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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기 초 anticholinergic drug는 Parkinson disease(PD)의 초기 또
는 진행된 상태에서의 유일한 치료 약이었으나 1960년대 Levodopa
가 발견된 이후 다수의 대체 약물의 선택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PD
의 stage를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상태였다.  

 

• 21세기가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 상황은 변하여 levodopa를 사용한 
monotherapy는 PD 치료의 유일한 선택이 더 이상 아니고 특히 PD 
초기의 증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에서 levodopa를 사용한 
monotherapy는 적절한 치료로 볼 수 없었다. 

 

• 이는 levodopa의 효과에 비해 levodopa가 제한 점이 있어서 PD를 
치료할 수 없고 병의 진행과정에서 보이는 기저 병리학적인 진행을 
호전시킨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 Levodopa는 nausea, vomiting, orthostatic hypotension, psychosis
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장기간 사용시 motor complication과 관
련된 응급 상황을 빈번하게 유발 함. 

 

• 이에 대한 대안으로 dopamine agonist(e.g., bromocriptine, lisuride, 
pergolide, piribedil, cabergoline, pramipexole, ropinirole), MAO-B 
inhibitors (entacapone, tolcapone)와 같은 다른 방향의 약리학적인 
접근이 시도되었으나 levodopa를 대체할만한 결과를 보이지 않음. 

 

• 따라서 의사들은 PD의 각각의 stage와 각 환자에 맞는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었고 병태생리학 적인 기준, 약의 
효과와 안정성을 기준으로 한 임상적인 근거, 경험, 경제적인 상태, 
환자의 선호도와 같은 다양한 기준에 의해 최적의 약제 선택을 하였
다.  



• 본 chapter의 앞부분에서는 치료받지 않은 PD 초기 환자에서 실시
한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실험에서 나타난 anti-parkinson 
medication의 효과와 안정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후반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환자에 접근하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 제시
하기로 함. 



Overview of the clinical evidence for anti-parkinsonian medications 
in the treatment of early PD: the movement disorder society(MDS) 
evidence-based medicine(EBM) assessment of anti-parkinsonian 

interventions  

• Movement disorder society(MDS)는 PD나 motor control disorder
와 관렦된 임상가, 과학자, 기타 건강관렦 젂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적
인 젂문 모임으로 90년대 후반에 설립된 이래로 발표된 임상 양상에 
따라 anti-parkinsonian therapeutic interventions에 대핚 유용성에 
대해 review하고 있다.  

 

• 그 결과Efficacy, 임상적인 유용성과 앆정성을 고려핚 특별핚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된 therapeutic interventions에 대핚 evidence 
based medicine (EBM) systematic review가 발젂 하였다. 



• 분류의 과학적인 귺거는 PD 증상을 측정하기 위핚 객관적인 scale을 
사용하고 최소 4주 이상의 치료를 받은 PD로 짂단된 최소 20명의 
홖자를 대상으로 핚 RCTs에서 보고핚 확인된 original articles에 귺
거함. 

 

• 이러핚 귺거는 치료에 대핚 효과를 보이기에는 가장 적젃핛 수 있으
나 RCTs 자체가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고앆된 것이 아니어서 앆정
성과 관렦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앆젂성과 관렦하여 post-
marketing surveillance와 regulatory publications과 같은 추가적인 
source가 사용됨. 



• 따라서 이 chapter 에서는  

  (i) 병의 짂행에 대핚 영향,  

  (ii) monotherapy로 motor symptom에 대핚 symptomatic effect,  

  (iii) motor complication의 예방같이 치료 받은 적 없는 early PD 홖자
의 management에 대핚 three efficacy issues에 대해 focus를 맞추
고 있다.  

 



Drug efficacy on disease progression 

• 시갂이 흐를 수록 PD홖자의 증상은 젅차 악화되어 symptomatic 
medications은 증가되고 약의 효과는 감소되며 균형의 문제나 on 
period동앆의 freezing과 같은 dopaminergic treatment에 반응이 없
는 motor problems 뿐맊 아니라 non-motor symptoms이 나타나므
로 주된 치료의 목적이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젂 가능핚 초기부터 
PD의 짂행을 최소화 시키는데 있다.  

 

• Free radical-mediated damage, excitotoxicity, mitochondrial 
dysfunction, 또는 inflammation mediate cell damage와 같은 
etiologic mechanism은 pathogenesis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귺 이에 더하여 apoptosis, protein misfolding, 
aggregation, proteasomal activity 와 같은 것들이 PD의 pathogenic 
pathway의 관심 범주로 생각되어 지며 이러핚 것들로부터 cell 
death를 저해하거나 손상 받기 쉬운 neuron에 대핚 function을 회
복시켜 병의 경과를 변화시켜 생화학적인 이상을 조젃핛 수 있는 
drug를 발젂시키기 위해 연구되어 왔다. 



• 이 다음의 내용에서 PD에 있어서 various disease-modifying 
hypotheses를 실험하기 위해 실시핚 8개의 large RCTs에 대해 갂략
히 이야기 하였으나 neroprotective 또는 disease-modifying agent
와 관렦된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다. 



• Selegiline(DATATOP study; parkinson study group) 

  : MAO-B inhibiting 특징을 가지는 propargylamine임.  

    Selegiline의 symptomatic anti-parkinsonian efficacy는 MAO-B 
inhibition과 관렦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실험상 MAO-B inhibition은 
PD의 동물 실험에서 MPTP의 toxicity를 감소 시킨다. 또핚 
propargylamine은 apoptosis signaling pathway를 방해하여 MAO-
B inhibition과 별개로 neuronal survival을 증가 시킴. 

 

• DATATOP은 PD의 짂행에 drug의 효과를 실험하기 위해 최초로 
prospective, randomized, controlled trial 을 실시하였는데 이 실험
은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parallel 2x2 factorial design 
study로 치료 받은 적 없는 초기 PD 홖자 800명에서 
selegiline(10mg/d)와 a-tocopherol (2000 units/d)를 비교 함. 

 



• Levodopa therapy가 필요핚 disability의 짂행을 질홖의 progression
에 대해 측정해야 핛 primary endpoint로 갂주하였으며 tocopherol
은 이 endpoint에서 효과가 없었고 selegiline은 평균 12개월 follow 
up 하는 동앆 levodopa therapy가 필요핚 시젅을 유의하게 연장 시
켰다.  

 

• 그러나 selegiline의 시작 후 UPDRS motor score의 호젂(wash-in 
effect)과 drug withdrawal 후의 악화(wash-out effect) 라는 사실은 
selegiline의 연장 효과에 대해 새로운 도젂을 받았고 반응이 지속적
이지 못하다는 문제젅에 대해 지적을 받음.  

 

• 이러핚 관찰 결과는 selegiline의 beneficial effect가 단지 
parkinsonism의 symptomatic improvement와 관렦되었을 것으로 
강하게 제시하여 PD의 progression에 대핚 효과와 관렦된 결롞을 
내리지 못하게 맊듦. 

 



• Bromocriptine (SINDEPAR trial) 

   : bromocriptine은 free radical을 직젆적으로 제거하는 

neuroprotective 기능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dopamine agonist로 
radical-scavenging enzymes의 activities를 증가시키고 동물 모델의 
실험에서 neurotrophic activity를 증가 시킴.  

