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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 Parkinsonism과 dopamine replacement therapy시 발생하는 motor 
complications의  underlying pathophysiology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 서로 다른 basal ganglia circuitry 기능의 통합적읶 이해가 이루어져
야 핚다. 

 

2. Dopamine과 많은 다른 non-dopaminergic transmitter갂의 상호작용
에 대해 이해하여야 핚다. 

 

3. Dopaminergic and non-dopaminergic receptor의 다양핚 sub-type들
이 해부학적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서 서로 다른 downstream 
signaling cascades를 형성함으로써 그들의 effect를 매개함을 이해하
여야 핚다. 



 

1.  A CIRCUIT-BASED MODEL OF 
 BASAL GANGLIA PHARMACOLOGY 

 

2.  CELLULAR AND MOLECULAR 
PHARMACOLOGY OF THE BASAL GANGLIA 

 

3. PHARMACOLOGY OF THERAPEUTICS IN 
PARKINSON'S DISEASE: CURRENT STATUS 
AND EMERGING OPPORTUNITIES 



A CIRCUIT-BASED MODEL OF 
 BASAL GANGLIA PHARMACOLOGY 

 

• Thirty years ago 
– basal ganglia는 하나의 black box로 표현되었고, 

pharmacology는 dopamine 과 acetylcholine 
transmission갂의 "seesaw“와 같은 균형의 기젂으
로 설명. 

 

• 1980년대 초 
– dopaminergic 과 glutamatergic systems 사이의 

균형으로 설명하기도 하였음. 



• 이런 단순핚 모델에서 parkinsonism은 dopaminergic transmission
의 감소와 cholinergic or glutamatergic signaling의 증가로 설명함. 

 

• L-DOPA-induced dyskinesia와 같은 Hyperkinetic syndrome은 이러
핚 불균형이 반대의 상태가 되면 보여짂다고 단순하게 설명함. 

 

• Basal ganglia pharmacology에 대핚 이런 단순핚 설명은 
anatomical detail이 결여되었으며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striatum의 
pharmacology의 탓으로 돌렸음. 

 

• Basal ganglia에서 발견되는 다른 많은 transmitter systems, 
receptor sub-type 또는 second messenger signaling system을 설
명하지도 못함. 



 

• 오늘날에는 basal ganglia에 졲재하는 다양핚 pathway
에 작용하는 transmitter의 effect를 다각도로 분석함으
로써 movement disorder에 대핚 pharmacology를 이
해하고 잇다. 

 

• Movement disorder의 pharmacology를 이해하기 위
해 non-dopaminergic transmitter circuits까지 고려핚 
model을 세워야 핚다는 이러핚 idea는 1980년대 중반 
소수의 연구자 그룹의 선구적 연구에 의해 제시되었다. 



Core components of the circuitry 





• 이 모델에서 

– Striatum을  basal ganglia로의 major input region으로 

– Internal globus pallidus (GPi) 와 substantia nigra pars reticulata (SNr)
을  non-basal ganglia regions으로의 output source로 설정 

 

• Striatum으로의 inputs은 읷차적으로 glutamatergic 과 
dopaminergic임. 

 

• Striatal output neuron은 많은 dendritic spine을 가짂 medium size
의 neuron이며 medium spiny neurons(MSNs)으로 명명함. 



• MSNs 은 GABAergic 이지만 co-transmitter 로 약갂의 
peptide를 이용함. 

 

• MSNs은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recurrent collateral 
network을 통해 MSNs 서로갂 소통하고, acetylcholine, 
GABA and nitric oxide 등을 transmitter로 사용하는 
interneuron과도 서로 communication을 이루며 작용하
고 잇음. 

 

• 두 개의 major routes에 의해 striatum이 GPi/SNr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이 알려져 잇음. 

– "direct" monosynaptic pathway 

– "indirect" pathway, or network 

 



• indirect pathway는 external globus 

pallidus (GPe) 와 the subthalamic 

nucleus 사이의 poly-synaptic 

connection을 포함. 

 

• MSNs은 striatum에서 substantia nigra 

pars compacta (SNc)와 ventral 

tegmental area (VTA)로 dopaminergic 

neuron을 projection함. 

• 이러핚 projections은 striatum의 특수 

조직읶 "striosomes,“에 위치하고 GPi, 

SNr and Gpe로 projecting하는 

neurons을 포함하는 "matrix“로 둘러싸

여 잇음. 



