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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는데 결정적 역할올 하였 다 (Schildkraut, 1967).

I. 서

론

TCA의 기본구조는 그 이름이

말해주고 있듯이 세

개의 ring과 side chain으로 구성되 어 있다.

Figure

현재 임상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항우울제는 삼환계
항우울제 (이하 TCA)와 monoamine oxidase inhbitor

1•에서 보는 바 대로 이 삼환의 구조는 TCA, pheno

(이하 MAOI) 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최근 TCA와 구

TCA에서는 중앙의 ring의 sulfide bridge대신 ethy-

조적 으로 유사한 소위 제 2 세대의 항우울제 가 몇 가지 소

lene으로 대치되어

개되고 있으나 아직

metrical 하지

그리 인정되고 있지 않는 형편이

thiazine 및 thioxanthine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있으며 두 benzene ring이 sym

않고 상호 twisted 되어 있고 또 한

2-chlorsubstituent가 없는것이 phenothiazine과 다

다.
삼환계항우울제는 1957년 Roland Kuhn이 Chlor-

르다.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작

promazine계 유도체중의 하나로 imipramine을 합성

용은 phenothiazine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 이 다. Side

하여，우연히 routine clinical trial 중에 항우울작용

chain은 2 내지 3개의 carbon과 nitrogen으로 되어

이있음을 발견함으로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Kuhn,

있는데 끝의 nitrogen에는 methylation 되어있다. 분

1958, 1970).

류와 구조식은 Figure 2에서 보는바와 같다.

그 핵심 구조인 iminodibenzyl은 1899년 이미 합성

기본적 약물은 imipramine이다. Imipramme이 대

되어 있었으나 별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1948년부터

사된 형태가 desmethylimipramin인데 이것이 desi-

항히스타민제로

pramine이다. Positon-2에 chlorine이 치환되면 Ch-

약간의 주목을

받게되었다.

그러자

1950년대 부터 phenothiazine이 항정 신병 약물로 관심 을

lorimipramine인데 대사되면 desmethylchlorimipr-

받게되자, 구조가 서로 비슷한 iminodibenzyl도 항정

amine이 된다.

신병약물로서 의 가능성 이 조사되 면서 오히 려 항우울작

group (또는 iminodibenzyl group) 에 속하는 것 이 다.

용이 있음이 발견되었던 것이다(Caldwell, 1978).

Dibenzocycloheptadiene group은 central ring의 ni-

그 후 지금까지 20여년간 수많은 삼환계

유도체와

이와 관련된 화합물이 합성되어 그 항우울작용이 연구
되어 왔으며 현재 다수의 약물이

임상에서

이들은 모두 dihydrodibenzepines

trogen이 carbon으로 대치된것으로 am itriptyline이
바로 그것이며

이것이

대사되면 nortriptyline이 된

사용되고

ooa

있 다. 현재 로서 는 TCA가 우울의 치료에 있어 가장 유
효한 치료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그 작용기전 이
연구됨으로서 우울의 기전 즉 amine hypothesis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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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Basic chemical structure of
phenothiazine and TCA

다. 다음 dibenzocycloheptatriens group은 ring과

이 우울환자에서 iproniazid가 항우울효과를 나타냄을

측쇄간의 연결이 am itriptyline이 double bond 임에

보고하였 다.

그후 여 러가지 구조를 가진 M A O I가 개

비해 single bond인 것으로 protriptyline과 Ro4-1577

발되 어 그 항우울제 로서 의 효과가 연구되 어 왔다(Divis

Ro4-6011등이 여기에 속한다. Dibenzoxepine group

1980).

은 central ring에 oxygen이 대치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소개되고 있는 항우울제로서의 MAC)I들은

dcxepin과 desmethyl doxepin이 이에 속한다. 같은

figure 2. 에서 보는 바와같이 다음 네가지 집단으로 분

위치에 sulfur가 대치되면 dibenzothiepin group으

류된다. 1) Hydrazines 및 hydrazides으로서 여기에는

로 prothiadene northiadene 둥이 이에 속한다.

phenelzine, iproniazid, isocarboxazide, nialamide

Side chain의 nitroggn에 methyl기가 2개면 ter-

pheniprazine 둥이 속한다. 2) Propargylines으로서

tiary amine 이라 하며, 대사되어 하나로 되면 second

pargyline, corgyline, 및 dephrenyl이 이에 속한다.

ary amine 이 된다. 그리하여 imipramine은 desipra-

3) cyclopropylamines 으로서 tranylcypromine이 이

mine으로 amitriptyline은 nortriptyline으로 되 는 것

에 속한다. 4) jS-carbolines

이 다. protriptyline, northiaden, desmethyldoxepin

로서 harmine 및 harmaline이 속한다.

