에게 반드시 보고되어야 한다. 망상 청피반(Livedo reticularis)는 아만

타딘 약품을 사용함으로 이따금 발생하는 독특한 피부 현상이지만 진정한 알레르기 반응은 

아니다. 붉은색이나 자주색 반점이 종아리에 나타나고, 보통은 발목이나 다리의 팽창이 동반

되지는 않는다. 아만타딘 복용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것 이상의 망상 청피반 치료법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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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비뇨생식기 건강 문제

(GENITOURINARY HEALTH ISSUES)

빈뇨와 급박뇨는 파킨슨병의 일반적인 고충이다. 빈뇨는 단지 방광을 자주 비울 필요를 느

끼는 것이다. 급박뇨는 소변보고 싶은 것에 대한 충동이 느껴지는 정도이며 종종 실제로 방

광에 얼마나 많은 소변이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이것은 파킨슨병의 일부이지만 다른 노

화관련(age-related) 비뇨계 변화도 원인일 수 있다.
 
60세 이상의 많은 남자들이 소변의 흐름을 방해하는 전립선을 확장해왔다. 여성은 나이가 

듦에 따라 소변 제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보통 골반 근육의 약화 때문이다. 누워 있는 

동안의 체액(body fluids) 재분포와 밤 중 증가된 신장기능은 아마도 야간 빈뇨의 원인이 될 

것이다. Ditropan®과 같은 비뇨기계 진경제는 종종 이런 문제에서 비롯된 요실금

(incontinence)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된다. 

통증성 배뇨나 악취와 변색이 있는 소변은 감염이나 다른 질병상태의 증후가 될 수 있고 의

료적 관심이 보여져야 한다. 소변이 COMT 억제제를 포함하는 일부 약물에 반응하여 주황

색이나 붉은 색으로 변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음의 약물은 다양한 부작용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항파킨슨병 약물에 금기를 보이지는 않

는다. 

비뇨기계 증상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약품의 예 

• oxybutynin (Ditropan®)
• Imipramine (Tofranil®)
• tolterodine tartrate (Detrol®) 
• bethanechol (Urecholine®)
• propantheline (Pro-Banthine®)
• phenoxybenzamine  (Dibenzyline®)
• prazosin (Hytrin®)
• desmopressin (DDAVP®) 
------------------------------------------------------------------------------------------------------------------------------
-----------------------------------------------------------------------------------------------------------------------------

  
   



6-6. 발기부전 

남성의 발기부전은 파킨슨병에서 과소평가된다. 환자와 배우자 그리고 의사들은 솔직하게 

문제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다. 파킨슨병을 가진 많은 남자들이 발기하거나 발기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60세 이상의 사람에게 발기부전은 다른 많은 잠재적 원인이 

있다: 혈관 부전증(vascular insufficiency), 전립선 비대, 우울증, 당뇨나 갑상선 병과 같은 호

르몬 병.

또한 항히스타민제, 바르비트루산염(barbiturates), 진정제, 안정제, 일부 종류의 항우울제 그리

고 혈압약 등 많은 약품들이 음경의 발기기능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과도한 알코올과 담배 

사용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rtane® 또는 Cogentin®과 같은 항콜린성 약품이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 있지만 다른 항파킨슨병 약품은 이 문제와는 거의 관련되지 않는다. 환자와 의사

는 발기부전증과 현재 약물 섭생 사이의 가능한 관계성을 함께 찾아야한다. 발기부전이 새

로운 약물의 도입과 함께 시작되었는가? 약품을 빼는 것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처방약품의 

중단이 오직 의료 감독과 함께 착수되어야 함을 주의하라.

파킨슨병 그 자체가 보통 성교시 만족할만큼 충분한 발기를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형태의 

성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은 아마도 심장, 폐, 동맥, 정맥, 장, 방광과 생식기관의 

제어를 통제하는 뇌의 한 부분인 자율 신경계와 관련된다.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약품은 보통 파킨슨병과 관련된 발기부전의 성기능을 향상시키지 않는다. 완

전한  병력청취와 신체검사가 어떤 종류의 발기부전 치료가 시도되기 전에 착수되어야 한

다.  

남성 발기부전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약품의 예

• sildenafil (Viagra®) 
    • dopamine agonists (example: Parlodel®)

• papaverine HCI  (Papaverine® vials for injection)
• phentolamine  (Regitine® vials for injection)
• alprostadil  (Caverject®) 
• yohimbine (Yocon®) 
-------------------------------------------------------------------------------------------------------------------------

-----------------------------------------------------------------------------------------------------------------
-



7장. 임박한 희망과 신약개발

7-1. 개요

현재 파킨슨병의 치료법으로 진행되는 임상시험 연구 중인 약품들이 이번 장에서 검토될 것

이다. 이런 화합물의 대부분은 아직 처방에 널리 이용가능하진 않다. 환자들은 그들의 건강

관리 제공자들과 특정 약물이 식약청(FDA)에 의해서 발매(release)된 상태인지 알아보거나 

임상시험 참가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의논을 해야 한다. 연구조사(research 
studies)에 참가하기 원하는 파킨슨병 환자들은 그들의 신경과 의사에게서 또는  국립 파킨

슨 재단에 전화를 하거나 ((800) 327-4545) www.parkinson.org에 접속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국립보건기구(NIH)의 웹사이트 역시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http://clinicaltrials.gov

7-2. 실험실에서 약국까지: 신약의 개발

새로운 약물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당신의 지역 약국까지 그것을 오게 하는 연구과정을 이

해하는 것은 유용하다. 대다수 약품은 사람에게 시험되기 전에 동물들에게 연구된다. 그리고 

약품은 식약청에 의해 그 사용이 승인될 수 있기 전에 사람에서의 일련의 연구를 통해 진행

되어야만 한다. 모든 신약품들은 다음의 연구 단계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1단계 연구는 일반적으로 건강한 지원자들과 함께 실행된다. 약품은 부작용을 찾고, 약의 안

전성을 판단하고 안전한 복용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20-80명의 작은 집단의 사람들에게 

테스트 된다.

2단계 연구는 그 약이 치료하도록 고안된 증상이나 질병(파킨슨병과 같은)을 가진 좀 더 큰 

집단의 사람들에게 실행된다. 2단계 연구의 목적은 부작용이나 안전성에 대한 더 많은 정보

를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의 효능을 측정하는 것이다. 

3단계　연구는 최소 500명의 훨씬 더 큰 집단에게 실행된다. 약의 효능과 부작용을 확인하는 

것 외에도, 3단계 시험은 그 약품과 다른 유사한 승인된 약품들을 비교하는 것을 추구한다. 
또한, 그 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확실하게 해줄 더 많은 정보들이 수집된다. 
일단 한 약품이 1,2,3 단계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나면, 치료제로서의 사용을 승인받기 위해 

식약청에 제출될 것이다. 일단 승인되면 이 약물은 의사나 다른 허가된 건강관리 제공자에 

의해 처방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약품은 시험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간다.

• 4단계 연구는 새롭게 승인된 약품이 이전 단계에서 연구되지 않았을지 모르는 추가적인 

유익을 시험한다. 4단계 연구는 또한 약품의 장기간 사용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새로운 약물이 약국으로 가게 되는 전 과정은 10년 정도 걸릴 수 있다.



7-3. 연구 보고 평가 

(EVALUATING RESEARCH REPORTS) 

파킨슨병에 대한 신약과 다른 치료제들은 종종 유명 보도기관들로부터 관심을 모은다. 헤드

라인 기사를 보고 환자들은 신약을 얻기 위해 그들의 건강관리 제공자에게로 간다. 종종 좀 

더 면밀한 관찰은 새로운 약물이 단지 연구의 초기 단계에 있으며 사용가능한 치료제가 되

는 것에서부터 정보를 얻는데까지 수년이 걸림을 드러낸다.

다음은 파킨슨병을 위한 새로운 약물과 치료제의 임상 연구를 평가할 때 묻는 질문이다.

• 정보의 출처는 무엇인가? 그것이 어디서 발행되었는가? 그것은 아마도 신뢰할만한 의학 

저널, 학술회의, 잡지나 다른 출처에서 발행되었을 것이다. 출처의 평판이 좋은지를 결정

하기 위해서 당신의 건강관리 팀의 일원과 상의하시오.