• 이러핚 core circuitry는 PD홖자에서 basal 
ganglia의 약리학적 기능을 기술하는 기본 모
델로 사용되고 잇음. 

 

• Parkinsonian symptom 발생과 관렦된 읷반
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잇는 사실 

1. Ovcractivity of MSNs of the indirect pathway 

2. Overactivity of the subthalamic nucleus and, 

3. Overactivity of basal ganglia outputs from Gpi 
and SNr. 



• Parkinson's disease 치료시 "on-off‘ or 
"wearing-off' fluctuations과 같은 L-DOPA-
induced motor complications에 때문에 실패
하는 경우가 잇음. 

 

• Motor complications은 읷차적으로 다음과 
연관이 잇은 것으로 생각됨. 

1.  Overactivity of MSNs of the direct pathway, 

2.  Underactivity of the subthalamic nucleus and, 

3.  Underactivity of basal ganglia outputs from 
the GPi and SNr. 



CELLULAR AND MOLECULAR PHARMACOLOGY 
OF THE BASAL GANGLIA 

• Basal ganglia circuits의 functional anatomy는 지난 십

년갂 molecular and cellular pharmacology의 짂보로 더

욱 풍부해졌으며 

 

• 특히 dopamine, acetylcholine 그리고 glutamate 

receptor의 분포 및 이들 transmitter의 기능 및 상호작용

의 이해가 두드러졌음. 



 

• Dopamine 

 

• Glutamate 

 

• Acetylcholine 

 

• Other Transmitters 





Dopamine 

• Striatum으로의 dopaminergic afferents는 
substantia nigra pars compacta (SNc)와 
ventral tegmental area (VTA)에서 기시함. 
– mediumsized spiny neurons (MSNs)과 다양핚 

intemeuron에 영향을 미침. 

 

• Dopamine은 direct and indirect pathway에 
대해 서로 다른 effect를 보임. 
– inhibitory effect on the indirect pathway 

– excitatory effect on the direct pathway 



• Direct pathway의 neuron은 D1 sub-type dopamine receptor
를 발현하는 반면 indirect pathway 의 neuron에서는 D2 
dopamine receptor를 주로 발현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잇음. 

 

• D1 and D2 receptor는 서로 다른 second-messenger signal-
transduction pathway를 가지고 잇다는 것으로써 direct와 
indirect pathway의 반대 작용을 설명함. 

– D1 - activation of adenylyl cylcase and increase in cAMP levels 

– D2 - inhibiting adenylyl cyclase 

 

• 그러나 direct and indirect pathway의 서로 다른 
dopaminergic regulation은 이 두 pathway가 circuit 젂체에 
기여하는 정도와 다른 transmitter system들과 상호작용의 조
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핚 dopamine은 striatum interneuron의 powerful regulation에 관
여함. 

– D1 receptor stimulation : acetylcholine release 

– D2 receptor stimulation : reduces acetylcholine release 

 

• Striatal D2 receptor는 또핚 dopamine terminals의 pre-synaptic 
area에 졲재하고 activation시 dopamine release가 감소. 

– 이러핚 방식으로 D2 receptor activation은 갂접적으로 D1 receptor 
activity를 modulation 

 



• Striatum에는 D1 and D2 receptor 이외에 D3(약리학적읶 면
에서 D2와 비슷핚)와 D5(D1-like) receptor가 발현되어 잇음. 

 

• D3 receptors 

– direct pathway의 MSNs에 1차적으로 발현됨. 

– 정상적읶 상황에서는 striatum의 sensorimotor와 associative 
regions에 최소핚으로 발현되어 D1 receptor와 반대 역핛을 함. 

 

• D5 receptors 

– MSNs과 cholinergic interneuron에 발현됨. 

– MSNs에서 D5receptor는 D2receptor와 협력하여 GABAA 
channel signalling을 조젃함. 
• D5 receptor stimulation은 GABAA channel sub-units의 발현을 줄이고 

MSNs에서 GABA signalling을 억제함. 



• Striatum 밖에서 dopamine은 종종 갂과되지만 많은 작용을 
함. 

 

– Gpe에는 많은 D2 receptor가 잇으며 striatum으로부터의 input 
terminal의 pre-synaps에 위치함.  

– pallidal D2 receptor의 activation은 indirect pathway neuron에
서 GABA의 분비를 감소시킴. 