은 모두 secondary amine이다.

(Harmala alkaloid) 으

Hydrazine의 기본구조는 R 「NH-NH-R2으로서 Ri

TCA는 amine neurotransmitter의 uptake룰 차단

과 R2에 어떤 구조가 연결되는 가에 따라 여러 약물이

하므로 약리작용을 나타낸다고 알려진 바 대체로 ter

형성된다. Non-hydrazine의 대표적 약물인 tranylcy-

tiary emine은 주로 5-hydroxytryptamine (이하 5-

promine은 amphetamine과 pheniprazine과 유사한

HT) 의 uptake올 차단하고 secondary amine은 nor-

구조를 가지나 단지 중앙의 3 carbon이 환을 형성하

adrenaline(이 하 N A ) 의 uptake을 차단한다고 알려져

고 있다.
대체로 M A 이들이 hypertensive crisis와 간에 대

있다.
TCA이긴 하지 만 기본 구조가 약간 다른 iprindole

한 독성으로 임상에서

기피된것이 사실이었으나 최근

과 opipram이이 있는데 이들은 amine uptake의 억

Robinson 둥 (1978) 의 phenelzine에 대한 연구를 계기

제작용이 없다.
최근 기본구조에 약간의 변화를 가진 새로운 관련된 항

로 다시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다. Rosenbaum
둥 (1979) 에 의하면 이 약물들은 역시 우울에 유효하며

우울제 , 즉 소위제 2 세대 항우울제 라고하는 약물들이 소

특히 non-endogenous 즉 atypical, neurotic 및 reac

개되고 있다. Bicyclic antidepressant인 citalopram

tive depression에도 유효하다고 한다.

최근에는 hy-

(Lu 10-171) 과 zimelidine은 선택 적 5-HT uptake bloc

pochondria, agitation 그리고 phobic anxiety에도

ker이다• Tetracyclic antidepressant인 mianserine은

유효하다고 하며 hypersomnia, anhedonia에도 유효

N A uptake blocker로 알려져 있다. 또한 trazodone,

다고 한다.

fluoxetine은 5-HT uptake blocker이고 nisoxetine
은 NA uptake blocker이다. Viloxazone은 양자 모
두 block하지 않는다.

이제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바 MAC)I과 TCA의 약
물역 동에 대한 문헌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Nomifensine은 dopamine (이

하 DA) uptake blocker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 새로운 형태의 TCA로서 dibenzepine, trimipramine, maprotiline (이 는 NA uptake inhibitor로

II. Tricyclic Antidepressants 및 관련된
항우울제

알려져 있다). opipramal, noxiptyline, dimethacrin,
melitacin, amexapine, alprazolam, 및 wellbatrin
등이 소개되고

있다 (Davis,

1980； Biel 둥 1978).

Opipramol과 구조가 비슷한 fluphenthixol은 항우울
제로서 효과가 있다고 한다(Hamilton 등 1980).
MAC)I의 역사는 iproniazid에서 시작한다. 1950년

A. Pharmacokinetics
약물의 효과는 결국 혈 중의 농도에 의해 좌우되는바
그 혈중농도에 미치는 요소는 figure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를 순서 대로 논해 보고자 한다.