•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에 참가했는가? 숫자가 많을수록 결과가 더 신뢰할만하다. 

• 연구가 어떻게 고안되었는가? 몇 가지 기본적인 연구계획이 있으며, 어떤 계획은 다른 

것보다 더 낫게 여겨진다. 다음은 흔히 사용되는 연구 계획과 전문용어의 간단한 요약이

다. 

 • 위약 대조군(placebo-controlled) 연구는 위약이나 “위조”약품을 사용한 것이다.

  • 단일맹(single-blind), 위약 대조군 연구는 환자의 반응을 평가하는 연구 환자 또는 연구

원이 환자가 실제 연구 약품이나 위약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다.

    • 이중맹검법(double-blind), 위약 대조군 연구는 연구 환자와 연구자 모두 환자가 연구 

약품이나 위약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다. 이중맹검법이 가장 유효한 연구 계획으로 여

겨진다. 

당신의 건강관리 팀은 연구 조사의 해석을 돕는 매우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
--------------------------------------------------------------------------------------------------------------------------------
-------------------------------------------------------------------------------------------------------------------------------



7-4. 임박한 신약

(NEW DRUGS ON THE HORIZON) 

파킨슨병을 위한 새로운 약물의 개발은 3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7-4-1. 파킨슨병의 운동증상 치료를 위한 약품

7-4-2. 파킨슨병의 2차 또는 비운동 증상의 치료를 위한 약품

7-4-3. 신경보호성(Neuroprotective), 신경회복성(Neurorestorative) 약품

7-4-1. 파킨슨병의 운동증상 치료를 위한 약품들 

진전, 경직, 동작의 느려짐과 같은 파킨슨병의 운동증상을 더 효과적으로 치료할 새로운 약

품이 연구되고 있는 중이다. 레보도파가 여전히 약품 치료의 대들보이지만  더 효과적이고 

더 오래 지속되는 다른 약품들이 개발 중에 있다.

7-4-1-1. Sumanirol
Sumanirole은 유망한 도파민 효현제이다. Sumanirole의 일회복용은 하루 2회 복용을 감안해야 

하는 다른 도파민 작용제보다 더 오래 지속된다. 이 약품은 진전, 경직, 느린 동작의 경감뿐

만 아니라 효과의 소멸(wearing off)를 막고 운동이상증 발생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002년 3단계 연구가 시작했다.

7-4-1-2. Rotigotine 경피 시스템(TransdermaI System) - 도파민 패치

도파민 수용체의 좀 더 연속적인 자극을 제공하기 위한 약품 개발 노력으로 과학자들은 패

치 형태의 도파민 작용제를 개발해왔다. 패치는 도파민이 흡수되는 피부에 붙여진다. 새로운 

패치는 매 24시간마다 붙여진다. Sumanirole과 마찬가지로 도파민 패치는 “소멸성 반응”을 

줄이고 운동이상증 발생의 위험을 줄인다. 이 약품의 또 다른 유익은 환자가 패치를 사용하

는 동안 잠재적으로 거의 또는 어쩌면 전혀 구강 약물을 투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연구는 도파민 패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위약을 사용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운

동성(mobility) 향상이 있음을 보고한다. 도파민 패치는 2002년 3단계 연구에 들어갔다. 

7-4-2. 파킨슨병의 비운동 증상을 치료하는 약품 

7-4-2-1. 치매와 환각

피킨슨병의 인지저하와 치매는 불완전하게(poorly) 이해된다. 파킨슨병의 운동 증상을 치료

하는 약품이 대다수 환자의 운동성을 향상시키지만, 이러한 화합물은 인지에는 거의 유익한 

효과를 제공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 파킨슨병 약물은 심지어 환각을 유발한다. 착란을 검증

하거나 환각을 줄이는 많은 약은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킨다. Aripiprazole은 임박해진 유망



한 약물이다. 현재 정신분열증 치료제로 연구되는 중이지만 이 약품은 파킨슨병 증상의 악

화 없는 환각 치료제로서 연구될 것 같다. 알츠하이머 병 치료의 새로운 약진 또한 파킨슨

병 치매를 가진 환자들을 도울 것이다.

7-4-2-2. 운동이상증 

불수의 뒤틀림 운동인 운동이상증은 파킨슨병 환자에게 특히나 뗄 수 없는 증상이다. 한 연

구는 카비도파/레보도파 치료를 시작하고 4-6년 후 1/3의 파킨슨병 환자에게 운동이상증이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파킨슨병 약물을 투약하고 9년 이상 후 거의 90%에게 운동이상증이 

발생했다. 운동이상증의 치료를 위한 전도유망한 약품은 화학적 노르아드레나린을 막는 약

품인 idazoxan이다. 18명의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연구는 위약에 비교해서 

idazoxan을 투약한 사람에게 운동이상증이 얼마간 감소함을 보여주었다. 유사한 

alpha-adenosine 수용체 차단제가 2단계와 운동이상증의 감소를 위한 3단계 인간(human) 연구

가 2002년 시작했다. 

7-4-3. 신경보호성(Neuroprotective), 신경회복성(Neurorestorative) 약품

신경보호성 약품은 도파민 세포 손상과 죽음의 과정을 멈추거나 늦춘다. 신경회복성 치료는 

병리를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생존한 신경세포에 영향을 미쳐 거의 정상적인 기능

을 회복시킨다. 신경보호성 또는 신경회복성 특성을 가진 새로운 약품의 개발은 파킨슨병 

진행을 늦추거나 멈추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며 최종적으로는 치료법을 찾는 것이

다. 

7-4-3-1. MAO-B 억제제 

selegiline은 가능한 신경보호성 약품으로 선전된 첫 번째 약품이었다. 비록 selegiline이 파킨

슨병의 진행을 늦추는 것은 입증되지 않았지만 특정 파킨슨병 동물 모델에서 도파민 신경세

포를 보호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selegiline과 관계된 화학물질인 desmethylselegiline 또한 뇌세포를 보호할 수 있다. selegiline과 

desmethylselegiline 모두 잠재적인 신경보호성 약품이며, 지속적인 연구를 정당화 한다. 

연구들은 또 다른 MAOB 억제제인 rasagiline가 위약과 비교했을 때 운동성을 향상시키는 것

을 보여준다. 신경보호성 약품으로서의 이것의 잠재성은 알려지지 않았다. 2002년 3단계의 

시험이 시작했다. 

7-4-3-2. 도파민 효현제

Ropinerole과 pramipexole은 파킨슨병 증상의 치료를 위해 처방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 새

로운 연구는 이러한 약품 또한 신경보호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상적으로 노화되

는 뇌에서 도파민의 감소는 무시해도 좋은 년당 0.6%의 속도이다. 파킨슨병 환자에 있어 도

파민 감소 수준은 년당 5.2%로 뛰어오른다. 최근 연구는 ropinerole 이나 pramipexole을 투약

한 환자들이 레보도파를 투약한 사람보다 도파민 손실 속도가 느려졌음을 보여주었다. 이런 

결과는 도파민 작용제가 도파민 뇌세포를 보존하거나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7-4-3-3. Minocycline 
tetracycline 계의 항생제인 minocyline은 최근에 파킨슨병 쥐모델에서 도파민 뇌세포에 보호 

효과를 가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발견은 파킨슨병 치료를 위한 신경보호성 tetracycline의 

가능성을 불러일으켰고, 틀림없이 그 이상의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7-4-3-4. 신경영양성 약품 : GDNF and Immunophilin 
신경영양 요소는 손상된 뇌세포의 보호와 회복을 도와 뇌세포가 생존하고 자랄 수 있게 만

드는 단백질을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한다. 신경아교세포-유래 신경영양 인자(GDNF)는 파킨

슨병에 의해 영향을 받는 뇌의 영역인 흑질(substantia nigra) 안의 뇌세포 생존에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보인다. 파킨슨병 동물 모델에서 GDNF는 손상된 도파민 뇌세포를 회복하고 성장

시킴을 보여주었다. 인간 연구에서 GDNF는 뇌의 뇌실에 직접 전달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견딜 수 없는 부작용과 GDNF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뇌세포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가능성 

때문에 중단되었다. 연구자들은 흑질 세포에 GDNF를 직접 전달하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

고 있다. 섬유아세포 성장 요소(FGF), 섬모 신경영양성 성장 인자(CNTF), 뇌유도 신경영양성 

인자(BDNF)을 포함하는 다른 신경영양성 성장 요소 또한 연구 중에 있다. 