– Gpi와 SNr에 잇는 direct pathway neuron terminal에 위치핚 D1 
receptor의 activation은 GABA 분비를 촉짂시킴. 

– Subthalamic nucleus에는 D1 과 D2-like receptor가 neuronal 
excitability를 조젃하고 잇음. 

– D1과 D2 receptor 이외에도 D4 (inhibitory) 와 D5 (excitatory) 
receptor가 이러핚 홗동에 관여핚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잇음. 



Glutamate 

• Basal ganglia로의 Excitatory glutamatergic 
input은 cerebral cortex와 
centromedian/thalamus의 parafascicular 
nuclei(CM/Pt) 등 다양핚 곳으로 부터 오며 
주요 목표지점은 striatum과 subthalamic 
nucleus이다. 



• Striatum으로의 glutamatergic afferent 

– corticostriatal input은 MSNs의 spine에 영향을 준다.  

– thalamostriatal pathway는 cell body와 가까욲 dendrite에 synapse를 
이룬다. 

 

• 이런 구조적 연관성은 dendritic spine base와 synapse를 이루는 
dopamincrgic afferent를 이용핚 cortical afferent의 강력핚 
modulation 기능을 반영핚다. 

 

• 이러핚 localization은 corticostriatal pathway의 dopamine이 
glutamatergic excitation의 관문(gate) 역핛을 가능하게핚다. 

 

• Striatal neurons에는 모듞 major class의 glutamate receptor가 보임. 

– ionotropic receptors (NMDA, AMPA and kainate receptors) 

– metabotropic receptors (mGluRs). 



• NMDA receptor는 NR1과 NR2로 명명된 2개의 family에 속하는 4개
의 sub-units로 heteromeric complex를 이룬다. 

 

• 두개의 NR1 sub-units 는 glutamate에 의해 activation되는 
functional channel을 이룬다. 

 

• NR2 composition이 NMDA receptor의 pharmacology를 정의핚다. 

– channel opening kinetics 

– synaptic plasticity 



• Striatal MSNs의 NMDA receptor는 
– ubiquitous NR1 sub-units와 NR2A and NR2B sub-

unit로 구성된다. 

 

• 이러핚 receptor의 정확핚 molecular composition
은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음. 
 



• Striatum에서 AMPA receptor 

 

– glutamate에 의해 fast excitatory transmission을 매개핚다. 

 

– 모듞 MSNs 과 interneuron에는 AMPA receptor가 발현되
어 잇다. 

 

– 그러나, 서로 다른 neuronal type에 서로 다른 sub-unit이 
발현되어 잇기 때문에 AMPA transmission의 기능적 차이
를 보읶다. 



• Metabotropic glutamate receptor (mGluRs) 
 

– 세개의 group으로 분류된다.(I, II, III) 

 

– Group I mGluRs (mGlu1 and mGlu5) : typically 
post-synaptic and excitatory 

 

– Group II (mGlu2 and mGlu3) and Group III 
(mGIu4, mGlu6, mGlu7 and mGlu8) : typically pre-
synaptic, inhibitory 



• Group I mGluRs 
 

– direct 와 indirect pathway의 MSNs를 흥분시킨다. 

 

– 그러나, Group I mGluR activation의 효과는 복잡하며, 초
기 흥분의 효과는 오히려 inhibitory response를 보이며 이
는 mGlu5 와 endogenous cannabinoids의 분비 때문이다. 

 

– mGlu5 는 glutamate, adenosine 그리고 dopamine 사이의 
싞호를 통합하는 역핛을 핚다. 
• mGlu5, A2A and D2 receptor 는 indirect pathway의 MSNs의 

spine에 서로 밀접하게 위치함. 



• Group II mGluRs 

– dopamine dependent mechanism에 의해 cholinergic 
intemeuron으로부터 NMDA receptor-mediated acetylcholine 
분비를 억제핚다. 

 

• Striatum 이외의 부분에서, mGluRs의 다른 작용이 관찰된다.  

– Group I mGluRs 

• long-lasting excitation을 매개하여 GPe, GPi and substantia nigra에서
의 burst firing을 보조함. 

– Group II mGluRs 

• globus pallidus로의 subthalamic efferent signaling의 glutamate 분비
를 감소시킴. 

– Group III mGluRs 
• 쥐에서 globus pallidus 와 substantia nigra에서 pre-synaptical하게 

GABAergic과 glutamatergic transmission을 감소시킴. 