대 초기에 이약물은 항결핵제로 사용중이었던바 결핵

1) Absorption

환자에서 euphoria와 mood elevation의 효과를 나타

TCA는 소화기관에서 거의 전량 흡수된다. 14C-imi-

내 었 다. 1952년 Zeller 등이, iproinazid가 M AO 를 억

pramine이나 14C-nortriptyline을 경 구투여 하나 근육

제함！
: 발견했고 1957년 Loomer, Kline, 및 Crane등

주사해도 양자에서 모두 같은 비율로

소변에 그 대사

. TCA _______________________
1. Im in odibe nzyl d e riv a tiv e s
(D ihydrodiber ；zazepines)

Im ip ra m in e
(T o fra n il)

D esipram ine

C h lo rim ipra m ine
(A n a fra n il)

D e s m e th y llm ip ra m in e
(N ororam ine
P e rtc fra n e )

2. D ibenzocycl ᄋheptadiene
d e riv a tiv e s

D e sm e th ylch lo rim ip ra m ；
ne

3. D ibenzocycloheptatriene
d e riva tive s

CH,

CH,

A m itrip ty lin e
(E lavil
Laroxyl)

H

N o rtrip ty lin e
(A v e n ty l)

4. Dibenz ᄋthiepin
de riv a tiv e s

Ro 4-1577

P ro trity lin e
(V ivactil)

5. Dibenz ᄋxepin
d e riva tive s

CH,
CH,

八

CH,

Prothiadene
(D othiepin)-

CH,

chT

Doxepin
(Sinequan)

Northiadene

h

De.sm ethyld ᄋxepin

5. New TCA

CH,

CH,

V
I

^

CH
CH,
CH,

入

CH,

Opipram ol

(cii)；
入

CH.

M aprotiline
I I.

CH,

CH,

ᄂ^
CH, .

■'
CH,

M e litracen

.

入
CH,

.
CHj

D im eth acrie

Dibenzepine

CH ;
CH,

CH,

N oxiptyiin e

T rim e p ra m ine

B ic y c lic an tidepressan ts

I I I .

T e tra c y c lic an tid e p re ssa n t

Figure 2 Classification of antidepress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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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O ther an tidepressants

V. MAOI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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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RETION

VO LU M E OF D IS T R IB U T 
IO N . C O M P A R T M E N T A L IZ A T IO N , P L A S M A B IN D 
IN G

R E N A L D IS E A S E

M ETA BO LIS M

STEADY STATE

P A R E N T CO M PO UN D .
P S Y C H A C T IV E M ETA B O
L IT E S . L IV E R D IS E A S E .
E N Z Y M E IN D U C T IO N

FR E Q U E N C Y AND S IZ E O F
D O S A G E . DRUG - DROG IN
T E flA C T lO N S . P A T IE N T
c o m p l ia n c e , b io l o g ic a l
(C IR C A D IA N ) R H Y T H M

H ydrazines and hydrazides

Phenelzine
(N ardil)

/Q V -c
— /

ᄋ

P h e n ip ra z -in e

■ CH.CHNHNH,

(C atron)

--------- ►

CH,

Iproniazid
(M arslid)

CH,

0

Isocarboxazid
(M arplan)

Figure 3 Factors influencing plasma levels of
psychotropic agents and their efficacy

■CH:NHNHC (

<Q>'

0

N ialam id e
(N iam id)

CH,

<Q>

-CN HN H CH .CH .CN H CH ,-

물이 출현하는것을 볼 수 있다(Gram둥 1975a, Gram
등 1975b). 동물실험에서 imipramine, desipramine,

2.

protriptyline 및 doxepin이 amitriptyline과 ncjrtri-

P ropargylam ines
CH,

P argyline
(E utonyl)

<0>

I

ptyline 보다 빨리 ,장에서 흡수 된다 (Gelenberg 등

C H ,N C H ,C =

1975).
CH,

C lorgyline

- O C H ,C H ,C H ,N C H ,C a CH

Imipramine을 기준으로 볼때, 경 구투여 早 4시간 후
에 최고 혈중농도에 도달한다.

〈

Dephrenyl

◦ •

누"

반복투여 할때는 약물

의 anticholinergic 효과가 gastric emptying을 야기
CH .CH N CH .C

하여 최고 농도가 10〜14시간 후로서 높게 나타나게 한
다 (Garattini 등 1978). 반감기는 9〜24시간인 바, 이

3.

C yclopr ᄋpylam ines
T ra n y lc y p ro m in e
(P arnate)

러한 넓은 폭은 개인의 hepatic flow의 차이에서 기 인
/rr^ \ _ c

한다 (Britton 등 1978).
,C H ,

Impramine 의 1회 투여 시

bioavailability는 29〜77%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
nortriptylne은 반감기는 18〜93시간이며,

Lilly 51641

lability는 46〜79%이다.

bioavai-

Amitiptyline은 반감기는

17〜40시간이고 protien binding은 82〜96시간이며,

AB-15.

desipramme은 반감기는 14〜76시간이다 (table 1.)
4.