Immunophilins은 최근에 뇌세포 성장을 자극한다고 이해되고 있는 단백질군(a group of 
proteins)이다. immunophilin GPI-1046는 한 연구가 그것이 파킨슨병과 같은 질병을 가진 동물 

모델의 뇌세포의 발아를 생산한다고 보여준 1990년대 후반 유명 보도기관에게 주목을 받았

다. GPI-1046과 같은 immunophilin의 미래 연구는 그것이 파킨슨병 동물 모델에 안전하고 효

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된 후에 일어날 것 같다. 

7-4-3-5. 최신 토픽

비록 그것이 반드시 개발 중인 신약이 아니더라도 다음 물질은 최근 연구의 초점이 되어왔

다.  

7-4-3-5-1. 카페인 

카페인 소비는 파킨슨병의 낮은 발생과 관련이 있어왔다. 한 동물연구는 카페인이 신경보호

성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카페인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새로운 약품들이 도파민 

뇌세포에 신경보호적임을 입증한다. 

7-4-3-5-2. 니코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더 낮은 파킨슨병 비율을 가지고 있음은 오랫동안 관측되어왔다. 어

떤 이는 니코틴이 도파민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는다고 믿는다. 쥐에 대한 연구들은 니코

틴이 MPTP로 유발된 도파민 뇌세포 죽음을 막는다고 보고했다. 다른 이는 니코틴이 뇌 속

의 도파민 방출을 조절하고 기억과 사고를 향상시켜준다고 제안해왔다. 이러한 연구와 이론



과는 반대로 이중맹검법 연구는 니코틴 패치(patch)를 사용하는 파킨슨병 환자가 위약 패치

를 받은 사람과 비교해서 운동 증상 향상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니코틴과 파킨슨병의 관계

는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으며 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7-4-3-5-3. 에스트로겐

파킨슨병이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자주 일어나는 것에 대한 관찰은 과학자들로 여성호르몬

이 그것의 발생을 늦추거나 막는데 도움을 줄지도 모른다는 질문을 하게 만들었다. 최근의 

한 연구는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은 72명의 여성의 의료 기록과 파킨슨병에 걸리지 않은 동년

배 여성을 비교했다. 그 결과는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여성이 다음을 가지고 있음 보여주었

다.
  • 상당히 더 높은 비율(거의 3배)의 자궁절제술

  • 더 높은 빠른 폐경

  • 폐경 후 더 낮은 비율의 에스트로겐 대체 호르몬 사용

 
이러한 발견은 에스트로겐이나 다른 여성호르몬이 도파민 뇌세포를 보호하고 또한 파킨슨병

의 시작을 막거나 지연시키는데 도움이 됨을 보여준다. 에스트로겐과 다른 여성호르몬의 역

할에 관한 더 많은 연구는 파킨슨병의 원인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줄 것이다. 

비록 파킨슨병 치료를 위해 새로운 약품이 계속해서 개발되겠지만, 가장 흥분되는 연구는 

신경보호성, 신경회복성 약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약품들은 이 병의 진행을 늦추거

나 아마도 멈추게 할 것이기 때문에 파킨슨병 치료의 차기 중요한 획기적인 발전

(breakthrough)으로 각인될(mark) 것이다. 이 연구의 지평은 밝다!!

--------------------------------------------------------------------------------------------------------------------------------
--------------------------------------------------------------------------------------------------------------------------------



8장. 보완요법 : 보충제

8-1. 개요

최근 몇 년간,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항파킨슨병 약물을 보충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

료법에 대해 문의한다. 비록 많은 수의 보완 치료가 있지만, 이번 장은 그것을 일반적인 항

파킨슨병 약물과 함께 사용하는 것과 허가된 전문의(practitioner)와의 상담을 고려하는 파킨

슨병 환자들에게 적당한 보충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파킨슨병 치료제로 장려된 유명하지

만 논란이 있는 다른 치료법은 간단하게 요약될 것이다. 

8-2. 보완 및 대체 약물 : 간단한 논의

대안 약물이라는 용어는 대개 영양치료와 생약보충제(herbal supplements)와 같은 치료 접근

법을 설명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이 용어가 누군가가 전통적인 치료법 대신에 사용해야만 

하는 치료법이라는 의미는 잘 못된 것이다. 아마도 그러한 치료법은 보완적, 전체적, 통합적 

치료법으로 표시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것들은 그것 자체만으로 보다는 좀 더 전통적인 

서구 의학 치료와 함께 사용되어 하는 다양한 종류의 치료법들을 포함한다. 

서구 의학이 신체적 질병에 초점을 맞춰온 데 반해, 전체성의학(holistic medicine)은 전인적인 

것을 강조한다. 전체적 접근은 병의 발전과 관리에 있어 영양과 환경, 감정, 정신의 역할을 

고려한다. 다른 치료적 접근의 긴 목록은 심신 기법(mind-body techniques)의 정렬로부터 나

온 전체적 치료의 범주에 해당한다. 침술, 생약치료, 유사요법, 아유르베다 의학을 포함하는 

전통 동양 의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명상, 생체 자기제어, 영기 요법, 정신치료는 유명한 전

체적 치료법이다. 요가, 태극권, 다양한 비타민, 효소 그리고 다른 천연 보충제 또한 전체성 

건강의 영역에 해당된다. 다양한 치료법의 세부 논의는 이 장의 영역을 벗어난다. 책 [『파

킨슨병에 대해 당신의 의사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는 것: 최상의 건강을 위한 전체적 프로그

램』, Jill Marjama-Lyons, MD and Mary Shomon 지음, Warner Books ]은 그 이상의 연구를 

위한 좋은 출처이고 유명서점이나 온라인 출처에서 이용가능하다. 

전통적인 의학으로 훈련된 대부분의 의사들은 정식적인 보완 치료법 훈련을 받지 못했고, 
대개 그것에 대해 환자에게 조언하는 것을 불편해 한다. 과거에 의과대학의 커리큘럼은 통

합 의학을 포함하지 않았고, 미국에서 생약 조제는 엄격한 이중맹검법 연구를 거의 받지 않

았다. 다행스럽게도 미국의 많은 의과대학들이 지금은 서구전통의 좋은 점과 다른 치료 양

식을 결합하는 보완 의학 강의를 제공한다. 국립 보건원 또한 보완대체 의학을 위한 국립센

터(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를 통해 연구 데이터를 실제적

인 건강관리 전문가에게 보급하는 데 도움이 되어 왔다. 

 보완 치료를 고려하고 있는 수요자들은  이러한 치료법에 대한 조언이나 제품 추천을 제공

하는 사람의 자격과 경험을 조사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국립기관과 인가 위원회

(licensing boards), 다른 자료의 리스트가 이 장의 마지막에 제공된다.



--------------------------------------------------------------------------------------------------------------------------------
--------------------------------------------------------------------------------------------------------------------------------



8-3. 보완제: 약초, 식물, 비타민 & 효소 

“대체 의학”의 표제로 나타나는 많은 질문들은 실제로 영양과 생약 보충제가 다양한 신체질

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와 최소의 위험으로 최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 염려는 미국에서 생약 보충제가 식약청에 

의해 통제가 되지 않아, 효능에 있어 무서운 변종과 이런 처방전 없는 보충제의 청결 문제

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식약청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에는 다음 

예방책이 고려되어야한다. 

• 제조회사를 알라. 많은 외국 회사와 일부 미국회사는 유해물질에 오염된 보충제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1998년 캘리포니아 보건부는 32%의 중국 특허 보충제가 납, 수은, 비

소와 같은 신고되지 않은 화학물질을 함유했다고 보고했다.