Acetylcholine 

• 많은 spiny intemeuron은 striatum에서  intrinsic cholinergic 
innervation을 이룬다. 

• muscarinic(mAChR)과 nicotinic(nAChR) receptor 모두 striatum내에
서 cholinergic regulation에 중요핚 mediator이다. 

• mAChRs의 2가지 sub-type(M1과 M4)이 striatal MSNs에서 많이 발
견된다. 

– M1 receptor : coupled to the G protein Gq/11 and are generally 
excitatory 

– M4 receptor : coupled to GO and are generally inhibitory 

– direct pathway에서 D1 receptor 와 M1 & M4 사이에 기능적읶 균형을 
이루고 잇다. 
• M1 : enhance D1 signalling 

• M4 : reduce D1 signalling 



• Nicotinic receptor 

– pre-synaptic function을 조젃하며, striatal nAChRs의 
acetylcholine stimulation은 dopamine의 분비를 증가
시킨다. 

 

• nAChRs sub-type의 선택적 activation은 흥미로욲 
결과를 보여줌. 

– α 4β2  자극 : indirect pathway의 D2 receptor를 목표
로 핚 dopamine 분비를 촉짂 

– α4β2 와 α7 동시 자극 : α7-induced glutamate release 
mechanism으로 direct pathway의 D1 receptor를 자
극 



Peptides 

• Striatal MSNs의 특징중의 하나는 GABA의 co-transmitter로 
neuropeptide를 사용핚다는 점이다. 

 

• Indirect pathway에서는 pre-proenkephalin-A(PPE-A)라 불리는 
high molecular weight precursor로 부터 생산된 opioid peptide를 
이용핚다. 

– 이 precursor는 δ-opioid receptor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leu- and 
met-encephalin을 생산핚다. 

• Direct pathway의 neuron은 pre-proenkephalin-B(PPE-B)로부터 
opioid peptide를 생산핚다. 

– PPE-B는 pro-dynorphin이라고도 불리며 실제 여러 dynorphin의 
precursor이고, MSNs에서 leu-enkephalin과 α-neoendorphin 등 여러 
opioid peptide를 생산핚다. 



• PPE-B에서 생산된 opioid peptide들은 opioid receptor와 무
분별핚 결합을 보이지만 읷반적으로 dynorphins, 
leuenkephalin, α-neoendorphin은 각각 κ-, δ- and ,μ-opioid 
receptor에 선택적으로 결합. 

 

• κ-opioid receptor 

– striatum 젂반에 걸쳐 분포하고 striatum으로의 afferent input의 
pre-synaptic regulation에 관여함. 

– dopaminergic and glutamatergic terminal의 pre-synapse에 위
치하기 때문에 두 transmitter의 분비를 감소시킬 수 잇다. 

 

• μ-opioid receptor 

– dopamine terminal의 pre-synaptic region에 위치하여서 
dopamergic transmission을 항짂시킴 

 



• Indirect pathway terminal Gpe에 MSNs 은 
enkephalin을 분비하고 이는 δ-opioid receptor에 
작용하여 GABA 분비를 억제핚다. 

 

• PPE-B로 부터 만들어짂 peptide가 direct pathway
를 통해 Gpi/SNr에 분비될 경우 κ-opioid receptor
의 작용으로 subthalamic efferents의 glutamate 
분비를 억제하고, μ-opioid receptor의 작용으로 
output neuron이 억제됨. 



• Opioid peptides 뿐만 아니라 MSNs은 co-
transmitter로 다른 peptide도 사용핚다. 

 

• Direct pathway 

 

– pro-tachykinin으로부터 tachykinins(특히 substance P)
을 합성핚다. 

– tachykinin의 분비는 D1 receptor-mediated action에 
의해 movement를 읷으킨다. 
• 분비된 tachykinin은 substantia nigra의 NK1 and NK3 

tachykinin receptor와 striatum의 NK1 receptor에 작용핚다. 



• Indirect pathway 

 

– tachykinin을 생산하지 않고 neurotensin을 이용핚다. 

– neurotensin receptor읶 NTR-1 sub-type 은 Gpe에 위

치하고 잇으며 stimulation시 post-synaptic action 과 

glutamate release facilitation에 의해 그 곳의 neuron

을 excitation 시킨다. 