(Hollister, 1978).

^-C a rb o lin e s

Citrlopram도 장에서 잘 흡수되 고 반면 천천히 배
Harmine.

설되는데 반감기는 1〜2.5일이다.

Desmethylatin으

로 대사되 는데 drug/metabolite ratio는 2〜3이 다. 반
H arm aline

II
CH,

ᄋ

]!

복투여시 1 주일에 steady state level에 도달하며 이 때
농도는 120〜340nM 이다(Over좇，1978). Nomifensine

Drug

Bioavailability
%

Imipramine

Pasma Half-Life
hr

76—96

9—24

>95*

82—96

17—40

>120t

29—77

Amitriptyline
Desipramine
Nortriptyline

46—79

73—92

14—76

93—95

18—93

50— 150

54—198

70—170

Protriptyline
♦Imipramine + desipramine

Therapeutic Plasma Level
ng/ml

Protein Binding
%

tAmitriptyline+nortriptyline.

From Hollister(1978)

도 잘 홉수되며 glucuronide con jugate 로 배설된다.
반복투여 5일만에 steady state plasma levle에 도달
하며 반감기 는 2〜5시간이 며 bioavaliability는 거의
100%이다(Vereczkey 1975; Brofden 등 1979).

^ r °

흡수되며 반감기 는 4시간이 다(Gauch 등 1973).
2) Biotransformation

■CICICICICIC

Trazodone도 잘 흡수되며 반감기는 10〜12시간이다
(Koss 둥 1978). Dibenzepine도 소화기에서 신속히

홉수된 TCA는 대사과정 을 통해 active 또는 inactive
product로 변한다 .그 장소는 간의 microsomal system이다

I

여기서 imipramine은 desipramine으로,

nh

amitriptyline은 nortriptyline으로 desmethylation
된다

\

그리 하여 1차적으로 간을 통 놔 #萃 착 bioava'i-

A t*"
hC'ch.

lablity가 29〜77% 인 것이다.
대사과정은 figure 4에서 보는대로 1) side chain
의 desmethylation, 2) side chain의 N-oxidation,
3) ring structure의 C-hydroxylation, 4) 전체 side
chain의 dealkylation, 5) glucuronide formation
이 다 (Britton 등 1978).
소변에 배설되는

대사물은 nortriptyline의 경우,

10-hydroxy nortriptyline 이며 plasma clearance 는
8-25 1/hr이다. Imipramine은 aromatic hydroxylation에 의해 2-OH phenol derivative로 배설된다
(Britton 등 1978).
대개 투여후 24시간 이내 15〜58% 가 소변으로 나가
고 6내지 8일간에 60〜85% 가 소변으로

나간다. 배설

되는 양의 1〜3% 는 약물의 원형대로, 35〜40% 는 hy
droxy derivative의 glucuronide 형태로 15% 는 free
hydroxy의 형태이다. 10〜20% 는 대변에서 발견되며
나머지 약 23% 는 nonextractable polar compound
에 의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Garattini 등 1978).
Trozodone은 oxotriazole pyridinpropionic acid와
conjugate 되 거나 glucuronide conjugate로 대사되 어

Fig 4 Pathways of biotransformation of im ipra
mine. (ai,a2) A/VDemethylation w ithin side
chain, producing the monomethylated desmethylimipramine with further demethy*
lation producing didesmethylimipramine；
(b) iV-oxidation of the side chain; (c) Chydroxylation at positions 2 (cx) or 10(c2)
w ithin the ring structure; (d) dealkylation
of entire chain：(e) glucuronide formation
at previously hydroxylated positions 2 ( 0
or 10(e2). (From Gram (1974)).
배설되 고 (Koss 등 1978), dibenzepine은 side chain
이 desmethylation 되는 것으로 대사된다 (Gauch 등
1973).
3) 장기투여시의 Steady state
TCA는 대개 반복 경 구투여 할때 2ᅳ3주후 steady
state plasma level에 도달하며 그 이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Nortriptyline을 예를 둘어 볼 때, 25mg을 3회 총

75mg을 복용했올때, 1〜2주만에 steady state plasma

양자 모두 차차 감소하여 48시간

level에 도달하는데 남자는 55. l±4.7ng/ml, 여자는

능할 정도로 감소된4 . 란지 예의로서 " 체에서¥ᅳ보ᅭ다

69.3±6.8ng/ml 였다

오래 잔류한다 (Britton 등 1978).