1994년 식품 보충제 보건과 교육법은 제조업자가 보충제(비타민, 무기물, 효소, 약초, 아미노

산)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평판이 좋은 제조업자는 비록 

이것이 내용물, 안전성이나 청결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제품의 라벨에 주소, 때때로 전화번호

나 웹사이트를 제공할 것이다.

• 정확한 내용물과 부작용이 기록된 라벨을 확인하라. 만약 제품이 자세한 라벨을 가

지고 있지 않으면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을 고려하라. 
• 포장이 봉인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라. 만약 포장이 봉인되지 않았다면 그 제품을 구

입하지 마라.  
• 미국가정의학회와 국립보건원의 보완대체의료 국립 센터와 같은 신뢰할만한 기관과 

접촉하라. 이런 기관들은 특정 보충제와 처방 약품이 함께 투약되는 경우 해로운 

상호작용을 열거한 간단한 보고서를 제공한다.
   • 인가된 식물학자, 자연요법사, 영양전문가 또는 한의사(D.O.M)과 상담하라. 이들 전문

가들은 건강증진과 병의 치료를 위한 약초와 보충제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

다. 

이 장 마지막의 자료 리스트에서 일부 작가들은 소비자가 약초와 유사 치료약의 질을 판단

하는 것을 돕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다음의 약품들은 파킨슨병 환자에게 안전한 것으로 

여겨지고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것이지만, 검증된 치료제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차라리 다

음의 정보는 인가된 전체관적 의학의 건강관리 전문가와 상담할 때 논점으로 사용되어야 한

다.

소비자는 다음을 기억해야한다.
• 대부분의 약초와 보충제는 파킨슨병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제로서 엄격하게 연구되어 

오지 않았다.
•  식약청은 약초와 보충제를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는다.
•  식약청에 의해 감시되지 않은 보충제의 안전성, 효능, 청결은 보장되지 않다.



8-3-1. 생강 

(ZINGIBER OFFICINALIS) 
 오심이 멀미(motion sickness)처럼 간단한 것에서 나온 것이든 약물의 부작용의 인한 것이든 

대부분의 형태에서 생강은 오심과 구토에 훌륭하다. 잡화점이나 시장의 생산품 구역에서 이

용가능한 신선한 생강의 뿌리는 액체 다림물로도 준비될 수 있다. 얇게 썰어 물속에 넣고, 
30분 정도 펄펄 끓여라. 음식 양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설탕절임을 한 생강은 또 다른 옵션

인데 처음 메슥거리는 증후가 있을 때 작은 조각을 씹을 수 있고, 쉽고 편리한 복용 형태를 

제공한다.

8-3-2. 성요한의 풀 (서양고추나물)

 (HYPERICUM PERFORATUM) 

이 생약 보충제는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s) 처방과 유사한 약리방식으로 작용하는 널

리 인기 있는 항우울제이다. 그것이 항우울제로 가장 흔하게 처방되는 독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복용량은 하루 3회 300mg이다.  

주의점

• 세인트 존스 워트는 다른 항우울제와 함께 동시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Prozac, Zoloft, 
Paxil나 다른 SSRI's 복용하는 환자들은 hypericum의 사용으로 심각한 과복용 효과의 위험이 

있다.
• 세인트 존스 워트는 심각하거나 중한 우울증 증상 치료제로 전통적인 처방약을 대체해서

는 안 된다.
• 아스피린, 헤파린, warfarin (Coumadin®)과 같은 혈액희석제를 복용하는 사람은 세인트 존

스 워트를 먹어서는 안 된다. 

8-3-3. 은행나무

(Ginkgo Biloba) 
미국에서 은행 연구는 뇌졸중 치료와 알츠하이머병에 제한되어 왔다. 하지만 The Green 
Pharmacy의 저자인 James A. Duke 박사는 은행이 뇌를 통하는 혈액순환을 향상시켜 어쩌면 

더 많은 레보도파가 그 표적에 전달되기 때문에 파킨슨병에 유용할지도 모른다고 제시한다. 
캡슐들은 일반적으로 30-40 mg의 50:1로 표준화된 은행추출물과 25%의 플라보노이드를 담

고 있고 보통 하루 세 캡슐씩 섭취된다. 듀크 박사는 상당히 더 높은 복용량이 파킨슨병 환

자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루에 240mg 이상의 복용량은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은행은 약간의 “각성”의 특성을 가지며 일부 사람들이 Sinemet®의 부작용으로 경험하는 낮 

시간 졸림을 막는데 유용할 수 있다. 일부 노인을 과도하게 자극할지 모르는 인삼과 은행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8-3-4. 코엔자임 Q10 



대규모 다중심(multi-center) 연구의 최근의 결과들은 잠재적 신경보호성 약품으로서 코엔자

임 Q10(CoQ10)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켜 왔다. 이 연구에서, 하루에 1200mg씩 16개월

간 복용한 사람은 위약을 복용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 44% 운동성 이 향상되는 것을 보여주

었다.  비록 이 한 번의 연구가 CoQ10이 진짜로 신경보호적인지에 대한 결정적 근거는 아

니지만, 그것은 흥미로운 소식이다. 미래의 연구는 파킨슨병에서의 CoQ10의 효능과 역할을 

정의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8-3-5. 트리팔라

(TRIPHALA)
트리팔라는 인도로부터 온 아유르베르 처방(formula)으로 변비치료에 매우 유용할 수 있다. 
이것은 3가지 열매로부터 나온다. harada: 부드러운 수축성 완하제, amla: 고도로 농축된 비

타민C 공급원, bihara: 소화를 돕고 경련을 진정시킴. 연구와 수십년간의 경험은 트리팔라가 

간을 해독하고, 소화와 동화를 도우며, 혈청 콜레스테롤과 혈액 지질 수준을 상당히 낮춰주

며 담즙 분비를 자극하는 효과적인 혈액 정화기라는 것을 증명해왔다. 신뢰할만한 미국의 

트리팔라 캡슐의 제조업자는 Planetary Formulas이다. 복용지침이 병에 있지만, 변비치료의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서 일주일 권장 복용량의 절반에서 시작하는 것을 고려하라.

8-3-6. 큰 엉겅퀴 

(SILYBUM MARIANUM) 
많은 약품과 환경 독소들이 간을 통해 처리된다. 큰 엉겅퀴는 최소 2000년동안 간장 강장제

로 사용되어 왔다. 연구는 큰 엉겅퀴 속의 실리마린이 사염화탄소와 같은 많은 공업 독소로

부터 간 보호를 돕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큰 엉겅퀴 씨앗에서 나온 화합물이 알코올과 

간염으로 간이 손상되는 것을 막는 것을 돕고, 심지어 손상된 간세포를 재생시킬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큰 엉겅퀴는 몸으로부터 독소를 제거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간 기능 향상을 돕

는다. 신경학자인 Jay Lombard 박사는 그의 책 “뇌 건강 계획”에서 항파킨슨병 약품(간을 통

해 물질대사가 되는)을 투약하는 환자들에게 그들의 하루 약물 섭생에 300mg의 표준화된 

큰 엉겅퀴 추출물을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큰 엉겅퀴는 또한 캡슐로도 이용가능하다.

8-3-7. 항산화제: 비타민 C와 비타민E
활성산소는 실질적으로 체내의 모든 세포에 의해서 보통 스트레스나 상처에 대한 반응으로 

생산되는 독성 분자이다. 예를 들어, 태양광 노출, 담배연기, 감염은 일부 세포 유형에서 활

성산소 형성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분자들은 특히 뇌세포에 유독한 것으로 생각되어진

다. 항산화제는 활성산소를 “흡수”하거나 화학적으로 제거한다. 비타민 C와 비타민 E는 활

성산소와 싸우고 뇌세포를 지키는 항산화제이다. 제한된 연구는 파킨슨병 치료에 있어 비타

민 C와 비타민 E의 신경보호적 효과를 증명하는데 실패했지만, 일부환자는 비타민 C를 복

용했을 때 “off"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보고한다. 이러한 항산화제는 따로 복용될 때보다 함

께 복용될 때 더 효과적이라고 여겨진다. 적당한 양에서 그것들은 보통 안전하다. 비타민 C



의 전형적인 하루 권장 복용량은 500-2000mg이며, 더 많은 복용은 위 자극을 유발할 수 있

다. 따라서 적은 복용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 비타민 E의 경우 하루 권장 복용량은 

400-800 IU이다.  

