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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저자들은 마산동서병원에 입원중인 우울증이 동반된 정신분열증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사용중인 항정신병
약물에 paroxetine과 저용량의 삼환계 항우울제를 6주간 병용투여한 후 우울증상에 대한 효과와 치료의 안
전성 및 약물상호작용을 알아보았다. Paroxetine은 고정량의 항정신병약물과 삼환계 항우울제에 부가하여
일일 20mg을 6주간 병용하게 하였으며, 임상상태는 HDRS, HARS, UKU Side Effect Rating Scale 등의
평가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약동학적 약물상호작용은 삼환계 항우울제들의 혈장농도를 HPLC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0명의 전체 대상환자에서의 HDRS 평균점수는 TCA와 paroxetine 병용투여 6주후에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감소되었다. 이중 40%의 환자에서는 병용투여 6주후에 HDRS 점수상 50% 이상의 감소를 보여, 일
부의 환자들에서는 정신분열병에 동반된 우울증상의 치료에 소량의 삼환계 항우울제와 paroxetine의 병용치
료가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2) 두 명의 환자에게서 심각한 약물독성이 발생하였다. 이중 한 명은 삼환계 항우울제의 높은 혈중농도로
인한 항콜린성 위기(anticholinergic crisis) 소견을 보였으며, 다른 한 명은 인지기능 및 의식수준은 명료하
였으나 망상과 환각증상이 악화되는 소견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도된 복합적 약물치료의 경우,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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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계 항우울제의 혈중농도의 측정을 포함한 세심한 임상적 추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기저치의 amitriptyline과 그 대사물인 nortriptyline의 농도합, imipramine과 대사물인 desipramine
의 농도합은 각각 47.8-226.5ng/ml, 80.5-395.6ng/ml였으며 일반적으로 이들 약물들의 단독사용시에 문
헌에 보고된 혈중농도를 훨씬 상회하고 있었다. 이는 병용투여된 항정신병 약물 역시 강력한 CYP2D6 효소
억제제로서 기저치의 삼환계 항우울제들의 혈장농도를 이미 상당히 증가시켰던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한 결
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paroxetine이 이전의 문헌보고들과는 달리 뚜렷하게 삼환계 항우울제들의 혈장농
도를 증가시키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SSRI와 삼환계 항우울제의 병합 투여가 우울증의 개선 효과를 빠르게 하고, 치료역을 넓히고,
약물상호작용의 결과 paroxetine이 삼환계 항우울제의 혈중농도를 증가시킨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이용하
여 정신분열병 우울증상의 치료에 paroxetine과 소량의 삼환계 항우울제를 병용하는 방법을 시도해 본 연구
이다. 저자들은 이러한 약물치료가 일부의 환자들에게서 효과가 있음을 관찰하였으나, 항정신병약물과 삼환
계 항우울제를 병용투여 할 경우는 물론 이에 paroxetine과 같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병용할
경우 복합약물상호작용의 결과로 약물독성의 위험성이 크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경험하였다.

중심 단어：정신분열병·우울증·Paroxetine·삼환계 항우울제·약물상호작용.

용량 사용시에도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

서

론

며13-21), 치료불응성 우울증의 치료에 있어서도 TCA
와의 병용치료로 임상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22-25).

정신분열병 환자는 약 60%에서 우울증이 동반되고1),
2)

자살시도의 빈도가 높으며 , 약 10%의 환자가 자살로
3)

또한 정신분열병 환자의 우울증에도 항정신병약물과 병
용치료 후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가 있다26).

생을 마친다고 한다 . 또한 우울증은 정신분열병의 재

약동학적 특성상 fluoxetine, paroxetine, norfluo-

발과 재입원 등 이 질병의 예후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xetine은 간에 존재하는 Cytochrome P450 2D6 효

4)

때문에 , 정신분열병 환자에 있어서 우울증의 조기 발

소의 강력한 억제제이며, TCA는 대부분이 이 효소에

견과 적절한 치료는 매우 중요하다. 한편, 정신분열병

의해 주로 대사된다. 따라서 TCA와 SSRI를 병용투여

에서 보이는 우울증은 별개의 질병증상이 아니라, 정신

하였을 경우, SSRI는 TCA의 농도를 증가시킨다27).