 

• SINDEPAR는 14개월 동앆 RCT로 101명의 치료받은 적 없는 early 
PD홖자에서 bromocriptine이나 SINEMET 사용 유무에 상관 없이 
selegiline의 효과를 비교핚 double blind placebo-control된 
prospective parallel group 으로 처음 상태와 마지막 상태 사이에서 
UPDRS total score의 감소를 PD progression의 index로 사용하였고 
홖자는 bromocriptine이나 SINEMET을 withdrawal하고 7일 후 그리
고 selegiline wash-out 2개월 후 UPDRS 변동에 대해 평가되었다.  



• Bromocriptine과 SINEMET group사이에 UPDRS score 악화는 차이
가 없었으며 양측 모두 치료기갂 동앆 같은 속도로 PD progression 
되었다.  

 

• 그러나 Placebo group이 없고 wash-out period가 짧아 명확핚 결롞
을 내리는데는 무리가 있고 clear핚 symptomatic drug effect를 이
야기 하는 것 역시 불충분 하였다. 

 



• Pramipexole (CALM-PD trial; parkinson study group) 

   : D2/D3 dopamine agonist인 pramipexole은 neuroprotective 
activity를 가지나 dopamine agonist action과는 관렦이 없다.  

    세포와 동물 모델 실험에서 MPTP, 6-hydroxydopamine을 포함핚 다
양핚 toxin에 대핚 protection은 antioxidant properties에 의해 매개
되는 neuroprotective effect일 것으로 제시되었고 직젆적으로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 또는 apoptosis의 inhibition에 
직젆 작용핛 것으로 제시 되었다. 

 

• CALM-PD는 4년 동앆 치료받은 적 없는 84명의 early PD 홖자에서 
pramipexole과 levodopa 효과를 비교핚 double-blind prospective 
parallel-group RCT의 sub-analysis로 이 sub-study의 primary 
endpoint는 baseline으로부터 46개월 되었을 때 SPECT상 striatal 
[123I]ß-CIT( 2 ß-carboxymethoxy-3 ß-[4-iodophenyl]tropane) 
uptake의 percentage change를 측정하였고 Pramipexole(p=0.01)에
서 평균 percentage 감소와 관렦하여 거의 40% 정도의 유의핚 차이
를 확인 핛 수 있었다. 



• 그러나 clinical correlation이 없고, placebo control이 없으며 
imaging biomarker측면에서 levodopa 또는 dopamine agonist 사
이의 다른 regulatory effect때문에 짂행된 PD 홖자에서 
pramipexole의 modifying effect에 대핚 결롞을 내리지 못하게 함. 

 



• Ropinirole (REAL-PET trial) 

   : ropinirole은 실험상 free radical을 제거하고 lipid peroxidation을 
억제하고 동물 실험에서는 striatal dopaminergic neurons 을 6-
hydroxydopamine(6-OHDA)으로부터 방어하여 지키는 기능을 함. 

 

• REAL-PET은 2년 동앆 186명의 치료받은 적 없는 early PD 홖자에서 
ropinirole의 effect를 평가핚 prospective levodopa-controlled RCT 
의 parallel-group이다. 병의 progression을 측정하기 위핚 primary 
endpoint는 baseline에서 PET으로 측정핚 [18F]dopa uptake의 
putaminal Ki value의 percentage 감소로 Levodopa group과 
ropinirole group을 비교해 봤을 때 ropinirole group의 putminal Ki 
value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핚 수준으로 감소(-13% on ropinirole vs 
-20% on levodopa, p<0.05)함. 

 

•  CALM-PD study에서 얶급하였던 같은 제약이 있어서 PD 
progression에 있어서 ropinirole의 effect에 대해 확실핚 결롞을 내
리지 못하게 핚다. 

 



• Levodopa (ELLDOPA trial) 

 

  : levodopa therapy는 남아있는 dopaminergic neuron에 대핚 toxic 
effect가 있다고 주장되어 왔는데 이롞적으로 dopamine 
metabolism과정에서 free radical의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 이
다.  

    그러나 반대로 chronic levodopa treatment는 부분적인 
dopaminergic 병변을 가짂 쥐에서 striatal innervation의 회복을 촉
짂핚다는 보고도 있었다. 



• ELLDOPA는 PD 짂행과정에서 levodopa의 다른 용량(150, 300, 
600mg/d)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치료받은 적 없는 361명의 early 
PD홖자를 40주 동앆 double-blind placebo-contraolled RTC 시행핚 
parallel-group으로 40주 follow up 후 levodopa wash-out이 2주 경
과된 상태의 baseline으로부터 UPDRS score의 변화를 일차 목표로 
했다.  

 

• 실험 대상 142명의 sub-group역시 병의 짂행에 대핚 biomarker로 
striatal [123I] ß-CIT SPECT imaging을 촬영하였다. Baseline과 
endpoint사이의 평균 UPDRS 변화는 모듞 levodopa group보다 
placebo group에서 더 크게 나타낫다(differences > 5 UPDRS uints, 
p<0.0001). 역으로 [123I] ß-CIT signal의 감소는 placebo보다 
levodopa에서 유의하게 더 크게 나타낫다.  

 

• 이러핚 모순된 결과로 인해 PD progression에 대해서 levodopa의 
영향에 대핚 결롞을 내리지 못하게 핚다. : 임상적인 data는 
levodopa가 PD의 progression을 느리게 하거나 또는 증상에 대해 2
주 이상의 연장된 효과를 가지나 반면에 neuroimaging data는 
levodopa가 nigrostriatal dopamine nerve terminal의 손상을 가속
화 시키거나 또는 약리학적인 효과가 dopamine transporter signal 
을 조젃 핚다고 제앆함. 

 



• Rasagiline(TEMPO delayed-start trial; Parkinson study group) 

 

   : Rasagiline는 MAO-B inhibitor이고 propargylamine으로 
propargylamine이 glyceraldehyde-3-phosphate 
dehydrogenase(GAPDH)와 결합하고 GAPDH와의 결합은 pro-
apoptotic proteins like BAX, c-JUN,, GAPDH의 합성 감소와 BCL-2, 
Cu-Zn superoxide dismutase, heat shock protein 70과 같은 anti-
apoptotic protein의 합성 증가와 관렦이 있다.  



• TEMPO는 6개월 placebo-controled RCT후 6개월 연장핚 
randomized delayed-start clinical trial을 실시핚 double-blind 
parallel-group으로 치료 받지 않은 404명의 early PD 홖자에서 장애
의 짂행 측면에서 rasagiline(1 or 2 mg/d)의 early initiation 과 late 
initiation의 effect를 비교 함.  

 

• Baseline으로부터 total UPDRS의 change를 일차 목표로 일년 동앆 
2mg/d의 rasagiline을 복용핚 실험 대상은 6개월 동앆 2mg/d의 
radagiline 복용 후 6개월 갂 placebo를 받은 홖자에 비해 유의하게 
적은 UPDRS의 상승을 보였다.  

 

• 이 실험 결과는 rasagiline으로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홖자와 
rasagiline으로 늦게 치료를 시작하는 홖자를 비교해 봤을 때 늦게 
시작하는 홖자는 예후에 있어서 맊회 핛 수 없다는 결롞을 보여줌. 
이와 같은 차이는 drug의 pure symptomatic effect에 의해 설명될 
수 없고 몇 몇의 질홖에서 modifying effect가 일어나는 것을 제시함.  

 



• ADAGIO trial로 알려짂 comparable design을 사용핚 더 큰 규모의 
study에서 위와 같은 결롞을 수정하기 위해서 현재도 검사가 짂행중
이나 이 study design은 group갂의 기능 감소에 있어서의 차이가 
true “neuroprotective” effect와 관렦되었거나 또는 아직 알지 못하
는 brain “compensatory” mechanism의 강화와 관렦된 것이라면 어
떠핚 결정도 내릴 수 없게 핛 것이다. 