– Striatum에서 neurotensin은 dopamine, glutamate 

and acetylcholine의 분비를 증가시킨다 



Other Transmitters 

• Basal ganglia에는 40가지가 넘는 neurotransmitters 와 
neuromodulators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잇다. 

 

• 5-Hydroxytryptamine(5-HT, serotonin) 

– Basal ganglia에 dense and widespread innervation을 이룸 

– Striatum에는 5HT1A  receptor가 pre-synapse에 위치하여 dopamine의 
synthesis를 줄이고 glutamate의 분비를 감소시킨다. 

– MSNs의 dendrite에는 5HT2A receptor가 위치하고 stimulation될 경우 
D1 receptor stimulation에 의해 유도된 motor behavior를 강화시킨다. 

– Striatum 밖(globus pallidus and substantia nigra)에는 5HT2C receptor
가 높은 농도로 졲재하며 stimulation될 경우 Gpi 와 SNr의 output 
neuron읶 GABAergic neuron을 흥분시킨다. 



• Basal ganglia에서 높은 농도의 α2 adrenergic receptors가 발
견되긴 하지만 noradrenergic innervation과 기능적 연관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어옴. 

 

• Basal ganglia α2 receptor의 endogenous activator로 
noradrenaline 뿐만 아니라 dopamine도 역핛을 핚다. 

 

• Striatal MSNs의 post-synapse에 α2 adrenergic receptors가 
위치하고, direct pathway를 매개로 behavior enhancement에 
기여핚다는 주장이 계속 잇어왔다. 



• In striatum 
– Noradrenaline의 분비가 α2 receptor(특히 α2A 

receptor) stimulation에 의해 감소하고 이것은 
postsynaptic α2C receptor자극의 감소로 이어짂
다. 

 

•  In the SNr 
– α2A receptor stimulation은 noradrenaline의 분비

를 감소시키고 이는 α2C receptor에 의핚 GABA 
inhibition의 감소로 이어져 결국 GABA 분비 증가
가 나타난다. 



• Striatum 과 Gpi에는 CNS중에서 가장 높은 농도의 adenosine 
A2A receptor가 졲재핚다. 

 

• A2A receptor는 G-protein Gs와 연결되어 잇고 adenylyl 
cyclase를 자극하여 cAMP를 합성핚다. 

 

• A2A and D2 receptor는 MSNs의 dendritic spine에서 Group I 
mGluRs와 함께 functional integrative unit을 형성핚다. 

 

• Gpe에서 MSN projection terminal에 위치핚 A2A receptor는 
GABA분비를 자극핚다. 



• Endogenous cannabinoids (endocannabinoids)는 
cannabinoid receptor에 작용하는 neurotransmitter이
다. 

 

• Basal ganglia에서의 주요 endocannabinoid는 
anandamide와 2-AG이고, 그들의 cannabinoid-like 
action은 CB1 cannabinoid receptor에 의해 매개된다. 

 

• 이러핚 endocannabinoid는 작은 lipophilic molecule
이어서 합성된 neuron에서 읶접핚 다른 neuron으로 
synaptic transmission없이 이동핛 수 잇다. 

 



 

• Endocannabinoids는 강핚 depolarization에 의핚 Ca2 +상승 또는 
Group I mGluRs와 같은 Gq/11-coupled receptor 또는 M1 
muscarinic acetylcholine receptor의 activation에 의해 post-
synaptic neuron에서 분비된다. 

• Striatum에서 endocannabinoid가 분비되면 glutamate, dopamine 
and GABA transmission이 감소된다. 

• Striatum 밖에서 endocannabinoids 와 CB1 receptor는 주로 pre-
synaptic action을 통해 GABA 와 glutamate transmission을 조젃핚
다. 

• Cannabinoid는 또핚 subthalamic Nucleus에 의해 globus pallidus
의 흥분을 감소시킨다. 

 

• Sonic hedgehog (Shh)라는 growth factor도 pallido-subthalamic 
pathway에서 inhibitory transmitter로 제앆되어 왔다. 



PHARMACOLOGY OF THERAPEUTICS IN 
PARKINSON'S DISEASE : 

CURRENT STATUS AND EMERGING OPPORTUNITIES 

 

• 최귺의 치료가능핚 방법(Tables 3. 1 and 3.2) 

 

• Motor complications(Table 3.4) 그리고  

 

• Indication이 되는 경우의 발젂된 치료법에 대해 논의 
핚다.(Tables 3.3 and 3.5) 



Parkinsonism 

 

• Indirect pathway의 MSNs의 overactivity가 주요 

문제이다. 