분열병의 음성증상 혹은 항정신병약물에 의한 추체외로

Fluoxetine에 amitriptyline과 Nortriptyline을 각각 병

증상에 의한 이차증상이라는 견해5-7)도 있다.

용투여하였을 경우 amitriptyline의 혈중농도는 평균 2

이러한 정신분열병 환자의 우울증에 대한 약물치료

배, nortriptyline의 혈중농도는 평균 9배 증가되었고28),

로는 항정신병약물에 삼환계 항우울제(tricyclic anti-

fluoxetine에 desipramine과 nortriptyline을 각각 병

depressant；이하 TCA)를 병용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용투여하였을 경우 혈중농도는 2배에서 11배까지 증가

8)9)

있는데,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

와 이와 상반

10)11)

되는 보고가 있다

. 또한 급성 정신병 상태에서는

되었다29). Paroxetine의 경우도 desipramine의 혈중
농도를 평균 4배 증가시켰다30).

항정신병약물과 TCA의 병용치료가 효과가 없어 관해

Nelson등31)은 우울증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fluo-

시기의 우울증에만 항우울제를 병용 사용해야 한다는

xetine과 desipramine의 병용치료의 경우 desipramine

견해가 있다12).

단독치료시보다 조기에 우울증의 호전이 있었음을 보

최근에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elective

고하면서 SSRI와 TCA와의 병용치료의 유용성을 주장

serotonin reuptake inhibitor；이하 SSRI)인 fluoxetine,

하였다. 이러한 임상적 소견은 동물실험에서 TCA와

paroxetine, sertraline 등의 약물들이 개발되면서, 새로

SSRI의 병용처치시 TCA 단독처치시보다 대뇌에서

운 항우울제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SSRI는 항우울효

β-아드레날린 수용체 하향조절(down regulation)이

과가 TCA와 유사하면서도, 심각한 부작용이 적고, 과

보다 조기에 광범위하게 일어남으로서32)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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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data and medication before adding paroxetine
Case

Age/Sex

Years

Months

1

50/M

25

89

TCA used(mg/day)
Amitriptyline(50)

Concomitant drugs(mg/day)
Bromperidol(25)/Trihexyphenidyl(10)

2

40/F

16

78

Imipramine(40)

Haloperidol(5)/Benztropine(3)

3

44/F

13

112

Imipramine(40)

Haloperidol(30)/Bentropine(2)

4

47/F

23

96

Imipramine(15)

Haloperidol(10)

5

24/M

5

27

Imiprmine(5)

Haloperidol(7.5)

6

41/M

15

85

Amitriptyline(75)

Trifluoroperazine(20)/Benztropine(1.5)

7

35/M

10

95

Imipramine(0)

Trifluoroperazine(20)/Trihexyphenidyl(6)

8

44/M

19

128

Imipramine(0)

Haloperidol(100)/Benztropine(3)

9

47/M

27

110

Imipramine(5)

Bromperidol(20)

10
55/M
30
115
Amitriptyline(25)
Clopenthixol(30)Beaztropine(2)
Years：Duration of illness(years), Months：Present hospitalization months

그러나 저자들이 기존의 국내외 문헌들을 검색한 결

중 3명은 amitriptyline 일일 25～75mg, 7명은 imi-

과 현재까지 정신분열병 환자의 우울증 치료에 있어서

pramine 일일 25～50mg을 취침전 1회 복용하고 있

SSRI와 TCA의 병용치료에 대한 보고는 발견하지 못

었다(표 1).

했다. 이는 사용중인 항정신병약물을 유지하면서 두 항
우울제를 병용해야 하기 때문에 약물상호작용이 보다
더 복합적으로 일어나 결과를 해석함에 어려움이 있고
또 이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이에 저자들은 첫째, 정신분열병 환자에게 사용중인
항정신병약물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동반된 우울증을
저용량의 TCA와 paroxetine의 병용치료로서 안전하
게 치료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 둘째, 항정신병 약물
을 복용중인 상태에서의 paroxetine과 TCA와의 약물
상호작용을 조사해 보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방법
Paroxetine은 취침전 복용중인 고정량의 항정신병약
물과 삼환계 항우울제에 부가하여 일일 20mg을 6주간
아침에 병용하게 하였으며, 모든 약물은 용량 변화없이
전 연구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토록 하였다.
임상상태는 우울 및 불안은 HDRS, Hamilton’s Anxiety Rating Scale34)(이하 HARS), 약물의 부작용은
UKU Side Effect Rating Scale35) 및 Extrapyramidal
Symptom Rating Scale36)에서 인용한 Clinical Global
Impression of Parkinsonism36)(이하 CGI)등의 척도
들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우울증의 호전기준은 기저