8-3-8. 최신 토픽

8-3-8-1. 논쟁 중인 대체 치료 물질

8-3-8-1-1 NADH 
환자들은 건강관리 전문가에게 nicotinamide adenine dincleotide (NADH)에 관해 자주 묻는다. 
NADH는 뇌에서 도파민 생성을 돕는다고 여겨지는 효소이다. 이것은 파킨슨병 치료제로 연

구되어 왔지만, 그 결과는 혼동되어 왔다. 가장 유효한 연구에서 NADH나 위약이 10명의 파

킨슨병 환자에게 정맥주사로 주어졌다. 그 결과는 NADH나 위약을 투약한 환자 간의 향상

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파킨슨병 치료제로 NADH의 장기간 사용과 안

전성은 연구되지 않았다. 집필 당시 NADH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파킨슨병 치료제로 증명되

지 않았다.

8-3-8-1-2. 정맥내 글루타티온

정맥내 글루타티온은 파킨슨병 사회의 주목을 받아온 또 다른 치료제이다. 뇌에서 자연적으

로 나타나는 화학물질인 글루타티온은 신경보호적이라고 여겨진다. 파킨슨병에서 글루타티

온 수준은 낮다. 많은 환자들이 글루타티온 치료를 받을 때 향상을 보고해왔지만 blinded 위

약 통제 연구에서 글루타티온의 사용 결과가 출판된 적은 없다. 장차 잘 고안된 연구는 파

킨슨병을 위한 신경보호성 약품으로서의 정맥의 글루타티온을 증명하거나 논박할 것이다. 

8-4. 요약 

환자가 그들의 의사에게 그들이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처방 없는 약물, 비타민, 약초 제

품을 알게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은 파트너로서 환자와 의사가 항파킨슨병 

약물치료에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최소한의 부작용 위험으로 최적의 증상 제어를 

달성할 수 있게 한다. 그 이상의 연구를 위한 자료는 이장 마지막에 포함되어 있다. 환자와 

가족구성원은 책과 저널, 인터넷을 연구하는 것과 인가된 전체성 건강관리 전문가의 도움을 

찾을 것을 권장받는다. 개인화된 통합 치료 프로그램은 건강을 최적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



8-5. 대체의학 자원 목록(RESOURCE LIST)

미국 한의학 협회

433 Front Street / Catasauqua, Pennsylvania 18032

(888) 555-7999 / (610) 266-1433 •. AAOMI@ao1.com •. http://www.aaom.org

침술(Acupuncture.com)

http://www.acupuncture.com

Acupuncture.com은 주정부에 의해 허가된 침술가의 목록을 제공한다.

American Holistic Health Association

P.O. BOX 17400/ Anaheim, California 92817 •. (714) 779-6152 •. http://www.ahha.org

심신의학 협회(Mind Body Medical Institute)

110 Francis Street / Boston, Massachusetts 02215 •. (617) 632-9530 •. http://www.mbmi.org

영양학 웹사이트(Nutrition Web Site)

http://www.nutrition.about.com

미국 식물 협회(American Botanical Council)

http://www.herbalgram.org

유사요법 홈페이지(The Homeopathy Home Page)

http://www.homeopathyhome.com

침술 홈페이지(Acupuncture Page)

http://www.acupuncture.com

돌팔이감시(Quackwatch)

http://www.quackwatch.com

미 국립보건원 보완대체의학 국립센터(NIH 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NCCAM))

Information Clearing House

최초 연결 번호(Initial contact number): 888-644-6226

http://www.nccam.nih.gov



Barbara Maddoux, R.N., D.O.M.

5700 Harper Drive NE / Suite #470 / Albuquerque, New Mexico 87109

Email: btyoga@aol.com

HerbalGram<-----잡지 이름인거 같아요.

편집장 Mark Blumenthal. 구독료 연간  $25 (1999)

미국식물협회와 초목연구재단에 의해 연 4회 출간됨

American Botanical Council •. P.O. BOX 201660 / Austin, Texas 78720

Phone: (512) 331-8868. Fax: (512) 331-1924

통합 의학 상담(The Integrative Medicine Consult)

보건 전문가를 위한 뉴스레터(Newsletter for health professionals)

통합 의학 소식(Integrative Medicine Communications)

43 Bowdoin Street / Boston, Massachusetts 02114 •. Phone: (800) 217-1938

--------------------------------------------------------------------------------------------------------------------------------

--------------------------------------------------------------------------------------------------------------------------------



8-6. 보완요법의 추천도서

 
《Alternative Medicine: The Definitive Guide》, Burton Goldberg 편집,  (Future Medicine, 1998) 
1,100페이지에 걸쳐 400명이 넘는 대체의학 종사자(alternative practitioners)를 다룸

《Prescription for Nutritional Healing》 , James Balch, MD and Phylis Balch, (Avery 

Penguin Putnam, 2000) 

비타민, 무기질, 초목과 다른 보충제를 설명, 776페이지

 
《What Your Doctor May Not Tell You About Parkinson's Disease: A Holistic 

Program For Optimal Wellness》 , Jill Marjama-Lyons, MD and Mary Shomon, 

(Warner Books, 2003) 

《Eat Well, Stay Well With Parkinson's Disease》, Kathrynn Holden, M.S., R.D. (Five 

Star Living, 1998) 

《PDR for Herbal Medicine》 ,(First edition, 1999), Medical Economics Company 

《Perfect Health and Ageless Body, Timeless Mind, Quantum Healing》, Deepak 

Chopra, M.D. - 아유르베다 의학 전문가 

《The American Holistic Health Association's Complete Guide to Alternative 

Medicine》 By William Collinge, M.P.H., Ph.D. 

《The Green Pharmacy》, by James A. Duke, Ph.D. 

《Manifesto for a New Medicine》, by J.S. Gordon, M.D. 

《The Brain Wellness Plan》, by Jay Lombard, M.D. and Carl Germono 

《Tyler's Herbs of Choice: The Therapeutic Use of Phytomedicinals》 By James E. 

Robbers and Varro E. Tyloer 

《Spontaneous Healing, and Eight Weeks to Optimum Health》 , Andrew Weil, M.D.  

-하버드에서 교육받은 의사이자 교수로 애리조나 Tucson에 있음

--------------------------------------------------------------------

--------------------------------------------------------------------



부록 A. 용어집

아래에 정의된 의학 전문용어는 본 매뉴얼의 본문에서 정의되지 않고 사용된 용어나 약물요

법 논의에서 흔히 사용되는 관련 용어를 포함한다.
 
아세틸콜린- 콜린성 신경에 의해 방출되는 화학적 전달자로 기억, 운동활동의 제어와 같은 

많은 뇌 기능에 관계되어 있다. 아세틸콜린 기능과 도파민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부속적(adjunctive)- 주요 약품에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보충적 또는 2차적인. 예) 레보도파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들 

보조적(Ancillary) - 보조물로 사용되는 것: 보조물

항불안제- 보통 불안을 감소시켜주는 약물류와 관련된 약품 

망상- 감각기관이나 객관적 근거에 의해 실증되지 않은 잘못된, 고정된, 특이한 믿음.

치매 - 진단은 아니나, 광범위한 증상을 묘사한 복합체(complex)로 다양한 원인으로 일어날 

수 있다. 방향감각상실, 착란, 기억 손상, 판단장애, 기분과 성격의 변화 등이 증상에 포함될 

수 있다.

DNA - 디옥시리보핵산- 유전자를 만드는 기초적 화학물질

운동이상증- 비정상적인 불수의 근육운동. 근육긴장이상, 무정위운동, 무도병이 운동이상증

의 형태들이다. 

근육긴장이상- 비정상적 운동이나 자세를 유발시키는 불수의 근육수축 경련

내생적(endogenous)-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안으로부터 발달하는. 예)외부 환경에 의해 유발

되지 않은 내성적 우울증

병인학- 병의 원인과 기원에 대한 과학; 파킨슨병의 병인학은 알려지지 않았다. 