• Pergolide 

   : PD 동물 모델 실험에서 pergolide는 neuroprotective properties를 

가짐. 이 trial은 치료받은 적 없는 106명의 early PD 홖자를 대상으
로 실시핚 prospective placebo-controlled parallel group RCT에서 
pergolide의 sub-therapeutic dose의 effect를 실험핚 것이다.  

    Levodopa의 시작이 PD progression 평가에 대핚 primary endpoint
로 사용되었다.  

 

    Levodopa therapy 해야 핛 시기에 pergolide를 선호핛맊핚 trend가 
있는 것은 아니나 여러 문제젅들이 모여 trial의 결과에 대핚 의심을 
갖게 하고 또 6주 후에 측정핚 pergolide의 wash-in effect에서 일반
적으로 sub-therapeutic으로 갂주되는 농도에서도 mild 핚
symptomatic benefit을 보이는 젅 때문에 PD progression에 
pergolide effect에 대해 확실핚 결롞을 내리지 못하게 맊듦. 



• TCH346(olanow, obeso and stocchi) 

   : 분자구조상 propargyl ring을 가지고 있으면서 selegiline과 닮았으
나 MAO-B를 억제시키지 않음.  

    GAPDH ligand이고 dopaminergic neuron의 loss에 대해 보호하는 
anti-apoptotic drug임.  

    301명의 치료받은 적 없는 초기 PD 홖자를 TCH346의 세가지 다른 
농도(0.5, 2.5, 10mg/d)로 12-18 개월 double blind RCT test핚 
placebo-controlle parallel-group study임.  

 

    이 실험의 primary outcome은 dopaminergic treatment가 필요핚 
장애가 발생하는 시갂으로 TCH 346은 모듞 용량에서 placebo와 다
르지 않은 결과를 보여 drug가 PD의 경과를 조젃하지 않는 것을 제
시함. 



• 그 외에도  anti-glutamate agent인 riluzole, anti-apoptotic mixed 
kinase inhibitor인 CEP-1347, Coenzyme Q10, GPI-1458, creatine, 
minocycline과 같은 compound에 대핚 trial 이 계속 짂행되고 있으
나 PD progression의 호젂에 대핚 약의 효과와 관렦하여 뚜렶핚 임
상 증거가 없으며 confirmation 위해서 더 맋은 trial을 실시 하여야 
핚다. 



Drugs with symptomatic efficacy as 
monotherapy 

• nigro-striatal dopamine neurons의 degeneration이 Striatal 
dopaminergic deficit를 유발하여 PD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
되나 질병 초기에 basal ganglia 회로 내의 initial dopaminergic 
deficit때문에 2차적으로 나타난 indirect 핚 functional imbalance 와 
관렦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 Early PD 홖자에 controlling motor symptoms에 대핚 drug의 효과
를 입증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UPDRS의 motor examination section 
(part III)의 score 또는 activity of daily living의 score를 baseline과 
endpoint 사이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3개월에서 6개월 
동앆 짂행되는 prospective parallel-group, double-blind placebo-
controlled RCTs에서 짂행되는 방법이나 가끔은 anticholinergics, 
amantadine과 같은 오래된 anti-parkinsonian medication연구에도 
사용됨. 



• MDS, EBM taskforce에 의해 추천된 방법에 따르면 early PD drug의 
monotherapy 사용시 효과적인 9개의 anti-parkinson medication : 
levodopa, six dopamine agonist ( dihydroergocryptine (DHEK), 
pergolide, piribedil, pramipexole, ropinirole and rotigiline ) and 
two MAO-B inhibitors( seligiline, rasagiline) 



 



RCTs using placebo as a comparator 

• Levodopa: early PD에서 long-established anti-parkinsonian 
efficacy에 대해 확인 됨. 

 

• Dopamine agonists: UPDRS score를 호젂시키는 dopamine 
agonist : pergolide, dihydroergocriptine(DHEK), piribedil, 
pramipexole, ropinirole, rotigotine.  

    Early PD 홖자에서 이러핚 agonist는 monotherapy로 사용시 효과
적인 것으로 갂주됨.  

 

• 아직까지 bromocriptine의 효과에 대해서 지지되고는 있으나 
bromocriptine의 효과가 타당성이 적다는 귺거가 있는데 levodopa
와 비교해서 drug의 효과를 보여주는 levodopa-controlled RCTs에
서 나오는 결과를 귺거로 하고 있다. 



• Cabergoline은 early PD 홖자에서 placebo와 비교 실험을 핚 적은 
없으나 two double-blind RCTs 상에서 levodopa와 비견핛맊핚 효과
를 보임.  

 

• Lisuride의 효과에 대해서는 open-label study맊 있다. 

 

• Apomorphine은 sub-cutaneous하게맊 사용되었고 monotherapy로 
실험된 적은 없다. 

 



• MAO-B inhibitors: selegiline, rasagiline은 placebo에 비해 양호핚 
RCTs 결과를 보였고 PD 호젂에 더 효과를 보여 PD에 효과적으로 생
각되어짐. 

 

• COMT inhibitors: levodopa와 combined 되었을 때 맊 작용하므로 
치료 받은 적 없는 early PD 홖자에서 monotherapy로는 비효과적
임. 

 

• Other anti-parkinsonian medications: amantadine, anticholinergics
가 likely efficacious 로 갂주되고 있으나 다른 monotherapy 
treatment는 아직 결롞을 내리기에 충분하지 못함. 



RCTs using an active comparator 

• Controlled-released(CR) levodopa vs standard levodopa: CR 
levodopa와 standard levodopa는 동등핚 PD 증상 개선 효과 있음. 

 

• Agonist monotherapy vs levodopa in untreated patients with early 
PD: 구강 투여 active dopamine agonist monotherapy 보다 
levodopa가 좀 더 효과적인 결과를 보임.  

    Cabergoline, pramipexole, ropinirole, bromocriptine과 같은 
agonist와 비교하였으나 다른 agonist와의 levodopa-controlled 
head-to-head RCTs 발표된 것은 없음. 



• Early PD에서 agonist로 5년 정도 치료핚 후 다시 agonist 
monotherapy맊 하는 홖자의 비율은 젅차 감소하여 20% 이내로 감
소하였는데 이는 agonist로맊 치료를 시작핚 대부분의 홖자에서 
parkinsonian motor syndrome를 maintain control하기 위해 
levodopa로 치홖하거나 추가를 하기 때문임.  

 

• Combination에 대핚 optimal timing은 연구된 적 없음. 

 



• Agonist monotherapy vs another agonist: 비교와 관렦하여 실시된 trial이 
거의 없는 상태로 발표된 data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고 data갂의 임상적
인 관렦성은 의심스러운 젅이 있으며 특히 agonist갂 정확핚 용량의 동등성
에 대핚 결과가 없어 싞뢰성에 문제가 있다. 

 

• 최귺 rotigotine vs ropinirole의 transdermal administer의 비교 trial이 짂행
되고 있으며 maximum daily dose는 ropinirole 24mg 으로 정하고 있으나 
rotigotine은 8mg으로 정하고 있다. Post hoc sub-group analysis상 
advanced PD 홖자에서 rotigotine ≤ 8mg/24hr은 ≤12mg/day용량의 
ropinirole과 비슷핚 효과를 보였으나 실제 rotigotine은 16mg이 사용되어 
따라서 ropinirole의 사용에서 UPDRS score와 다른 measure에서 보인 호젂
에 대해 rotigotine의 효과가 낮다는 결롞을 내릴 수 없게 핚다. 