연구대상 및 방법

치의 HDRS 점수에 대해 50% 이상의 감소로 하였다.
모든 임상척도는 두 명의 정신과 의사에 의해 평가되었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마산동서병원 정신과병동에 입원 중인 환
자 중 우울증상으로 TCA를 복용하고 있고, Hamilton’s
Depression Rating Scale33)(21 items；이하 HDRS)
평가상 14점 이상인 10명의 정신분열병 환자(남자 8
명, 여자 2명)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42.7±8.2세, 평균체중은 63.4±10.0kg이었으며, 연구
시점에서 신체질환의 현증이 있거나 간기능검사상 정상
범주를 벗어난 환자들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모
든 대상자로부터 연구진행 및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을 하고 서면동의를 얻었다. 대상환자들은 연
구 시작 최소 2주 이상 고정량의 항정신병약물과 함께
저용량의 삼환계 항우울제를 투여 받고 있었고, 10명

으며, 연구시점에서의 두 평가자간 신뢰도는 각 소항목
척도에서 0.9 이상이었다. 모든 평가 척도는 paroxetine
병용투여 3일 전, 1일전 2회 실시하여 평균값을 기저치
로 하였으며, 병용투여 후 2, 4, 6주에 각각 시행하였다.
혈중 imipramine과 대사물인 desipramine 및 imipramine과 desipramine의 농도합, amitriptyline과 대
사물인 nortriptyline 및 amipriptyline과 nortriptyline
의 농도합을 측정하기 위하여 정맥혈 10ml를 채혈 약
물의 혈중농도가 일일 최저점인 저녁약 투약직전에 하
였다. 채혈은 기저치 측정을 위해 paroxetine 병용투여
3일 전, 1일전 2회를 실시하였으며, 병용투여 후 3일,
7일 및 2, 4, 6주 각각에 시행하였다. 채혈한 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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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혈장을 -70℃
에 보관하였다. 약물농도분석은 보관 3개월 이내에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HPLC)로 측
정하였다.

3. 통계처리
약동학적 약물상호작용의 평가는 paroxetine 투여
전의 항정상태에 있는 TCA의 농도비를 기저점으로 하
여 paroxetine 투여 후 1, 2, 4, 6주의 TCA의 농도비
를 repeated measure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으며, 분석한 후 각 주간의 개별비교는 Turkery법 및
Duncan법을 이용하여 통계적 검증을 하였다. 우울증의
개선효과에 대한 평가도 repeated measure ANOVA
로 분석하였고, 통계적 검정은 Turkery법 및 Duncan
법을 이용하였다.

Fig. 1. Changes of mean HDRS and HARS scores during
combined therapy of paroxetine and tricyclic
antidepressants(*p<0.05).
HDRD(●)：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HARS(■)：Hamilton Anxiety Eating Scale

병용투여 2주, 4주,6주 후 1.1±0.74, 1.3±1.06, 1.20
±1.32 증가를 보여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결

(3) 10명중 2명에서 심각한 약물독성이 나타났다.

과

이중 한명은 imipramine 50mg과 paroxetine 20mg
병용투여 6주째 심한 발한, 의식혼란, 퇴행된 행동,

1. 항우울효과 및 부작용

인지기능의 장애 등 항콜린성 위기(anticholinergic

1) 항우울효과에 대한 평가

crisis) 소견이 나타났으며, 이때 혈장 TCA 농도의

(1) 10명의 전체 대상환자에서의 HDRS 평균점수는

합은 427.2ng/ml였다. 다른 한명에서는 imipramine

기저치가 17.9±2.1, TCA와 paroxetine 병용투여 2

25mg과 paroxetine 20mg 병용투여 4주째 망상과 환

주, 4주, 6주 후 각각 15.7±3.4, 14.6±4.7, 12.4±

청 등의 정신병적 증상의 악화를 나타내었는데, 이때의

6.2점으로, 6주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호전된 양상

혈장 TCA의 농도의 합은 252.8ng/ml였다.