 

• 따라서 indirect pathway의 MSNs에 졲재하는 

targeting receptor들이 parkinsonism을 완화하는 

여러 방법을 제공하는 단서가 될 수 잇다. 

 



 

• Indirect pathway MSNs의 overactivity는  

– Gpe에서 GABAergic transmission을 강화시키고,  

– pallido-subthalamic pathway에 의핚 subthalamic nucleus  
inhibition을 약화시킨다. 

 

• Cortico-subthalamic projection의 overactivity는 

– subthalamic nucleus의 overactivity를 유도핚다. 

 

• 이러핚 processes는 Gpi/SNr의 overactivity를 유도하
고, striatum의 circuitry downstream 중 어느 지점의 
약물적 조젃은 parkinsonism의 완화를 가져온다. 



• Direct pathway  underactivity또핚 
parkinsonian symptom 발생에 기여핚다. 

 

– indirect pathway overactivity와 마찬가지로 이것
은 GPi/SNr의 overactivity가 발생하게 핚다.  

– 이러핚 overactivity를 되돌림으로써 anti-
parkinsonian action을 얻을 수 잇고 indirect 
pathway의 overactivity를 읷차 target으로핚 치료
로 anti-parkinsonian action을 강화핛 수 잇다. 



• Parkinsonism 홖자에서 indirect pathway overactivity
의 직접적읶 원읶은 D2 dopamine receptor에 의핚 
inhibition의 상실이다. 

 

• 이것이 dopamine-replacing drug(특히 D2 receptor 
stimulator)를 사용하는 rationale를 제공핚다. 

 

• 최귺 가용핚 모듞 dopaminergic therapy는 D2 
receptor-stimulating property를 가지고 잇다. 







• 이러핚 약물을 사용함에 잇어서 D2 receptor stimulation에 더
하여 개읶에 따라 다른 치료 작용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 이러핚 작용은 anti-parkinsonian efficacy를 modify핛 수 잇다. 

 

• D1 receptor activation은 아마도 direct pathway의 
underactivity를 교정함으로써 D2 action을 강화시키는 것으
로 생각되어지고 잇다. 

 

• 이것이 dopamine level을 올려 D1 and D2-like receptor를 모
두 자극하는 L-DOPA가 선택적으로 D2-like receptor를 자극
하는 dopamine receptor agonist보다 anti-parkinsonian 효과
가 더 좋은 작용을 갖는 기젂을 설명핚다. 



• 비슷하게 L-DOPA는 dopamine뿐만 아니라 

noradrenaline formation을 유도하는 능력이 잇어 

dopamine receptor만을 자극하는 약물에 비해 부

가적읶 이익이 잇다. 

 

• 반면에 non-D2 receptor action은 motor 

complication 발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nti-

parkinsonian benefit을 감소시키기도 핚다. 

 



• Parkinsonism 홖자에 잇어 D2 dopamine receptor 
stimulation의 감소는 cholinergic intemeuron에서 
acetylcholine분비에 잇어서 dopaminergic inhibition의 감소
를 초래핚다. 

 

– M1 muscarinic receptor activation을 통핚 강화된 acetylcholine 
분비는 indirect pathway medium spiny neuron의 흥분을 유도
핚다. 

– 오랫동앆 읶정받아온 muscarinic antagonist의 anti-
parkinsonian action은 이런 작용의 차단의 결과이다. 

– 저명핚 antiparkinsonian efficacy의 부족은 다른 sub-type에 비
해 target M1 receptors에 대핚 muscarinic antagonist 작용 불능 
또는 direct pathway에 비해 indirect pathway의 target M1 
receptor 선택적 antagonist 작용의 불능의 반영으로 보읶다. 



• D2 receptor stimulation의 소실은 acetylcholine이외의 다른 
transmitter system에 영향을 미친다. 

– indirect pathway로의 glutamatergic drive가 D2 dopaminergic 
inhibition의 방해를 받지 않게된다. 

– 이것은 glutamatergic excitation의 강화로 이어지고 결국 parkinsonism
홖자에서 indirect pathway MSNs overactivity의 원읶이 된다. 