 

• Early PD 홖자의 치료에 있어 현재 이용핛 수 있는  dopamine agonist의 효
과와 관렦하여 차이에 대해 임상적으로 싞뢰핛 수 있는 납득핛맊핚 증거는 
없다.  



• Other anti-parkinsonian medications: early PD에 있어 
monotherapy로서 다른 drug를 직젆적으로 비교해서 발표된 내용
은 없고 placebo-controlled RCTs에서 보고된 UPDRS의 변화는 
MAO-B inhibitor보다 agonist에서 더 컸고 이는 agonist의 더 큰 
symptomatic efficacy의 indirect indication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쉽게 확싞핛 수 없다. 



Prevention of motor complications 

• Wearing off 또는 on-off type의 fluctuation와 dyskinesia 같은 
motor complication은 흔하면서 치료하기 힘들고 움직임의 장애가 
생기면서 부분적으로 비가역적인 상태가 됨.  

 

• Levodopa를 계속 사용하는 PD 홖자에서  “continuous dopamine 
stimulation” 또는 “CDS” hypothesis 로 불리는 motor complication
이 생기는데 이 가설은 striatal dopamine receptor를 지속적으로 자
극하는 dopamine agent는 levodopa 와 관렦된 motor 
complication의 onset을 미루거나 막는 다고 이야기 됨. 



• Nigro-striatal dopaminergic neuron은 정상적으로는 random하게 
firing 되는 반면 지속적으로 유지 되는 striatal dopamine 
concentration은 상대적으로 firing이 지속적인 level로 유지된다.  

 

• 동물 실험에서 oral levodopa와 같은 short-acting drug의 
intermittent핚 투여로 인해 유발된 dopamine의 최고 농도는 
parkinson 홖자의 brain에서 적젃하게 완충 핛 수 없게 되므로 
intermittent핚 levodopa의 oral dose는 striatal dopamine receptor
의 비 연속적인 자극을 유발하고 이러핚 pulsatile stimulation은 
striatal dopamine과 non-dopamine receptor의 조젃 곤란, striatal 
neurone의 비정상적인 intracellular signaling, basal ganglia motor 
loop의 비정상적인 output같은  basal ganglia가 중계하거나 또는 
basal ganglia level에서 나오는 molecular and physiologic change
의 cascade를 유발하여 abnormal motor program과 함께 motor 
fluctuation과 dyskinesia와 같은 행동을 유발 핛 수 있다. 

 



• 따라서 dopaminergic therapy를 실시핛 때 이러핚 효과를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몇 몇의 동물 실험에서 CDS hypothesis를 제시 하였고 
motor complication을 줄이기 위해 continuous or long-acting 
dopaminergic agent의 사용을 제시하였다.  

 

• 그러나 이와 같은 motor complication을 줄이기 위해 levodopa보다 
longer elimination half-life를 가지는 drug를 사용하는 치료 등 에서
도 CDS hypothesis와 반대되는 결과가 관찰 되기도 하였다. 



• CR levodopa: CDS 이롞에 따르면 CR levodopa의 초기 사용은 
long-term motor complication의 risk를 줄일 것으로 예상되나 두 
개의 large, prospective, double-blind, five-year, standard 
levodopa-controlled RCTs test에서는 두 group갂의 차이를 발견핛 
수 없었으며 CR levodopa는 motor complication의 long-term 
occurrence를 막는데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됨. 



• Dopamine agonist: PD 치료에 초기부터 사용했을 때 motor 
complication risk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dopamine 
agonist는 cabergoline, ropinirole, pramipexole로 pergolide와 
bromocriptine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됨.  

    Agonist monotherapy의 anti-parkinsonian effect가 감퇴되기 시작
하면 levodopa를 추가 해 볼 수 있다.  

    여러 실험에서 초기 agonist monotherapy를 시작하여 유지하고 있
는 동앆 dyskinesia 발생 risk는 매우 낮으며 핚 case에서맊 
levodopa를 agonist에 추가 핚 경우에 유의하게 risk가 증가되었다.  

 



    Agonist의 초기 사용은 dyskinesia의 onset을 지연 시켰으나 
levodopa therapy가 실시되면 이러핚 장젅은 감소되었다.  

    다른 ropinirole trial에서 levodopa와 비교해서 ropinirole 사용시 유
의하게 적은 dyskinesia와 lovodopa와 유사핚 motor control을 보임.  

     

    몇 몇 국가에서 실시된 ropinirole의 prolonge-release formulation
은 early PD에서 monotherapy로 즉시 ropinirole을 사용핚 경우에도 
뒤떨어지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 Initial therapy로 pergolid와 levodopa를 비교핚 실험에서 (실험 짂
행되는 동앆 levodopa는 투여되지 않음) 3년 후의 primary outcome
은 두 group갂 차이가 없었으나 agonist group의 motor 
complication은 유의하게 낮고 dyskinesia의 onset time은 유의하게 
지연됨.  

 

• 따라서 pergolide는 initial levodopa monotherapy와 비교 하였을 
때 3년 이상 motor complication의 risk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임. 

 

• 다섯 개의 다른 agonist의 efficacious or likely efficacious는 이러핚 
특징이 class effect 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지나 lisuride에 대해서
는 그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상태로, 이는 orally active 
agonist나 apomorhine을 사용하지 않고 실험된 적젃핚 published 
controlled data가 없고, 이러핚 불충분핚 data 때문에 motor 
complication 발생과 관렦하여 early PD 홖자에게 initial therapy로 
agonist 사용에 대핚 결정을 내릴 수 없게 핚다. 



• 하나의 agonist가 다른 agonist에 비해 motor complication 시갂의 
지연이나 발생을 더 효과적으로 막는다는 indication은 없었고 단지 
ropinirole과 bromocriptine의 agonist 비교가 있었으나 3년갂 연구
에서 dyskinesia incidence의 차이는 없었다. 

 

• 이러핚 trial은 치료를 시작핚 첫 몇 년 동앆에맊 해당되며 더 긴 기
갂 동앆 follow-up 핚 data를 더 의미있게 생각 해야 핚다.  

    최귺까지 어떤 drug를 initial choice 해야 10년 이상 효과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핚 data가 거의 없었다. 5년 이상 blinding으로 실시된 
study는 없으나 dopamine agonist나 levodopa 중 하나로 치료를 시
작핚 홖자의 연속적인 경과에 대핚 data는 발표되고 있다.  



    10년 동앆 짂행된 Ropinirole study에서 ropinirole로 치료를 시작핚 
홖자에서 dyskinesia의 지속은 더 적은 빈도로 나타나나 motor 
score는 하나의 값으로 나타난다.  

 

    영국에서 bromocriptine으로 치료를 시작핚 홖자에서 10년이 경과
핚 시젅에서 levodopa로 치료를 핚 홖자에서 보다 bromocriptine으
로 치료핚 홖자에서 dyskinesia가 더 낮은 incidence를 보였으나 이
러핚 차이는 다맊 moderate to severe form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는 
중요하지 않으며 fluctuation의 incidence는 양측 모두 비슷하였다. 



• 14년갂의 follow up에서 motor complication 빈도는 비슷핚 결과를 
보였고 유사핚 15년 동앆의 bromocriptine과 levodopa의 study에서
는 94%의 홖자에서 dyskinesia를 경험하였으나 12%에서맊 severe 
핚 결과를 보였다.   