외생적- 외부적으로 발생하는; 외부 요소와 관련된. 예)외생적 우울증은 다음의 주요한 삶의 

위기를 불러일으킬지도 모른다. 

글루탐산염-  단백질의 가수분해와 관계된 글루탐산의 염류나 에스테르

반감기- 혈류에서 약의 농도가 반으로 줄기까지 걸리는 시간; 반감기가 짧은 약은 반드시 



더 자주 투약되어야 한다.  

환각증- 환각을 경험하는 상태. 파킨슨병에서 환각은 일반적으로 본질상 시각적이다.; 현실

에의 통찰력은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친수성- 물과 결합하거나 흡수할 수 있는.

특발성- 종속적인 수단이 알려지지 않은; 가장 흔한 파킨슨병의 형태는 특발성 파킨슨병이

다. 

신경세포- 신경 시스템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로 신경 세포체와 그것의 모든 돌기로 구성되

어 있으며, 축색돌기와 1개 이상의 수지상 돌기를 포함한다. 

신경전달물질- 도파민, 아세틸콜린,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생화학물질로 시냅스(연결점)에서 

한 신경세포에서 다른 신경세포로 신경 자극을 전달한다. 
 
병인- 질병의 발생과 발달

약역학- 약 농도와 약 효과의 관계에 대한 학문; 본질적으로 약품이 신체에 무슨 일을 하는

지에 대한 학문.

약물동력학- 약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의 연구; 본질적으로 신체가 약에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학문

--------------------------------------------------------------------------------------------------------------------------------
--------------------------------------------------------------------------------------------------------------------------------



부록B.  최고의 건강관리 왕진 만들기 

(Making the Most of Your Health Care Visit)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건강관리 왕진은 제공자와 환자 모두의 노력에 달려있다. 아래에 개

략된 단계들을 밟는 것은 당신의 건강관리를 조직하고 책임지는 것을 도울 것이다. 

왕진 준비: 계획하라! (GET ORGANIZED!) 

방문 전에 계획하는 것은 당신과 당신의 의료팀의 시간, 에너지, 좌절감 등을 아끼게 할 것

이다. 다음의 단계를 밟는 것은 당신이 생산적인 건강관리 왕진을 준비하는 것을 도울 것이

다.

o 개인 건강 폴더를 만들라.
간단한 폴더를 구입하여 그 안에 다음의 모든 문서를 보관하라.
깨끗이 출력되거나 기록된 건강기록의 요약. 이것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과거의 질병, 수술, 입원과 그에 상응하는 날짜

/ 가족력(혈연지간의 질병 목록) 
/ 정확한 알레르기 반응을 포함하는 음식과 약물 알레르기 목록

/ 과거나 현재 약물로 인한 구체적인 부작용 목록

/ 의사, 상담가, 임상의사를 포함하는 당신의 모든 건강관리 제공자의 이름, 전화번호, 팩스

번호, 주소 목록

/당신의 모든 건강보험의 자세한 목록. ID 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포함시키라.
이 정보는 당신의 보험카드에 사용가능해야 한다. 
 
깨끗이 출력되거나 기록된 당신의 모든 약품 목록

/비타민, 생약 보충제, 효소와 당신이 복용하는 모든 처방전 없는 제품을 포함시키라. 
/당신이 복용하는 각 약품의 이름과 정확한 복용량과 시간 목록

/ 당신의 약국 이름과 전화번호를 포함시키라.
 
필요하다면 자주 당신의 폴더에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첨가하라. 그것이 항상 현재의 것(현
행)인지 확인하라.

o 약속 전에 요구되는 용지(forms)를 기입하라.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당신이 기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 용지(forms)가 있는지 물어보라. 그

것을 편지나 팩스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그것들을 집에서 완성하여 약속시간에 가져갈 수 

있게 할 수 있다.



왕진 최소 3일 전에는: 
o 사무실에 전화하여 당신의 약속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라. 
o 당신의 왕진이 당신의 건강보험으로 커버가 되는지 확인하라.

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으라:

/ 당신의 보험이 수용됩니까?
/ 왕진할 때 얼마나 지불하기를 원하십니까? 
/ 당신은 당신의 주치의로부터 위탁자(referal)가 필요합니까?

o 건강 동료(health buddy)의 도움을 얻으라

건강동료는 약속에 당신과 함께 갈 수 있는 가족구성원중의 신뢰할만한 사람이다. 당신의 

건강동료는 다음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필요시 당신을 태우고 물리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
/ 당신이 문서 기입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사람.
/ 당신의 왕진동안 당신과 진료실(exam room)에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o 당신의 왕진으로부터 얻기를 기대하는 것의 목록을 만들라.

이 목록은 아래와 같은 당신이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원하는 항목을 포함할 것이다.
-당신의 진단과 예후

-지역 후원(support) 집단

-교육용 자료

-구체적인 치료제

-조사 연구

이 목록은 아래와 같은 당신이 당신의 의사와 공유하기 원하는 것을 포함시켜야 한다. 
-신체적 증상들

-약물부터의 가능한 부작용

-최근 질병이나 입원

-영양이나 비타민에 대한 조언

 
이 목록을 당신의 개인 건강 폴더에 포함시키라.

건강관리 왕진 당일 



o 개인 건강 폴더를 가지고 가라.
o 교통체증과 같은 지연이 있어도 괜찮을만큼 일찍 출발하라.
o 예정된 대로나 그렇지 않을 경우 지시된 대로 약품을 복용하라.

약속을 확인할 때;

o 직원에게 당신의 개인 건강 폴더 안의 문서들의 복사본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하라. 복사

본은 당신의 의료 기록에 있을 수 있다.
o 예상되는 대기시간을 물어보라.
만약 대기기간이 너무 길다면, 약속을 조정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라.

약속시간 중: 

o 기록하라.

때때로 왕진 중 논의된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것은 어렵다. 약속시간 중에 당신과 함께 당

신의 건강 동료를 동반하라. 그들에게 논의된 것, 특별히 치료제의 변화나 소개에 대해 기록

해줄 것을 요청하라.

o 당신의 목록을 충분히 검토하라.
긴장하여 핵심적인 질문을 하는 것을 잊기 쉽다. 당신이 왕진으로부터 얻기를 원했던 것의 

목록을 자주 언급하라. 당신의 건강 동료 역시 당신이 궤도에 머무는 것을 도울 수 있다. 만

약 약속이 끝날 때까지 당신의 목록에 있는 모든 항목을 전달하지 못한다면, 그 건강관리 

제공자가 당신이 떠나기 전에 당신과 이야기하기 위해 다시 돌아와 줄 것을 요청하라. 

o 서면으로 된 것을 얻으라.
의사나 간호사에게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 적어줄 것을 요청하라. 종종 그들은 일반적인 질

문에 답을 주는데 사용할 수 있는 소책자나 다른 자료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o 기본전화번호를 물어보라.

기본전화번호 목록과 사무실에 전화하기 위한 지침에 대해 물어보라. 당신은 다음을 알 필

요가 있다.  

- 당신의 치료법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누구와 통화해야하는지.
- 하루 중 몇 시가 긴급하지 않은 전화를 하는데 제일 좋은지.
- 답변 전화까지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하는지.
- 어떻게 처방약 보충을 받을 수 있는지.
- 응급상황 시 무엇을 해야 할지.
--------------------------------------------------------------------------------------------------------------------------------
--------------------------------------------------------------------------------------------------------------------------------



부록 C.  처방의를 위한 지침

C-1. 레포도파와 도파민 효현제 처방을 위한 일반지침 

• 한 번에 한 가지 새로운 약품만 시작하고 임상 효능이나 참기 힘든 부가용을 관찰하라.

• 최소 복용량으로 시작하라. 예를 들면 pergolide 0.05 mg., 또는 sinemet 25/100.

• 도파민 효현제를 하루종일 균일한 간격으로 하루에 3회 복용하라. 예를 들어, 오전 8시, 
오후 2시, 오후 8시 한 정.

• 카비토파/레보도파를 하루종일 균일한 간격으로 하루에 2-3회 복용하라. 예를 들어, 오전 

7시, 12시, 오후 5시 한 정.