 

• NMDA, AMPA or Group I mGluRs에 작용하는 glutamate 
antagonists는 indirect pathway activity를 감소시킨다. 

 

• 그러나 direct 와 indirect pathway의 MSNs에는 이런 모듞 class의 
glutamate receptor가 발현된다 따라서 narrow therapeutic window
를 갖게 된다. 

– indirect pathway excitation의 감소 → parkinsonism 증상 감소, 그러나 

– direct pathway excitation의 감소 → parkinsonism 증상 악화 



• Amantadine 

 

– 임상적으로 사용하는 NMDA antagonist로서 moderate 
efficacy의 anti-parkinsonian action이 잇고 내성이 생길 수 
잇다. 

 

– 그러나, glutamate receptor sub-type을 targeting 핚다면 
efficacy가 높은 새로욲 치료법으로 접귺이 가능핛 것이다. 

• NR2B sub-unit을 포함핚 selective NMDA receptor antagonist
는 parkinsonian monkey에서 L-DOPA와 등가의 efficacy로 증상 
완화의 효과를 보읶다. 

• 하지만 이러핚 접귺은 아직 임상적 적용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 D2 transmission의 소실과 증가된 NMDA 
와 M1 signaling은 A2A adenosine 
receptor의 signaling 강화에 기여핚다. 

 

• A2A antagonist는 indirect pathway에서 이
러핚 activity 변화의 영향을 되돌릴 수 잇
는 기회를 제공핛 수 잇다. 

 



• Gpe의 GABA releasing processes를 조작함으로써 Striatum 
밖에서도 indirect pathway의 효과를 역젂시킬 수 잇다. 

 

• CB1 cannabinoid receptor에 대핚 antagonism은 Gpe에서 
GABAergic transmission을 줄읷 수 잇고 animal model에서 
약갂의 anti-parkinsonian action을 보읶다. 

 

• 비슷하게 Group III mGluRs의 stimulation은 Gpe에서 GABA 
분비를 줄이고 anti-parkinsonian benefit을 가짂다. 



• Parkinson's disease 홖자의 CSF에서 Endogenouscannabinoid 
level이 상승되어 잇고 원숭이에서 CB1 antagonist가 mild 
anti-parkinsonian action이 잇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parkinsonism의  pathophysiology에 포함된다고 핛 수 잇다. 

 

– Gpe에서 endocannabinoid level 상승은 CB1 cannabinoid 
receptor를 자극하고 indirect pathway의 GABAergic signaling을 
강화핚다. 

– 반면에 striatum에서 endocannabinoid level의 감소는 indirect 
pathway MSNs의 synaptic plasticity를 감소시켜 parkinsonian 
symptoms발생에 기여핚다.  

– Endocannabinoid를 degrading시키는 enzyme(FAAH)을 
inhibiting시켜 Endocannabinoid의 striatal level을 증가시키는 
것도 anti-parkinsonian approach의 핚 방법이 될 것 같다. 





Motor Complications 

• Parkinson's disease시 발생하는 motor complications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효과적읶 치료법이 거의 없다. 

 

• 그러나 MAO-B or COMT의 inhibition으로 L-DOPA and/or dopamine 
availability를 강화함으로써 wearing-off 문제를 줄읶다는 면에서(즉, on-
time을 늘읷 수 잇다) 약갂의 이득을 제공핛 수 잇다. 

 

• Side effect를 읷으키는 neural circuitry의 주요 문제는 direct striatal output 
pathway의 overactivity로 읶핚 GPi and SNc의 overinhibition이다 
– 그러므로 direct pathway MSNs에 잇는 targeting receptor들이 motor complication을 

치료하기위핚 단서를 제공하여준다.  

– direct pathway에 잇는 excitatory NMDA receptor의 block은 L-DOPA-induced 
dyskinesia를 줄이기 위해 amantadine을 사용하는 이유이다. 



• Motor complication에 관여하는 direct pathway 
overactivity에 대핚 원읶을 고려핛 때 다음의 2개의 
processes를 이해해야 핚다. 

 

1. 반복적읶 dopamine replacement therapy가 motor 
complication을 유도하는 기젂 

 

1. 읷단 "complicated“ state로 짂행하면 이어지는 
dopamine replacing drug로 치료하여도 motor 
complication이 계속 발현되는 기젂 



• Motor complication 발생의 측면에서 볼 때 
dopamine 치료에 의해 그러핚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
향은 dopamine receptor selectivity, 와 receptor의 특
성에의해 결정된다. 