Protriptyline은 10〜75mg올

매 일 반복 투여했을때, steady state level은 28〜 434

TCA룰 사용한 자살자의 신체를

이후에 는 측정 불가

조사한 연구를 보

ng /m l였으며 그 plasma level/dose의 비율이 imipr-

면 약물이 뇌, 페, 간 등에 비교적 많이

amine 이나 amitriptyline에 비해 1.5〜5.7 배 였 다

고 심장에는 보다 적게 분포되어 있다 한다. 뇌에서는

(Briggs 둥 1975).

Imipramine 은 2〜3주, desipr

분포되어 있

amygdaloid nucleus와 basal nuclei에 가장 오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Britton 둥,

1978;

amine은 1주，amitriptyline과 nortriptyline은 1-3

농축되어

주 후에 steady state level을 이룬다. Desipramine

Garttini 둥 1978). 일부 TCA는 blood brain barrier

농도는 ncjrtriptyline보다 약간 낮다. Imipramine 투

(BBB)는 물론 placental barrier도 통과하며, 젖먹이

여시 혈•중 desipramine/imipramine의 비율은 1.4 : 1

는 어머니의 모유게서도 발견된다(Gelenberg 등 1978).

이었다(Britton, 1978).
그러 나 같은 약물임 에도 불구하고 개 인간의
state level의 차이는 대단히 심하여

steady

5) Plasma protein binding

심지어 30〜50배

약물과 그 대사물이 작용올 나타내는 정도는 주로

의 차이 에 달하기도 한다. 그러나 monozygotic twin

albumine인 plasma, protein과 결합하는 경향과도 관

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반면 dizygotic twin 간에는

련된다. 대부분의 TCA는 lipid soluble이므로 신체 각

같은 차이가 있어 이 과정에 유전적 요인이 큰 결정적

부위 로 흡수되 며 남은 약물은 또 한번 plasma protein

인자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한다(Alexanderson 등

과 결합하므로 실제 active한 작용을 하는것은 free

1969).
Ziegler 둥 (1977) 은

drug일 뿐 이다. 이 결합때문에 TCA의 혈 중농도와 치
료효과 사이 의 관련올 추정하기 가 매우 곤란하다고 생

nortriptyline의 1일 용량올 3

회 분복시킬 때와 밤 1회 투여할때를 비교하여 보았는
데, 양자간에 steady state level에 거의 차이 가 없었

각되어 질 수 았다. 그러나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im-

다. Nakano 둥 (1978)도 nortriptyline의 투약이 오

sma protein과 결합하는 것은 모든 개 인에 서 95.7%로

전 9시던 오후 9시던 그 pharmacokinetics에는 별 차

서 일정하다고 한다(Borga 등 1969).

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TCA의 혈중농도에 영향!: 미치는 요인이 여러가지

않다는 보고도 있다(Risch 등 1975). Nortriptylne은
93〜95%이고 desipramine은 73-92%이다(Hollister

있다. 대체로 같이 병용투여되는 약물 중 neurolsptics

1979). Trazodone의 •89〜95%이다(Koss 둥 1978).

ipramine의 경우 plasma level이 어느 정도이 던 pla
그러나 일정치

들은 혈중농도를 올리는 바 이는 간에서의 hydroxy-

TCA의 free fraction은 diphenylhydantoin, phe

lation을 방해하기 때문인데 이때 심장에의 독성에 조

nylbutazone, aspirin, aminopyrine, scopolamine,

'심해 야 한다. Methylpheniidate와 담배도 혈중농도룰

phenothiazine, 및 다른 TCA계 약물에 의해서 증가

올린다. 그러 나 M A이들은 TCA의 . 혈중농도세

한다고 한다(Garattini 등 1978).