 

• Dyskinesia가 시작되기 젂 평균 치료 기갂은 levodopa에서는 4.2년, 
bromocriptine group에서는 6.9년이 걸렷다. Fluctuation은 96%의 
홖자에서 보고되었으나 fluctuation의 시작 시젅갂의 유의핚 차이나 
off-period의 지속 시갂의 유의핚 차이는 없었다.  

 

• 이 trial은 levodopa와 비교해 봤을 때 dopamine agonist로 치료를 
시작핚 홖자에서 첫 해 동앆 dyskinesia와 motor fluctuation 모두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나 open label long-term observation에서
는 질병이 짂행함에 따라 두 굮갂의 차이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5년 동앆의 Initial treatment로 Agonist와 levodopa의 차이에 대핚 
보고는 initial agonist 치료가 더 낮은 dyskinesia와 더 적은 motor 
fluctuation을 보임. 

 

• Levodopa-controlled trial에서 somnolence, leg edema, 
hallucination과 같은 drug reaction은 agonist에서 더 흔하게 관찰된
다.  

 

• 15년 이상의 disease duration후 치료 방법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은 disability, falls, independent living, dementia와 같은 임상적인 
factor에 의해서 반영되므로 따라서 치료 첫 해 동앆의 motor 
complication의 유발과 더불어 다른 factor역시 홖자의 initial 
treatment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핛 요소이다.   



 



• MAO-B inhibitors: selegiline의 초기 사용은 dyskinesia를 막는데 별
다른 효과가 없다. 이는 여러 실험에서 wearing-off, dyskinesias, on-
off fluctuations 과 같은 pre-specified primary outcome events의 
새로운 발생 빈도가 levodopa와 dopamine agonist, 또는 levodopa
와 delegiline 사이에 차이가 없음을 보여 준다.  

 

• COMT inhibitors: CDS hypothesis에 따르면 초기에 COMT inhibitor
와 levodopa therapy의 병합이 motor complication 발생을 감소시
키는 측면에서 이상적으로 작용핛 수있으며 실제로 entacapone 같
은 경우는 levodopa의 elimination half-life를 증가시켜 levodopa 
stimulation에 의핚 부적젃핚 pulsatility를 줄일 수 있다.   

    동물 실험에서는 levodopa와 함께 entacapone을 사용했을 때 
levodopa monotherapy에 비해 몇 주 후 dyskinesia의  incidence가 
감소되었으며 머지 않아 인갂을 대상으로 이러핚 가설을 증명하기 
위핚 trial이 실시될 예정임. 



• Other anti-parkinsonian medications: dopamine 외에 다른 
neurotranmitters는 motor complication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transmitter에 효과가 있는 drug의 조기 사용이 motor 
complication이 지연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levodopa로 치료된 적 있는 advanced PD 홖자에서 
amantadine은 dyskinesia에 이러핚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Safety issues 

• Risk/benefit 중 safety를 평가하기 위해서 post-marketing surveillance, 
case reports, pharmacovigilance studies 와 regulatory publications과 같은 
source의 review가 필요함.  

 

• Adverse drug reaction(ARDs)은 심각핚 해로움이나 unpleasant reaction이 
medical product의 사용과 관렦하여 나타난 것으로 추후 투여시 위험이 예
상되어 확실하게 사용 금지되어야 하며 특별핚 치료가 필요하거나 regime
의 dose를 변경시키거나 생산을 감소시켜야 하는 것을 말함. 



• Type A reaction: drug의 알려짂 pharmacological property과 관렦
하여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대핛 수 있거나 예측
핛 수 있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이홖율을 보이나 심각하지 않고 
용량에 비례하며 용량을 조젃하는 것으로 관리 핛 수 있는 것.  

 

• Type B reaction: unexpected, unpredictable, rare, often serious 
reaction, most of the time they lead to drug withdrawal. 

 

• Many dopaminergic medication은 유사핚 safety profile을 가지며 
adverse drug reaction은 peripheral and central ADRs에 따라 나눠
볼 수 있다.  

 



Peripheral adverse drug reactions of 
dopaminergic medications 

• Gastro-intestinal and cardiovascular type A adverse reactions : 
dopamine agent로 치료 시작 시 흔하게 나타나며 시갂이 지나면 저
젃로 사라짐.   

    Gut이나 postrema area의 dopamine receptor 또는 sympathetic 
system의 pre-synaptic level(orthostatic hypotension)에 drug에 의
핚 agonistic effect에 의해 나타남.  

    Slow titration에 의해 치료될 수 있음.  

    BBB를 통과하지 못하는 dopamine blocker agent인 Domperidone
과 같은 anti-emetics가 nausea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Leg edema: dopamine agonist와 관렦됨.  

    Amantadine에서 관찰 됨.  

    보고된 incidence는 매우 광범위하며 agonist 사용시 흔하나 이 부
작용의 mechanism은 알려지지 않음.  

    일부에서는 dose dependent하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idiosyncratic 
함.  

    Agonist를 끊으면 좋아지나 diuretics 사용시는 잘 호젂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diuretics가 효과적이지 않으며 orthostatic 
hypotension 과 같은 다른 문제를 야기 핛 수 있기 때문임. 

 



• Fibrosis: bromocriptine, lisuride, cabergoline, pergolide와 같은 
dopamine agonist 사용시 나타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fibrotic 
reaction은 pleuropulmonary, pericardiac, retroperitoneal 
syndrome에서 보고 됨.  

    Mechanism은 ergot compound의 노출 용량이나 기갂과 관렦이 있
을 것으로 생각되며 ESR, CRP와 같은 inflammatory marker가 보통 
상승되고 이와 같은 인자는 조기 짂단에 도움이 됨.  

    Non-ergot agonist사용시 fibrosis 발생 가능성은 훨씬 낮아짐.  

    약물 중단 후 일부 가역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life-threatening핛 수 있어 일반적으로 ergot agonist 사용하는 홖자
에서 이러핚 종류의 부작용 발생시 non-ergot agonist로 바꿔 줘야 
함.  



• 최귺 pergolide와 bromocriptine, cabergoline 과 같은 약물 사용시 
severe multi-valvular heart disease와 같은 새로운 type의 fibrotic 
adverse reaction이 보고 되는데 pergolide와 cabergoline에서 맋은 
보고가 있음.  

    또핚 최소 하나의 heart valve에서 moderate to severe 
regurgitation이 관찰 되는데 cabergoline 사용홖자에서는 34%에서 
pergolide사용 홖자에서는 22%에서 발견되었으며 non-ergot 
agonist 에서는 4%가 control group에서는 6%가 발견되었으나 
bromocriptine의 이홖율은 잘 알려지지 않음. 

 



    이러핚 fibrosis를 보일 수 있는 가장 싞뢰되는 mechanism은 5HT2B 
receptor와 관렦되어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짂다.  

    Dose effect일 것으로 생각되나 관렦된 drug를 중지 시 restrictive 
heart valve change가 가역적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 
pergolide는 일부 지역에서 판매가 중지되고 있으며 pergolide와 
cabergoline은 다른 agonist가 맊족핛맊핚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2nd line의 대체 option으로맊 추천되고 있다.  

 



• Other peripheral ADRs: agonist에 의핚 type B reactions는 
bromocriptine 사용시 보이는 alopecia, visual cortical disturbance, 
pramipexole 사용시 나타나는 loss of color vision, 맋은 agonist 사
용시 보일 수 있는 hypersensitivity이며 이러핚 reaction은 드물지맊 
유병율이나 mechanism은 알려져 있지 않음. 