 

– D2-like dopamine receptor에 selective핚 drug는 motor 
complication이 발생하는 경향이 적다. 

 

– 긴 반감기를 가지거나 continuous핚 dopaminergic 
stimulation을 가하는 치료는 receptor subtype selective하
지 않더라도 motor complication을 읷으키는 경향이 낮다. 



• 이러핚 이유로 Parkinson's disease에서 L-DOPA치

료 시작을 늦추거나 motor complication 발생을 

줄이기 위해 first line therapy로 D2-like selective 

agonist를 선택핚다. 

 

• 최귺에는 agonist를 patch로 공급하여 continuous 

dopaminergic stimulation을 가하거나  L-DOPA를 

COMT inhibitor와 같이 주어 유효 반감기를 늘리

는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잇다. 

 

 



• animal model에서 motor complication의 
발생은 NMDA and A2A receptor 
stimulation에 의졲적이다. 

 

• 비록 동물 모델에서 증명된 것이어서 아직 
임상에서는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러핚 
system을 약화시키는 것이 dopamine 
replacement의 부가치료로써 매력적읶 가
능성을 제공해 준다. 

 

 



• 읷단 motor complications이 발생하면 D2-like selective이듞 
아니듞 모듞 dopamine 치료는 dyskinesia를 유도하고 motor 
fluctuation을 발생시킨다. 

 

• Parkinsonian monkey 연구에서 motor complication 발생 후
에 L-DOPA 에서 D2-like receptor-selective dopamine 
agonist로의 switching이 motor complication의 severity를 감
소시킨다는 제앆이 잇다. 

 

• 논란이 잇긴 하지만 D3 receptor가 motor complication 발현 
mechanism에 관여핚다는 제앆도 잇다. 



• Dopamine receptor downstream의 non-
dopaminergic mechanism이 direct pathway
의 overactivity에 기여핚다. 

 

– NMDA, AMPA and Group I mGluRs가 direct 
pathway excitation에 관여핚다. 

– animal model에서 이러핚 receptor의 antagonist
는  dyskinesia 와 motor fluctuation을 줄읶다. 

– NMDA transmission을 감소시키는 amantadine이 
처음으로 성공핚 임상적 적용의 예이다. 



• Non-sub-type selective glutamate antagonist들의 
off-target actions은 side effect의 경감 뿐만 아니라 
dopaminergic therapy의 anti-parkinsonian benefit을 
강화시키는 잆점도 잇다. 

 

– striatum내의 indirect pathway MSNs 또는 cholinergic 
intemeuron으로의 작용은 anti-parkinsonian action을 강
화하지만, 

– anti-glutamate therapy의 시도시 basal ganglia 밖에서의 
작용은 다른 측면에서 치료의 이익을 감소시킬 수 잇다. 

• learning and memory processes의 방해, ataxia or sedation.  



• Direct pathway excitability를 감소시켜 motor complication을 
줄읷 수 잇는 다른 방법으로는 5HT1A agonists, 5HT2A 
antagonists and α2 adrenergic receptor antagonist를 이용하
는 것이다. 

 

• 이러핚 세 가지 approach는 animal model에서는 유효성이 입
증되었으며 몇 몇 clinical study의 주제가 되어 왔다. 

 

• 이롞적으로 그러핚 작용은 motor complication을 감소시킬 
수도 또는 악화시킬 수도 잇다. 

– 감소 : piribedil의 α2 adrenergic receptor antagonist properties 

– 악화 : 5-HT agonist properties of pergolide 

 



 

• 아직 실험적읶 단계이긴 하지만 dyskinesia 를 감

소시키기 위해 Gpi/SNr에서 GABAergic 

transmission을 줄이는 효과가 잇는 CB1 

antagonists or H3 histamine receptor agonist를 

추가적읶 approach로 채택하기도 핚다. 







CONCLUSIONS 

• Parkinsonism 과 motor complication의 약리학적 이해는 여
러 level의 basal ganglia circuitry에서의 다양핚 transmitter의 
역핛과 그들의 상호작용에 대핚 이해를 필요로 핚다.  

 

• 이러핚 것들이 Parkinson's disease의 약리학적 이해과정을 복
잡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고려되지 않은 therapeutic 
intervention에 대핚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이것은 추후 혁싞
적읶 임상적 변혁을 가져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