• 환자에게 엄격한 스케줄을 지킬 것을 지시하라. 이것은 운동 변동 위험을 낮추고 파킨슨

병의 운동증상을 더 잘 통제하게 할 것이다. 

• 환자들에게 식사시간이 임박하여 카비도파/레보도파를 복용하는 것을 피할 것을 지시하

라. 환자들은 반드시 식전 30분 전이나 식후 1시간 후 약물을 복용해야한다. 이것은 레보

도파의 위장 흡수를 최대화시킨다.

• 매 2주마다 카비도파/레보도파의 각 복용량을 1/2알씩 증가시키며 적정하라. 예를 들어 

carbidopallevodopa 25/100를 2주간은  1정씩 하루3회,  그 다음 2주간은 1.5정씩 하루 3회, 
그 다음 2주간은 2정씩 하루3회. 

• 도파민 작용제는 천천히 적정되어야 한다. 최저 복용량은 2주에서 모든사람에게 배가 된

다. 예를 들어, 1-2주간 동안 하루3회 pramipexole 0.125 mg로 적정하고, 0.375 mg.로 증가

시키는 것을 고려하기 전에 그 다음에 1-2주간 동안 하루 3회 0.250 mg.로 증가시키라. 더 

느린 속도로 적정하는 것은 환자가 참기 힘든 부작용을 경험하는 경우 요구될 수 있다.

• 도파민 작용제 간 효능의 차이를 알고 있으라. Pergolide 0.5 mg.은  pramipexole 0.5 mg. 
그리고 bromocriptine 5 mg과 거의 같다. Requip은 거의 효능이 있지 않지만, 임상 효능이 

미치기 전에 필요로 할지 모르는 8-12 mg의 개별 복용량과 같은 더 높은 복용량으로는 똑

같이 효과적이다. 

• 도파민 작용제나 레보도파의 최대 복용량은 존재하지 않는다. 받아들이기 힘든 부작용을 

피하면서 만족스런 임상효능을 달성하는 최소의 복용량이 선택되어야 한다. 

• 오심을 가지고 있고, 도파민 작용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매 식사 시작 때 약물을 복용할 



것이 지시되어야 한다. 

• 카비도파/레보도파에 오심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카피보파/레보도파의 각 복용에 추

가되는 둥근 주황색 약인 카비도파(Lodosyn®) 25 mg.을 처방하라.

C-2. 운동변동을 다루기 위한  의료 선택사항

다양한 범주의 운동변동에 대한 다음의 치료법 반응은 어떻게 운동 장애 전문가가 “on" 시

간을 극대화하고 ”off"기간의 깊이와 지속성을 최소화하는지에 대한 예로 제공된다. 
 

운동상태(Motor State) 

운동이상증(비정상적인 불수의 뒤틀림 운동

으로 안절부절 못함이나 경련 운동으로 나

타나며 진전과 혼동되지는 않는다.)

근육긴장이상(때때로 뚜렷한 경직을 가진 

비정상적 자세의 지속)

약물소멸성 반응(Wearing Off) (이전 장에서 

정의됨) 

예측할 수 없는 On/Off (이전 장에서 정의

됨) 

     약물 조정 선택(Medication Adjustment  
                     Options) 

• C/L 복용량이나 복용 주기 감소

• 도파민 효현제 추가

• C/L을  Sinemet CR ®로 대체

• 아만타딘 (Symmetryl®) 추가

• C/L 복용량 조절(증가 또는 감소가 

필요할 수 있음)
• baclofen (Lioresal®) 추가

• 항콜린성약 추가

• C/L에서 Sinemet CR ®로 전환

• Sinemet CR ® 복용량 증가와 복용

빈도 증가

• 도파민 효현제 추가(C/L 복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 COMT 억제제 추가

• 도파민 효현제 추가

• 연구 약물 시험이나 수술 절차에 지

원한 환자 평가

운동변동을 줄이기 위한 이러한 조정이 반드시 선호 순서로 나열된 것은 아니다. 약물 요구

는 환자마다 매우 다양하다. 변화는 오직 개인의 의사나 다른 건강관리 제공자의 지도와 함

께 고려되어야 한다. 



C-3. 파킨슨병의 단계 

레보도파 이전에 파킨슨병 환자들은 떨림, 경직, 동작의 느려짐, 보행의 어려움과 같은 파킨

슨병의 주요 증상을 위한 효과적인 치료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치료를 받지 않은 파킨슨

병 환자들은 (파킨슨병 단계가) 다음 단계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1967년 레보도

파나 도파민 작용제 이전에,  Dr. Margaret Hoehn and Dr. Melvin Yahr은 파킨슨병 환자를 6
등급(0~5등급)로 등급을 매기기 시작했다. 1967년에 이 등급은 그들의 파킨슨병의 기초적인 

상태를 반영했다. 레보도파와 작용제들은 파킨슨병 증상들이 줄어들고,  잠복하거나 감춰지

게 했다. 그러나 레보도파는 파킨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환자의 등급이 

매겨질 때, 등급은 그의 근원적인 파킨슨병이 아니라 그의 외관을 반영한다. 근원적인 파킨

슨병 상태를 등급 매기기 위해서 레보도파는 최소 한 달 전에 중단되어야 한다. 대다수 환

자들에게 이것은 불가능하다.   

2-5년 후 많은 파킨슨병 환자들은 변동한다.: 그들의 하루는 (레보도파가 작용하는) "on" 상

태와 그에 이어지는 (레보도파가 작용하지 않는) "off" 상태로 이루어진다. 이런 환자들은 

“on" "off" 상태 둘 다로 등급이 매겨져야 한다. The Hoehn and Yahr 등급은 운동성(mobility)
을 평가한다. 그것은 불안, 이상한 행동, 우울증, 운동이상증, 기억손상, 사고력 장애나 연하

장애를 평가하지 않는다. 많은 파킨슨병 환자에게 이런 증상들은 유동성을 무색하게 한다.  
Hoehn and Yahr 등급은 암을 평가하는 등급이 아니다. 이것은 치료나 전망에 대한 길잡이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등급은 그것의 효용을 증명하며 지속되어 왔

다.

C-4. Hoehn and Yahr 등급

당신은 레보도파가 작용하고 있는지, 당신이 “on" 상태인지 또는 레보도파가 작용하고 있지 

않은지, 당신이 ”off" 상태인지 주목해야 한다. 

당신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계를 고르시오.

0: 뚜렷한 파킨슨병 증상이 없음

1: 한쪽 몸에 제한된 파킨슨병 증상 

2: 양쪽 몸에 증상이 있고, 보행 장애는 없음

3: 양쪽 몸에 증상이 있고, 극미한 보행 장애

4: 양쪽 몸에 증상이 있고, 보통의 보행 장애

5: 양쪽 몸에 증상이 있고, 걸을 수 없음

무엇이 극미한, 보통의, 뚜렷한 보행 장애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다음은 하나의 지침이다. 
보행은 평평한 땅의 직선 길에서 걷는 동안 등급이 매겨져야 한다. 
장애 없음: 정상 보폭, 한 다리의 뒤꿈치가 다른 다리의 발끝과 충돌을 피함.