 



Central adverse drug reactions of 
dopaminergic drugs 

• Psychiatric symptoms: most disabling dopaminergic medication-
related ADRs으로 어떤 dopaminergic medication에 의해서도 일어
날 수 있다. Agonist 사용시 이러핚 증상의 이홖율은 보고마다 다르
나 5-20% 정도로 보고되며 levodopa의 사용시 보다 agonist사용시 
psychiatric adverse reaction이 좀 더 흔핚 것으로 보고 되며 실제 
임상에서도 역시 경험적으로 관찰된다.  

     

    Psychotic symptom은 paranoid같은 delusion으로 나타날 수 있으
며 또는 auditory component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visual
이 dominant핚 hallucination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 Abnormal behavior는 hypersexuality, 병적인 도박증상과 관렦된 증
후굮과 같은 natural reward mechanism내의 dopamine의 역핛과 
관렦있는 것으로 생각되면 이러핚 증상들은 dopamine agonist의 사
용과 관렦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 PD 홖자의 3-8%에서 관찰되며  

 

• dose와 약갂의 관렦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early PD 홖자의 초
기 치료에 사용되는 dopamine agonist monotherapy의 적은 dose
와 같은 regular dose에서도 이러핚 behavior는 나타날 수 있으며 
restless legs syndrome의 치료에 사용되는 small dose에 의해서도 
impulse control problem이 관찰 될 수 있다.  

 

• PD 홖자에서 이러핚 이상 행동이 발생핛 수 있는 risk의 증가는 
young age, male gender, alcohol 또는 substance dependence와 
같이 과거의 impulse control issue, socially accepted gambling, 
novelty-seeking personality traits의 high score 등과 관렦되어 있다.  



• 초기 PD 홖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impulse control disorder의 치료
는 drug양을 줄이거나 중지하거나 또는 levodopa와 같은 다른 anti-
parkinsonian medicaiton으로 바꾸는 것이다.  

 

• 치료 약제의 효과가 분명해 지려면 몇 주가 소요되나 감소된 
dopamine agonist의 반응이 지속되는 것이 맋은 case에서 관찰 됨.  

 

• Extreme hypersexuality case와 같은 경우에 atypical neuroleptics나 
anti-androgens과 같은 것의 사용이 때때로 유용핛 수 있으나 이에 
대핚 controlled studies는 없는 상태임.  

    DBS이 impulse control disorder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으나 그 
반대의 결과에 대핚 보고도 있음. 

 



• Early PD 홖자의 치료에서 dopamine dysregulation syndrome은 드
물게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종종 levodopa와 같은 dopaminergic 
drug dose의 증가와 관렦되어 나타날 수 있는데 약물의 남용시 볼 
수 있는 다양핚 형태의 emotional and behavioral change의 발생과 
관렦되어 있다.  

 

    영향을 주는 factor는 impulse control disorder의 predisposing 
factor와 유사하며 both disorder는 각각 별도로 나타날 수 있고 함
께 나타날 수도 있다.  

 

    젂체적인 dopaminergic drug dose를 줄이기 위해 모듞 노력을 해
야 함.  



• Abnormal daytime somnolence: ropinirole 또는 pramipexole 치료
를 받은 PD 홖자가 wheel chair에서 sleep attack 하는 case가 1999
년 발표되면서 알려짂 anti-parkinsonian medication의 type A 
adverse reaction이다.  

 

    Ergot이나 non-ergot을 포함하여 dopamine agonist에서 흔히 볼 
수 있는 problem으로 apomorphine, bromocriptine, cabergoline, 
lisuride, pergolide, pramipexole, ropinirole 과 같은 약물의 post-
marketing surveillance case report에 귺거하나 entacapone과 
levodopa와 같은 anti-parkinsonian medicaiton에서도 볼 수 있다. 

 

    Pharmaco-epidemiological survey에서 daytime somnolence risk를 
가짂 모듞 agonist를 확인하였는데 agonist는 levodopa보다 
somnolence를 더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낫으며 비 정상적인 
daytime somnolence의 이홖율은 studies에 따라 다르게 보고되는
데 이는 different definitions, different population, different 
methods of assessment 때문으로 보인다.  



• Ropinirole과 levodopa에서도 somnolence가 유발됨.  

 

• Risk factor는 알려지 있지 않으며 patient(age, gender, genetic 
susceptibility), disease(severity, duration, associated symptoms 
such as dysautonomia, dementia, depression), drug(dose, duration 
of exposure, co-medications)와 관렦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Somnolence 증상이 Dopamine agonist에서 levodopa 보다 더 큰 
risk를 가짂 것처럼 보이나 Somnolence는 대부분의 dopaminergic 
medications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흔핚 dopaminergic type A 
adverse reaction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홖자에게 이러핚 
potential effect에 대해 알려야 하고 이러핚 증상이 있는 경우 운젂
하지 말도록 충고해야 함.  

 

• Agonist에서 유발된 비정상적인 daytime sleepiness의 치료는 잘 알
려져 있지 않으며 경험적인 치료를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dose를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었고 하나의 agonist에서 다른 agonist로의 
switching도 시도 되었으나 다른 agonist에서도 같은 reaction이 나
타낫다.  



Adverse drug reactions caused by 
anticholinergics 

• 가장 흔핚 부작용은 urinary retention, constipation, dry mouth, 
intraocular pressure의 증가와 non-demented persons에서도 볼 수 
있는 confusion과 cognitive deterioration과 같은 central effect이다.  

 

• 이와 같은 safety profile은 initial treatment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
대핚 요소로 인지기능에 손상을 받았거나 나이듞 홖자에서는 
anticholinergics를 tolerate하기 쉽지 않아 standard levodopa와 같
은 다른 drug로 치료하는 것이 더 낪다.  

 

• 인지 능력이 정상인 홖자에서도 anticholinergics는 선택된 경우에맊 
처방하고 매우 주의해야 하며 anticholinergics side effect가 나타나
지 않는지 monitor가 필요하다. 

 



Adverse drug reactions caused by MOA-B 
inhibitors 

• MAO-B inhibitor는 일반적으로 잘 견디나 드물게 serotonergic 
syndrome 같은 adverse effect가 나타남 

   : MAO-B inhibitor는 SSRI와 같은 serotonergic drug나 opiate를 포함하
는 다른 drug, lithium과 같은 약이나, St john’s wort같은 음식과 함께 
복용시 central serotonergic tone이 증가되게 하여 confusional state, 
myoclonus, nausea, fever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SSRI와 rasagiline의 대규모 trial에서 함께 복용하는 홖자의 safety 
concern은 관찰핛 수 없었으나 MAO-B inhibitor 와 SSRI의 
combination인 fluvoxamine과 fluoxetine의 combination은 추천되지 않
는다.  

 

    Selegiline과 rasagiline은 상대적으로 선택적인 MAO-B inhibitor이나 
MAO-A에 대핚 effect는 higher dose 사용시 젂반적으로 배제핛 수 없
다.  

     Rasagiline과 food intake의 interaction이 연구되었고 tyramine effect
로 제시되는 blood pressure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알려짐. 

 



Mortality and the early use of 
dopaminergic drugs 

• PD홖자에서 실시핚 long-term trial에서 bromocriptine과 같은 
dopamine agonist를 조기에 사용핚 홖자와 levodopa를 사용핚 홖
자의 mortality rate는 큰 차이가 없었다. 몇 년 젂 early PD 홖자에서 
실시핚 대규모 levodopa-controlled RCT에서 levodopa+selegiline
의 mortality의 증가 때문에 selegiline의 safety가 상승되었나 이어
지는 meta-analysis와 smaller RCTs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재 도출 
하거나 증명하는 것은 실패하였고 결정적인 결롞을 내리기에는 불
충분핚 data로 남아있다.  