하지 않는다. Benzodiazepines은
나 혈중농도에는 영향이 없다.

영향

임상효과는 강화하

Barbiturates는 TCA

6) 혈중농도와 치료효과

이는 간의 microsome에서

Asberg 등 (1971) 은 nortriptyline으로 2주이상 치

•enzymatic induction 하기 때문이 다. Aspirin과 ch-

료받은 32명의 내 인성 우울환자에 서 plasma level이 50

loramphenicol은 혈중농도를 올리나 경구 피임약은
낮춘다. TCA끼 리는 enzymatic induction 작용이 없

〜 139ng/ml 일때 치료가 가장 좋으며 그 이상 또는
그 이하에서는 효과가 못함을 알았다. 이것이 소위

다 (Gelenberg 등 1978).

therapeutie window 개 념 이 최초로 제 안된 것 이다.

의 혈중농도를 낮추는데

즉 혈중농도와 치료효과 사이 에 curvilinear 관계, 즉

4) Distribution

거꾸로된 U-자형의 graph을 보인다 (figure 5.). 그
사용하지 않으면, 사람의

후 Post 둥 (1974) 은 TCA의 용량과, CSF의 농도 또

경 우 autopsy tissue을 이용해 야 하기 때문에 연구가

는 CSF의 5-HIAA 및 HVA 농도와 치료효과 사이 에

이 방면의 연구는 동물을
드물다 ■

유의한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했다. Kragh-

현재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desmethyl metabolite

Sorensen 등 (1979) 은 nortriptyline 치료 효과에서

가 parent drug보다 오래 체내에 남아 있다. 그러나

혈중농도가 180ng/ml 이상올 계속 유지했던 환자군에

되는 상태에 있다 (Risch 등 1979). 단지 protriptyline
은 간에서의 비활성화가 느려서 소량에도 높은 혈중농
도룰 유지하며 임상적 효과를 낸다는 것은 주지될만한
것 이 다(Gelenberg 등 1978).
그러나 TCA 치료에 있어, 최고의 치료효과를 얻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plasma level을 routine으
로 monitor하는 것은 필요하고 또 유용하다고 한다
^4 9

50-79

60-109

니ᄋ-139

》!4ᄋ

(Hollister, 1979).

N ortripty'ir.e plasma.-concenfrction {n q /tn l)

Wean and standard error of amelioration score for different intervals of
plasma concentration of nortriptyline, a - Number cf patients in czch group.

Fig 5 Relation between Plasma Levels of Notrtripyline and Therapeutic Effect.—The
amelioration scores for patients in different
plasma level intervals are shown in the
chart. There was a curved relationship
between plasma level of nortriptyline and
antidepressant effect. The therapeutic
effect was slight in patients with very low
and very high plasma levels of nortripty
line while those in the intermediate conce
ntration range showed a more pronounced
amelioration. There was a significant d if
ference in therapeutic effect between the
three plasma level classes “low” (<49 ng
/m l), “intermediate” (50-139ng/ml), and
“high” (>140ng/ml) (X 2=10.89, D. F.= 2;
P<0.01). (From Asberg (1971))
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180ng/ml을 유지하다
가 150ng/ml로 낮아진 환자군에서 호전이 나타났음올
보고, 약물의 혈중농도와 치료효과

사이의 관계에 있

7) Blood Brain Barrier (BBB) 와 TCA
BBB는 약물의 분자가 plasma올 떠 나 capillary의
endothelial

cell의

membrane올

통과하여

cyto

plasm 을 지 나 다시 outer cell membrane을 통과하
여 brain의 CSF에 도달하기 까지의 과정을 통털어 칭
하는 것 이다. 이로서 BBB는 selective permeability
를 가진다.
TCA 중 imipramine은 BBB를 빠르게

통과한다.