을 보였다(p<0.05)(그림 1).
(2) HARS 평균점수는 기저치가 10.2±2.9점이었고,
병용투여 2주, 4주, 6주 후에는 각각 9.6±2.4, 9.5±
3.5, 9.1±5.1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그림 1).
(3) 10명의 대상환자 중 4명이 6주후에 HDRS 점수
상 임상적 호전의 유의기준인 50% 이상의 감소를 보였
으며, 21개의 HDRS 소항목척도 중 6주간의 치료에 의
해 2점 이상의 호전을 보인 증상은 자살사고, 정신적
불안, 일과 활동성, 우울한 기분, 죄책감, 건강염려적 사
고 순이었다.

2. 삼환계 항우울제 혈장농도
1) TCA의 농도를 일일 50mg 투여량으로 환산하였을
때, 기저치의 amitriptyline과 대사물인 nortriptyline
의 농도합은 47.8ng/ml～226.5ng/ml의 범위에 있었고,
평균농도합은 143.8±73.5ng/ml범위였다. 이들 3명 중
2명의 혈중농도합이 100ng/ml 이상이었다. Imipramine과 대사물인 desipramine의 농도합은 80.5ng/ml
～395.6ng/ml의 범위에 있었고, 평균농도합은 171.2
±101.9였다. 이들 7명 중 6명의 혈중농도합이 100ng/ml
이상으로 기저치의 TCA의 농도가, Perry등(1987)이

2) 약물 부작용

보고한 치료적 혈장농도인 nortriptyline 60～150ng/ml,

(1) 약물부작용은 대상환자 10명 모두가 구갈과 변

desipramine 108～158ng/ml, imipramine 244ng/ml

비를 호소하였고, 8명은 현훈을, 4명은 과도한 진정효

이상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를, 2명은 발한, 체중감소, 과수면을 호소하였으나 이

2) Paroxetine 병용투여 전 Amitriptyline, nortri-

들 부작용들은 연구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ptyline, amitriptyline과 nortriptyline의 혈장기저농도는

(2) 파킨슨증상에 대한 CGI점수는 기저치에 비해

85.2±37.9ng/ml, 55.0±58.4ng/ml, 143.4±73.5n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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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centrations of TCAs after adding 20mg paroxetine(Standardized to 50mg dose of TCAs)
TCA

Baseline(ng/ml) 3 Day(ng/ml)

1 Week(ng/ml) 2 Week(ng/ml) 4 Week(ng/ml) 6 Week(ng/ml)

Imipramine

78.31± 70.26

93.33± 68.14

106.66± 74.27

87.07±61.48

Desipramine

92.85± 44.42 103.48± 50.85 132.36± 53.16

109.3 ±24.99

148.98± 63.61 116.68± 48.83

70.87± 31.63

81.21± 54.76

Imipramine+
desipramine

171.16±101.92 196.81±110.82 237.42±117.25

211.77±84.34

196.83± 46.10 204.52±100.82
130.71± 63.91 152.75± 77.68

Amitriptyline

85.16± 37.85

86.38± 37.94

109.08± 40.62

116.25±45.09

Nortriptyline

55.02± 58.37

54.37± 55.59

72.53± 74.23

76.63±77.29

83.15± 86.71 136.98±100.24

Amitriptyline+ 143.37± 73.46 140.74± 64.30 181.61± 85.48
Noritriptyline
*Values are Mean±SD

192.88±98.37

213.86±128.27 338.43± 56.23

였으며, 병용투여 6주 후에는 152.8±77.9ng/ml, 137.0
±100.2ng/ml, 338.4±56.2ng/ml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imipramine,
desipramine, imipramine과 desipramine의 혈장기저
농도의 평균치는 78.3±70.26 ng/ml, 92.9±44.4ng/ml,
171.2±101.9ng/ml이었고, 병용투여 6주후에는 81.2
±54.8ng/ml, 116.7±48.8 ng/ml, 204.5±100.8ng/ml
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2). 또한 6
주후의 변화를 백분율 증가로 보면, amitriptyline, nortriptyline, amitriptyline과 nortriptyline의 평균농도의
증가는 각각 72.02±9.65%, 103.74±18.06%, 135.05
±2.43%이었으며(그림 2), imipramine, desipramine,