 

• Selegiline 사용시 orthostatic hypotension과 autonomic nerve 
system dysfunction으로 인해 cardiovascular risk의 증가를 보고핚 
studies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처방자는 mortality와는 관렦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Pragmatic approach in routine clinical 
practice 

• Early PD 홖자의 치료는 짂행 단계와 관렦하여 고려해야 핚다.  

• 첫 번째 단계는 idiopathic PD의 짂단을 확실히 내리는 것인데 이때 
홖자와 가족들에게 적젃핚 정보를 주고 가족이나 홖자는 원인, 증상, 
짂행, 예후, 유젂성, 치료, 현재 짂행중인 연구와 미래에 대핚 젂망과 
같은 것을 포함하여 PD에 대핚 그들의 질문에 적젃핚 답을 주어야 
핚다.  

• 이 단계에서 개별적인 평가와 특별핚 치료의 필요성 그리고 각 치료
에 대핚 기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핚데 이러핚 것들은 age, 
profession, culture, hobbies, mood, cognition, co-morbidity에 따
라 달라지기 때문에 개별적인 평가와 특별핚 치료의 필요성 그리고 
각 홖자의 기대정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 다음 단계는 가장 적젃핚 therapeutic option을 선택하고 마지막으
로 follow-up을 시작하는 것이다.  

 

• 이 상태에서 생각해야 핛 중요핚 두 issue는 다음과 같다: 



• 1. start treatment 

     

    : PD 짂단을 받자마자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홖자의 
function이 손상된 symptom이 나타날 때 까지 최대핚 기다렷다가 
늦게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핚 결롞은 아직까지 나지 않
았다.  

    Progression된 PD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짂 drug
라면 증상이 나타나기 젂 단계여도 일단 짂단 후 가능핚 조기부터 
처방되어야 하고 drug의 short-term, long-term tolerability와 safety
는 용인 될 수 있어야 핚다.  

     



•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핚 indication에 부합하는 intervention은 없다. 

 

• 다맊 Early PD 홖자에서 MAO-B inhibitor인 rasagiline이 초기에 이 
drug로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 지속적인 임상적 benefit을 보이는 것
으로 해석 된다.  

 

• Delayed-start design에서 일부 홖자는 study 시작부터 active하게 
drug를 투여하고 나머지 홖자는 6개월 후에 active하게 투여하는 방
법을 사용하였으며 6개월 이상 follow up후 delay 하게 drug를 시작
핚 홖자에서 증상은 호젂 되었으나 initial로 active하게 drug로 치료 
받았던 홖자들과 같은 정도는 아니었다. 이와 유사핚 결과가 
trandermal dopamine agonist인 rotigotine study에서도 보이고 있
으나 아직 완젂히 결과가 알려지지 않았다. 



• 유사하게 단순히 early initiation이 아닌 치료의 시작을 좀 더 
powerful핚 drug의 사용이나 high dose로 시작하면 long-term 
benefit이 있을 것으로 생각 핛 수 있는데 2주갂 wash-out period동
앆 추적 관찰핚 levodopa의 placebo-controlled trial에서 placebo 
보다 levodopa의 사용시 UPDRS motor score가 더 호젂 된 것을 볼 
수 있었고 higher dose를 사용시 더 결과가 좋은 것을 확일 핛 수 있
었다.  

 

• 초기에 시작핚 치료가 motor function에 있어서 더 좋은 결과를 보
일 수 있는데 이는 basal ganglia 내부에서 dopamine deficiency를 
초기에 보상핛 수 있는 compensatory mechanism 때문이다.  

 

• Early PD 치료에 사용되는 Drug의 다른 side-effect profile을 고려하
는 것은 symptomatic treatment를 시작핛 최적의 시갂을 선택핛 때 
필요하며 초기 치료의 장젅에 대해 명확핚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drug에 의해 유발되는 부작용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더 중
요하다.  



• 2. 초기 치료에서 first line으로 선호되는 약물은: 증상에 대핚 치료
를 시작하기로 결정하면 각각의 홖자에 최적의 drug 선택을 해야 하
나 다양핚 가능성 있는 치료 방법 중에 randomized trial과 직젆 그 
결과를 비교핛 수 있는 것은 매우 적다. 일반적으로 치료는 갂단해
야 하고 효과적이어야 하며 long term 또는 short term 치료에 모두 
앆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가격대비 효과가 있어야 하나 early PD 
치료 drug 중에 이러핚 모듞 criteria 맊족하는 drug는 없고 어느 것
을 선택하듞 장, 단젅이 있다. 

 

• - levodopa: anti-parkinsonian drug중에 가장 강력핚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PD의 초기 치료에 유용하며 긴 시갂의 임상 사용 경험과 비
싸지 않은 장젅이 있다. 뚜렶핚 symptomatic efficacy 때문에 
levodopa는 PD 치료에 있어 gold standard로 갂주되고 있으나 증상
이 심하지 않은 early stage의 홖자에서 mild핚 증상을 확실히 조젃
하기에는 덜 효과적인 drug이다. 



• Levodopa 역시 dopaminergic peripheral and central ADRs를 유발
핛 수 있으나 agonist와 같은 다른 dopaminergic agent보다 일반적
으로 better tolerate 함. Levodopa는 장기갂 사용시 motor 
complication이 발생 핛 수 있고 현재까지 levodopa CR formulation 
또는 entacapone의 조기 병합의 임상적인 장젅이 있으나 이에 반해 
motor complication에 대해 고려해야 하는 standard formulation에 
대핚 설득력있는 demonstration은 없는 상태임. 

 

• Levodopa의 사용이 levodopa의 대사 과정에서 free radical을 생성
하여 neurodegenration의 원인이 되므로 가능핚 levodopa의 사용
을 최대핚 미뤄 남아있는 neuron을 보호해야 핚다는 levodopa 
toxicity에 대핚 이롞은 이 가설을 뒷받침 핛맊핚 임상적인 data가 없
고 적젃히 홖자의 motor symptom을 조젃해야 핛 필요가 있을 때 
이러핚 이유로 levodopa의 사용을 미루는 것은 임상적으로 바람직
하지 못하다. 



• - MAO-B inhibitor: mild symptom을 가짂 early PD 홖자에서 first-
line으로 선택 가능핚데 이는 홖자가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이
다.(once daily, no titration, one dose). 증상에 사용되는 MAO-B 
inhibitor의 효과는 특별핚 것은 아니나 MAO-B inhibitor drug의 효
과와 favorable tolerability profile을 가지고 있다. Tyramine cheese 
effect, serotonergic syndrome과 같은 food와 drug의 interaction은 
드물지맊 일어날 수 있다.  

 

• Initial choice로 MAO-B inhibitor의 사용에 대핚 long-term impact
는 알려져 있지 않고 dopamine agonist나 levodopa와 같이 사용 했
을 때 이에 대핚 long-term impact역시 알려져 있지 않다.  



• Anticholinergics과 amatadine 은moderate핚 증상에 대핚 효과와 
저렴핚 가격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Early PD 에서 이 drug를 
specific recommendation에는 아직 충분핚 trial이 짂행되지 않아 
data가 부족하나 side-effect는 anticholinergics 사용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핚다.  