극미한 장애: 짧은 보폭, 한 다리의 뒤꿈치가 다른 다리의 발끝과 충돌을 피하지 못함.
뚜렷한 장애: 굳음(freezing), 한 사람이 고정되어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보폭이 줄어듦.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레보도파의 영향이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인 떨림, 경직, 동작의 느려

짐, 보행 장애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은 유용하고 뜻이 깊지만 고통스러운 

것이다. 레보도파 이전에, 더 많은 파킨슨병 환자들이 지금보다 짧은 시간 안에 완전히 장애

를 가지게 되었다.(파킨슨병 4, 5단계)

 
--------------------------------------------------------------------------------------------------------------------------------
--------------------------------------------------------------------------------------------------------------------------------



부록 D. 파킨슨병에 금지되는 약품 

일부 약물은 파킨슨병의 주요 특징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약품은 파킨

슨병보다는 다른 질병이나 증상의 치료를 위한 것이며, 다양한 약품들이 뇌 내부에서 도파

민의 효과를 막음으로써 진전, 근육 경직, 운동완만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러한 파킨슨병 

부작용은 선재하는 파킨슨병 병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파킨슨병과 같은 증상들은 보통 약물이 중단되었을 때 가볍게 점차적으로 해

결된다. 이러한 약물을 받은 환자가 이미 특발성 파킨슨병을 가진 경우,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파킨슨병의 갑작스럽고 심각한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 어떤 경우, 파

킨슨병 환자는 불편을 느끼게 하는 약물을 중단함에 따라 입원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이러한 도파민 차단 약품은 환각이나 위장 문제와 같은 정신병 문제를 치료하는데 

사용된다. 정신병, 환각, 착란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약물의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 haloperidol (Haldol®)
• chlorpromazine (Thorazine®)
• thioridazine (Moban®)
• molindone (Mellaril®) 
• perphenazine  (Trilafon®)  
• perphenazine and amitriptyline (Triavil®)
• thiothixene (Navane®)
• flufenazine  (Prolixin®) 

  
오심, 구토 그리고 다른 위장 증상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의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 metoclopramide (Reglan®)
• prochlorperazine (Compazine®)
• trimethobenzamide (Tigan®) 

  

이 부록에서 확인된 약품들은 가능하다면 모든 것이 파킨슨병에서 피해져야 한다. 불행스럽

게도, 일부 파킨슨병 환자들은 이러한 범주 안에 있는 일부 좀 더 가벼운 정도의 약물 사용

을 필요로 하는 환각이나 오심과 같은 증상이 발생한다. 

“약물-약물 상호작용”이라는 용어는 둘 이상의 약물의 결합사용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나 반응을 말한다. 잠재적 “약물-약물 상호작용”의 수는 엄청나다. 대부분은 약물이 함께 사

용될 때 나타나는 약의 분해(breakdown)(물질대사)의 변질 때문에 일어난다. 다행히도, 이러

한 상호작용의 대부분은 심각한 질병이나 사망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항파킨슨병 약물이 이런 식으로 다른 약물과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에는 증거가 없다. 
다양한 다른 범주의 “약물-약물 상호작용”이 확인되어왔고, 실제 위험들은 본 지침서 안에 

설명했다. “약물-약물 상호작용”의 잠재성은 환자들이 모든 처방약과 처방 없이 사용하는 약

물들을 그들의 관리를 담당하는 모든 의사와 약사들에게 완전히 드러내는 것을 피할 수 없

게 만들었다.  

파킨슨병에 사용이 금지되는 약물을 기재한 의료 경고 카드 국립 파킨슨병 재단으로부터 무

료로 이용할 수 있다. 

--------------------------------------------------------------------------------------------------------------------------------
--------------------------------------------------------------------------------------------------------------------------------



부록 E. 액체 Sinemet® 조제

E-1. 개요

카비도파/레보도파 약의 잦은 복용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또는 예측할 수 없는 on/off 변동을 

가진 환자들에게 액체 Sinemet®가 증상 제어에 효과적인 것을 일부 의사들이 알게 되었다.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액체 조제는 없다.  때때로 요청되는 조제로서 "Sinemet® Soup"
나 Sinemet® Suspension"은 개별 환자나 관리제공자(caregiver)에 의해 준비되어야 한다.

액체 조재 사용의 유익은 그것이 좀 더 잦은 간격으로 보통 복용량의 단편(fraction)을 주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액체 Sinemet®은 매 시간 주어진다. 이 액제는 빠르

게 효과를 보이만 짧은 시간만 지속된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 환자로 그들의 개인 복용 반

응의 “미세한 조절”을 할 수 있게 해주며 하루동안 전체적으로 더 큰 정도의 “on"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액체 C/L을 사용하기 원하는 환자는 오직 자신의 의사와 협력할 때만 그렇게 해야 한다. 액

제를 조제하기 위한 양생법은 다음 페이지에 있다. 현탁액의 조제는 어렵지 않으며, 불임이 

요구되지 않는다. 신선한 현탁액이 매일 제조될 것이 권고된다. 일반적인 고충에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 현탁액을 가지고 가야할 필요가 있는 것과 각각의 복용량이 반드시 

정확하게 측정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요구들 때문에, 많은 환자들은 이런 형태를 정

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사용할 능력이 없다.

본 지침서에서는 의사와 환자가 심각한 운동변동을 가진 경우에만 고려할 대안으로서만 제

공되었다. 

E-2. 액체 Sinemet® 제조법

다음의 재료들을 1L나 1쿼트의 (금속을 사용하지 않은) 고무로 만들었거나 뚜껑을 가진 다

른 플라스틱 용기 안에 넣고 혼합하라.

• Sinemet® 10/100 또는 25/100 tablets       10정             (1,000mg. 레보도파)
  (Sinemet CR®을 사용하지 마시오)
• 아스코르빈산 결정                      1/2 티스푼          (약 2 그램)
• 수돗물 또는 증류수                     1리터            (1,000 ml.)

주의: 최종 혼합물은 레보도파 1mg.! ml., 카비도파 0.10 또는 0.25mg.!ml(사용된 약의 강도

에 따라) 그리고 아스코르빈산 2mg.!ml.를 함유한다.

 약이 녹을 때까지(약을 분쇄할 필요는 없음) 용기를 회전시키거나 서서히 흔들라. 제조된 

약(formula)는 냉장고 안에서 24시간에 48시간까지 완전한 효능(full-strength)와 순도를 유지



할 것이다. 

액체 Sinemet® 치료제의 복용 시작

아침(“jump start") 복용량

• 60mg의 제조약(formula)이나 보통 tablet 복용량에 상응하는 양을 사용할 수 있다.
• 최소한의 운동이상증으로 최상의 “on" 상태를 이룰 때까지 매 3-5일 단위로 상하 5-10ml
로 복용량을 조정하라.

매시간 복용(hourly dosing)
• 30ml의 제조약을 깨어 있을 동안 한 시간마다 또는 일반 tablet 복용량의 시간당 할당량. 
(예를 들어, 매 두 시간마다 Sinemet® 25/100 하나를 복용하는 환자는 시간당 50ml의 액제

를 사용해야 한다.)
• “on" 기간이 더 원활해질 때까지 매 3-5일 마다 상하 5-10ml까지 복용량을 조정하라. 

전체적으로 최상의 결과를 위해 매시간 복용량 조정에 앞서 오전 (“jump start) 복용량을 조

정하는 것이 강하게 권고된다. 복용량의 정확성과 복용 간 정확한 1시간 타이밍은 액체 

형태의 Sinemet® 사용으로부터 최적의 효과를 얻는데 중요하다. 

개별 환자가 액체 제조약 사용에 앞서 자신의 의사와 구체적인 복용량 추천을 위해 상담하

는 것은 중요하다. 최적의 복용량은 환자마다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의학박사 Matthias C.Kurth에 의해 개발된 원안에서 번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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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 파킨슨병 추천 도서

다음 책들은 파킨슨병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위한 일반적인 자료이다.

《What Your Doctor May Not Tell You About Parkinson's Disease: A Holistic Program for 

Optimal Wellness》, Jill Marjama-Lyons, M.D., and Mary J. Shomon, Warner Books, 2003

《Eat Well, Stay Well with Parkinson's Disease》, Kathrynne Holden, M.S., R.D., Five 

Star Living, 1998

《Cook Well, Stay Well with Parkinson's Disease》, Kathrynne Holden, M.S., R.D., Five 

Star Living, in press.

《Lucky Man: A Memoir》, Michael J. Fox, Hyperion, 2002.

《Parkinson's Disease: Questions and Answers yd edition》, Robert Hauser et. AI, 

Merit Publishing International, 2000.

《When Parkinson's Strikes Early: Voices, Resources and Treatment》, Barbara 

Blake-Krebs, M.A., et. aI., Hunter House, 2001.

《100 Questions & Answers About Parkinson's Disease》,Albraham Lieberman, M.D., and 

Marcia McCall,Jones & Bartlett Publishers, 2003.

《Shaking Up Parkinson Disease: Fighting Like a Tiger, Thinking Like a Fox》, Abraham 

Lieberman, M.D., Jones & Bartlett Publishers, 2001.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