Fig. 2. Mean percent changes of concentrations of
amitriptyline(○), nortriptyline(■) and sum of
amitriptyline and nortiptyline(●) after adding
20mg paroxetine. Vertical bars indicate S.E.M.
(standard error of mean).

imipramine과 desipramine의 평균농도의 증가는 39.80
±31.92%, 41.30±20.13%, 32.76±20.70%이었다
(그림 3).
3) 임상적으로 현저한 우울증상의 호전을 보였던 4
명은 기저치에 비해 6주후의 amitriptyline과 대사산물
의 혈장농도합이나, imipramine과 대사산물의 혈장농
도합이 평균 85.9% 증가하였으며, 증상의 호전이 없었
던 6명의 경우는 평균 25.9% 증가하였다.

고

찰

SSRI와 TCA의 병용투여는 TCA나 SSRI 단독투여

Fig. 3. Mean percent changes of concentrations of
imipramine(○), desipramine(■) and sum of
imiparmine and desipramine(●) after adding
20mg paroxetine. Vertical bars indicate S.E.M.
(standard error of mean).

보다 항우울효과가 빠르고, TCA나 SSRI의 단독요법

을 보인 만성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에 실패한 치료불응성 우울증환자에게 우울증상의 개

환자군이 다르고, 항정신병약물과 같은 병용 투여 중인

24)25)

선을 가져오며, 치료영역이 더 넓다고 한다

. 그러

약물의 영향을 배제 하지 못했으므로 이 결과만을 가지

나 본 연 구는 우울증상을 동반한 정신분열병 환자에게

고 우울증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던 이전의 연구와 직접

paro xetine과 TCA를 병용투여 6주후에야 통계적으

적인 비교를 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로 유의한 우울증상의 호전을 나타내었다. 조기우울증

우울증의 병인론적 가설로서 단가아민 특히, 노르에

상의 호전을 보이지 않았던 결과는, 본 연구가 우울증상

프네프린과 세로토닌의 결핍설이 있다. TCA는 β-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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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날린 수용체의 하향조절을 초래하여 항우울효과를

린계, 세로토닌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정신병적

나타낸다고 알려져있다. SSRI는 세로토닌의 재흡수 억

증상 혹은 조증이 악화된다는 보고39)와 콜린계의 차단

제에 의해 이의 turnover를 감소시키고, 시냅스전 자가

작용에 민감하거나 과용량의 TCA를 사용한 환자들의

수용체(presynaptic autoreceptor)의 탈감작(desen-

경우 정신병적 증상의 악화나 항콜린성 위기가 초래되

sitization)을 유발하여, 장기적으로는 세로토닌 분비를

어 의식의 혼란상태, 지남력장애, 환시 혹은 환청의 증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β-아드레날린 수용

가를 가져온다는 보고40)41)가 있다. 본연구에서 심각한

체의 하향조절은 TCA나 단가아민 산화억제제(mono-

부작용을 보인 2명의 환자는 paroxetine 병용투여 후

amine oxidase inhibitor)에 비해 적은 것으로 알려져

TCA 농도 증가가 거의 없는 상태였으므로 부작용을

있다37). 두 약물의 병용투여가 항우울효과에 미치는 영

TCA 농도변화와 연관 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향으로는 β-아드레날린 수용체의 하향조절을 촉진시

병용투여 중인 항정신병 약물과 같은 다른 약물에 의한

키고, 세로토닌 신경전달을 강화시킨다는 가설과 TCA

부작용일 가능성도 있으나 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

의 농도증가가 항우울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지 않아 결과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 환

31)