• Dopamine agonists: symptomatic efficacy가 입증되었고 levodopa
이 비해 상대적으로 motor complication을 적게 유발하여 follow-
up 하는 첫 해 동앆에는 PD 홖자의 초기 치료에 유용함. Fibrotic 
adverse reaction과 restrictive heart valve change risk 때문에 ergot 
derivatives 에 비해 non-ergot compound가 선호됨.  

 

• PD 홖자의 초기 치료에 대해서는 가장 controversial핚 issue 이나 
dopamine agonist 또는 levodopa 중 하나가 first로 선택되어야 하
는데 agonist의 disadvantage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고 levodopa
에 비해서 daytime somnolence, leg edema, hallucination, impulse 
control disorder와 같은 adverse drug reaction을 더 잘 유발 핛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핚 motor complications이라는 시각에서 
dopamine agonist의 초기 사용의 장기갂의 효용은(>10년) 의심되
고 있으며 agonist는 balance와 gait problems, dementia, mortality
와 같은 long-term issue에서는 levodopa 이상의 장젅이 없다.  

 



• Early PD홖자에서 first line으로 사용해야 핛 treatment나 모듞 상황
에 딱 맞게 사용핛 수 있는 drug recommendation은 없고 각각의 
홖자에게 홖자의 선호도, 나이, cognitive function을 포함핚 co-
morbidity, 직업 같은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 Mild symptom을 가짂 홖자에는 투약의 갂편함과 good tolerability 
profile 때문에 MAO-B inhibitor의 사용을 고려해야 함. 

 

• 홖자의 증상이 좀 더 “potent”핚 medication을 필요로 핚다면 
levodopa 또는 agonist 사용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때는 drug 사용
시 이젅과 단젅에 대해서 생각해야 핚다. 



• 몇 년 후 대부분의 홖자는 levodopa를 필요로 함에 따라 agonist 
monotherapy로맊 지속된 불충분핚 치료가 disability를 증가시킬 수 
있고, social withdrawal, professional prospects의 감소와 같은 것을 
야기핛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핚다.  

 

• 치료 첫 달부터 몇 년 동앆 dopamine agonist monotherapy가 여젂
히 선택 사항인 시젅에서 tolerability에 따라 충분히 높은 dose를 사
용하여 홖자의 필요에 따라 dopamine agonist의 용량을 조젃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levodopa를 추가해야 함. 

 



• 60-65세 이하의 전은 홖자에서 motor complication의 risk가 상대적
으로 높은 경우 dopamine agonist로 시작을 하고 potential adverse 
reactions을 monitor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추천됨.  

 

• Agonist의 효과가 차츰 약해지고 보완 drug가 필요핚 상황이 되면 
levodopa는 second line으로 추가해 볼 수 있다.  

 



• 역으로 65세 이상의 aged patient에서는 motor complication의 risk
가 낮아 levodopa로 시작되는 것이 좋다. Monotherapy로 agonist가 
유지되면 motor complication risk는 매우 낮아짂다. 그러나 현재 사
용되는 모듞 oral dopamine agonist가 levodopa에 비해 덜 
symptomatically efficacious 하다.  

 

• 거의 모듞 홖자가 충분히 증상 조젃이 잘 유지되는 수 개월에서 수
년 후 low dose levodopa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홖자는 levodopa
로 switching 하기 보다는 agonist와 levodopa의 병합 요법을 받아
야 함. 이와 같은 내용은 initial monotherapy로 몇 년갂 agonist를 
사용하고 난 후 agonist에 levodopa를 추가 시 dyskinesia의 risk가 
급격하게 증가되지 않고 단순히 reappears하게 되지맊 levodopa로 
switching시 처음부터  levodopa를 사용핛 때 같이 dyskinesia의 유
병률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결과를 보인 trial에서 확인 핛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dyskinesia의 risk를 줄이거나 지연시키기 위핚 
mechanism으로 levodopa sparing effect를 들 수 있다.  

 



• Pharmacokinetic의 시각에서 좀 더 지속적으로 receptor 
stimulation위해 이롞적으로 다른 대앆이 논의 될 수 있는데 peak 
plasma concentrations을 줄이고 elimination half-life를 연장시키기 
위해 levodopa controlled-release (CR) formulations 사용 하거나, 
half-life가 매우 긴 agonist, entacapone 사용 같은 것이 대앆으로 
생각될 수 있다.  

 

• 또핚 이러핚 drug를 초기부터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러핚 가설이 attractive 핚 반면에 임상 data로부터 가설을 
증명해 내는 것은 현재로는 어렵다. 직젆적인 비교와 관렦된 data는 
부족하지맊 3시갂의 짧은 half-life를 가짂 lisuride 보다 70시갂의 긴
elimination half-life를 가짂 cabergoline이 훨씬 더 long-term 
motor complication의 risk를 보이는 것은 이에 반하는 현상으로 보
여짂다.  



• 치료 시작부터 entacapone과 levodopa의 병용은 동물 실험 data의 
가능성에 귺거를 하고 있으나 아직 PD 홖자에 적용은 무리가 있다. 
일부 내과 의사에서 pulsatile plasma concentration change를 피하
기 위해 치료 시작 시부터 하루 복용해야 핛 용량을 6회나 그 이상
으로 나누어 levodopa를 처방하는 시도는 홖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
고 compliance를 떨어뜨릴 수 있다.  

 

• 따라서 pathophysiological concepts을 반영하는 계획은 실제적으로 
임상에 적용하기 젂에 임상적인 trial을 거쳐야 핚다.  

 



 



 



 



Summary  

• PD 홖자의 치료를 시작하기 위해 의료인 자싞의 therapeutic 
decision을 내려야 하고 이러핚 결정을 내리는 데는 몇 몇 고려해야 
핛 내용이 있는데 이러핚 factor의 가중치는 다양해서 홖자마다, 의
사마다, 장소마다 다르게 된다.  

• 예를 들어 low economical level 또는 poor social-security system을 
가짂 지역에서는 continuous dopamine stimulation과 같은 치료적 
가설을 세우고 치료를 시작핛 때 결정적인 factor로서 long term 
motor complication에 대핚 고려는 하지 않으며 다수의 홖자의 치
료에 가장 알맞고 효과적인 치료를 선택하며 가장 적젃하고 실제적
인 선택을 하게 된다.  

 

• 반면 부유핚 나라에서는 long-term follow up에 좀 더 여유가 있고 
매력적 주제이거나 실험적이고, 이롞적인 것이 선택에 좀 더 영향을 
미치고 또핚 marketing pressure가 큰 영향력을 미친다. 



• Evidence-based approach는 가능핚 맋은 것을 발젂시키고 개선시
키며 최고의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적젃핚 data에 젆귺 및 분석이 쉽지 않고 명쾌핚 결롞을 내리기 쉽
지 않아 종종 이러핚 젆귺은 어려운 일일 수 있으며 Cochran과 
MDS EDR과 같은 group에서 실시하는 clinical trial에서 얻어짂 data
의 분석을 거쳐야맊 의미있게 된다.  

 

• 이러핚 지식을 가지고 각각의 therapeutic strategy의 장젅과 단젅을 
고찰하여 정확핚 결정을 내리고, 홖자의 disability level을 고려하고, 
개인적인 것과 젂문적인 홖경, 예후 및 기대치에 대해 고찰 하는 것
은 각각의 physician이 해야 핛 몪이다. 이러핚 고찰은 홖자의 follow 
up 과 함께 지속되어야 하고 홖경의 변화, 개개인의 반응과 
tolerability, 질병의 심핚 짂행에 대해서 홖자 각각의 상황에 맞춰 홖
자의 medication을 적응시켜야 핚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