있다 . 본 연구에서 paroxetine 병용투여 후 우울증

자들이 저용량의 TCA 투여에도 불구하고 paroxetine

상의 호전을 보인 군에서 85.9%, 비호전군이 25.9%

병용 투여 전 기저치의 TCA 농도가 이미 매우 높은

의 TCA혈중농도 증가를 보임으로써, 증상호전군이 비

상태를 보이고 있어, CYP2D6 억제제인 항정신병약물

호전군에 비해서 TCA의 혈장농도증가가 큰 것으로 나

을 복용하고 있는 정신분열병환자에게 TCA를 병용투

타났다. 그러나 대상환자의 수가 적었고, 또한 TCA의

여하면 TCA 혈장농도가 매우 높게 증가할 가능성 및

혈장농도증가가 paroxetine 병용투여 1주 이후에는 미

이로인한 독성부작용의 위험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

미했고, 우울증상의 호전은 6주후 나타났다는 점은 우

고, 이런 환자에게 SSRI와 TCA를 병용투여할 때는

울증상의 호전을 TCA 혈장농도증가와 관련시키기에는

더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SSRI와 병용투여시 TCA의 혈장농도가 증가함은 앞서

한계가 있다.
SSRI와 TCA의 병용투여는 약물부작용의 위험성으로

언급한 바다. Fluoxetine은 TCA와 병용투여시 TCA

인해 사용이 제한되어왔다. 정신분열병환자에게 SSRI

의 혈장농도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는 fluoxetine을

와 TCA의 병용 투여는 경련, 섬망과 같은 심각한 부

중단한 이후에도 수주간 지속된다42)43). Sertraline도

38)

작용의 증가 외에도 망상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의 악
39)

desipramine과 병용투여시 desipramine의 혈장농도

화를 가져올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환자

를 63～250% 까지 증가시키며44)45), fluvoxamine도

에게서 두 약물의 병용투여 후 구갈, 변비, 현훈, 진정

TCA의 혈장농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6)47).

작용과 같은 부작용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심각한 부

Paroxetine은 SSRI 중 가장 강력한 CYP2D6 억제제

작용을 보인 환자는 2명이었으며, 이중 imipramine

로 알려져 있으며48) desipramine과 병용투여시 약 4배

25mg을 투여받은 1명의 환자는 paroxetine 병용투여

정도 desipramine의 혈장농도를 증가시킨다30). Alder-

4주째 망상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의 악화 소견을 보였

man등30)은 24명의 정상성인을 대상으로 desipramine

고, 이 환자의 기저치 TCA의 혈장농도는 223.8ng/ml

50mg을 paroxetine(20～30mg) 혹은 sertraline(50

이었고, 부작용이 나타난 시기에는 252.8ng/ml였다.

～100mg)과 병용투여하였다. 이 결과 paroxetine

imipramine 50mg을 투여 받은 다른 1명의 환자는

을 병용투여한 경우 sertraline을 병용투여한 경우에

paroxetine 병용투여 6주째, 심한 항콜린계 부작용의

비해 desipramine의 혈장농도가 6.4배 더 높게 나

증가와 함께, 인지기능의 장애, 심한 발한 등 항콜린성

타났고, desipramine의 혈장농도증가는 SSRI의 농도

위기(anticholinergic crisis) 소견을 보였는데, 이 환자

증가와는 연관성이 없었다.

의 기저치 TCA 혈장농도는 395.6ng/ml, 부작용이 나

본 연구에서는 paroxetine 20mg을 병용투여후 ami-

타난 시기에는 427.2ng/ml로 농도의 증가가 거의 없었

triptyline과 그 대사물인 nortriptyline의 농도합은 1

다. 정신분열병과 같은 정신증환자나 조증환자에게 항

주후 35.1%, 4주후 40.2%로 증가하였고, imipramine

우울제를 투여하면 중추신경계의 콜린계, 노르아드레날

과 대사물인 desipramine의 농 도합은 1주후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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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후 32.8% 증가하여 TCA의 혈장농도증가가 병용

저자들은 paroxetine과 TCA의 병용투여는 우울증

투여 1주 이후에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TCA

을 동반한 정신분열병 환자중 일부 환자들에게서 유효

의 혈장농도증가는 기존의 다른 연구들에 비해서 적

하다고 판단하였으나, 2명의 환자에게서 심각한 독성

게 나타났다. 또한 paroxetine을 병용투여하기 전

부작용을 관찰하였기에, 항정신병 약물과 TCA를 병용

amitriptyline과 nortriptyline의 농도합, imipramine과

투여하고 있는 환자에게 paroxetine을 부가하는데는

desipramine의 농도 합이 TCA를 일일 50mg 복용을

혈중 약물농도 추적과 세밀한 임상적 관찰 등이 필요하

기준으로 하여 볼 때 각각 47.8～226.5ng/ml, 80.5～

다고 판단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의 여러가지 제한점

395.6ng/ml의 범주에 속했고, 10명의 환자 중 8명이

을 극복한 잘 통제된 연구가 기대된다.

TCA 혈장농도가 100ng/ml 이상이었다. Perry등49)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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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교는 제한점이 있으나 소량의 TCA를 사용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높은 기저치 혈장농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3)

약물대사의 개인차뿐만 아니라, 항정신병약물과 항우
울제를 병용투여시에도 이 두 약물이 간대사에 경쟁적
으로 작용하여 항우울제의 혈장농도가 증가한다는 보
고50)59)에서와 같이 본 연구의 대상환자가 연구전 이미

4)

CYP2D6 효소에 의해서 대사되는 다양한 종류의 항정
신병약물을 사용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점이 paroxetine 병용투여 전 혈장 TCA의 농도를 높였을 가능성
도 있다.
정신분열병 환자의 우울증은 우울증, 정신분열병 음

5)
6)

성증상, 혹은 운동불능증과 같은 약물부작용, 기질적
인지장애, 증상악화의 전구증상, 현실내의 어떤 사건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 등에 대한 감별이 중요하며, 그에

7)

따라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
다5). 그러나 이런 문제들의 극복은 현재까지 많은 어려
움을 가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런 점을 극복하

8)

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다른 정신병적 증상이
우울증상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도 구분하지

9)

못했으며, 무엇보다 대상환자가 적고 대조군이 없었다
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정신분열병 환자들
을 대상으로 하여 충분한 용량의 TCA를 충분한 기간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 약물의 병용치료가 시작되

10)

어 TCA 단독요법과 paroxetine과 TCA 병용치료간
의 치료효과를 비교하지 못했다는 제한점, 병용투여 약
물의 영향을 배제하지 못했다는 제한점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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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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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ned Therapy of Paroxetine and Tricyclic Antidepressant in
Depression of Schizophrenic Patients
Joo Chul Shim, M.D., Bogum Gong, M.D., Jung Hwan Park, M.D.,
Young Ran Yoon, M.D., Jae Gug Sin, M.D., Jung Ick Kim, M.D.,
Dong Sung Ahn, M.D., Yong Kwan Kim, M.D.,
In Joon Cha, M.D., Young Hoon Kim, M.D.
Department of Psychiatry, School of Medicine and Institute of Neuroscience,
Inje University, Pusan

Depression is well-known to comorbid with several psychiatric disorders. Many schizophrenics
also suffer from depression in the course of their illness. Combined therapy of SSRI and tricyclic
antidepressants were reported to have benefits in some depressed patients. Paroxetine, a potent
CYP2D6 inhibitor, increases the blood levels of tricyclic antidepressant markedly. Using paroxetine,
we tried this combined therapy in the treatment of depressive symptoms in 10 chronic schizophrenic
inpatients and evaluated its efficacy and drug interactions between paroxetine and tricyclic antidepressant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The mean score of Hamilton’s Depression Rating Scale(HDRS) was reduced significantly after
6 weeks-trials of this combined therapy for the mild depressive symptoms in 10 chronic schizophrenics.
In four patients, 50% or more reductions in the scores of HDRS were noticed at final evaluation.
2) Two among our 10 subjects experienced severe toxic behavioral problems. Anticholinergic crisis
with toxic confusion due to high blood levels of tricyclics was found in one patient and the other
showed rapid clinical deterioration in his psychotic symptoms such as delusion and hallucination
without any consciousness alternation.
3) Baseline plasma levels of tricyclics before adding paroxetine were higher than expected in our
chronic schizophrenic subjects maintained with their antipsychotic medications. Several antipsychotics
were also known as a potent CYP2D6 inhibitors and to increase the blood levels of tricyclics. Because
the blood levels of tricyclics had already increased significantly by the use of antipsychotics, adding
paroxetine to antipsychotics and tricyclic antidepressant in our subjects could increase the blood
levels of tricyclics not so much as previously reported in the literatures.
KEY WORDS：Schizophrenia·Depression·Paroxetine·Tricyclic antidepressant·Drug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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