그리고 fa t에 storage하게 되어 즉 membrane에 흡수
되고 보존되 므로 membrane
질이

통과하는 것올 막는다.

stabilize 시 켜 다른 물
이로서 imipramine은

synaptic d e ft로 유리된 amine이 reuptake하는 것올
막고 또한 amine이 M A 0 에 의해 대사되는 것으로 부
터 보호하는 기능올 수행한다.
Tertiary amine이 secondary amine보다 더 lipo
philic 하므로 BBB를 보다 빨리 통과하여 뇌에서의
initial concentration올 높이 나 나중에 는 서로 비숫
해 진다(이 endorf, 1974; Jorgensen 둥 1973).
B. Pharmacological effect

어 biphasic hypothesis를 말하였 다. 이는 Asberg 등
(1971) 의 견해를 지지하는 것이었다. 이 therapeutic
window 현상 즉 치료효과에

대한 critical range가

있다는 개념은, nortriptyline에 대해, 여러 연구자들
에 의해

확인되었다.

Risch 둥의 review에 의하면

(Risch 등 1980), 그 범위는 50〜175ng/ml이다.
그러나 다른 TCA에 대해서는 사정미 다르다. Amitriptyline에서는 critical range의 현상은 불확실하

1) 항우울작용
Kuhn (1958) 이 imipramine의 항우울작용올 보고한
이래 많은 연구 결과들이

imipramine-like drug둘,

즉 TCA가 우을증에 대해 placebo보다 우수한 항우울
작용을 나타낸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Davis, 1980).
그러 나 정상인에서는 약간의

진정작용을 일으킬 뿐

이 다. 항우울효과는 대개 투여한지 3내지 10일후에 나

며, imipramine과 desipramine에 대해서는 혈 중농도

타나게 된다. 적정 량을 투여 받고도 3주이내에 항우울

와 치료효과 사이에 linear relationship이 있음이 밝

효과가 없으면 예후가 나쁘다고 한다. 대체로 TCA는

혀지고 있고 기타 protriptyline, doxepin, clomip

소위 endogenous depression의 증상에 대해 neurotic

ramine, maprotiline, butyriptyline에 대해서는 아

depression에서 보다 치료효과가 크다고 한다(Davis,

직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더욱 연구가

1980). 또한 망상이 있는 우울증보다 망상이 없는 우울

필요한 상태이

다 (Risch 등 1980).

에효과가 크다고 한다.

또한 이 critical range의 개념은 TCA가 효과있는

화학구조와 관련하여 tertiary amine이 5-HT up-

n on-delusional endogenous depression에 한정된 것

take을 차단하여 5-HT neuronal system을 강화하

■이며 다른 종류의 depression에 까지 일반화해서는 안

므로 mood elevating, sedation 및 anxiolytic action

Table 2 Inhibition of 5-hydroxytryptamine uptake by compounds possessing the imipramine nucleus
10
/\ /~ \ /\
1 II
II !o
\ /\ N八 / 3
(CH2)„ - N 〈

R
R

Terminal
amino
group

Side
chain
length

i c 50(n

)

Potencyrelative to
imipram ne(= 100)

Imipramine

NMe2

c3

2.85X10-7

Desmethylimipramine

NHMe

c3

1.37X10-6

21

Desdimethylimipramine

NH2

c3

2.65X10-7

105

N-methylimipramine

N +Me3

205

NMeo

1.98X10-6

14

N- (dimethylaminoethyl) -iminodibenzene

NMe2

N- (methylaminoethyl) -iminodibenzene

NHMe

a-Methyl imipramine

NMe2

c3
c4
c2
c2
c3
c3
c3
c3
c3

1.40X10-7

N- (dimethylamin ᄋbutyl) -iminodibenzene

卢-Methyl imipramine

NMeo

3-Chloroimipramine

NMs«

3-Dimethylamino imipramine

NMe3

10-Methyl imipramine

NMe2

100

2.45X10-6

12

2.35X1(T6

12

4.80X10-6

6.0

9.00 x l 이6

3.2

5.60X10-8

510

2.70X10'7

105

3.75X10-7

76

IC 5o=The concentration of inhibitor required to produce a 50% inhibition of the uptake of [3H]5-HT. The potency is the direct ratio of the IC50 of the inhibitors where imipramine is given
the value of 100. Fach drug was tested at three concentrations and a mean value with standard
error was obtaind for four determinations at each concentration. Values for s.e. mean were less
than ±10%. The IC50 values were then obtained by a graphical method (Horn 둥, 1974).
Table 3 Inhibition of 5-hydroxytryptamine uptake by various tricyclic compounds
IC5o (M)

Potency relative to imipramine ( = 100)
100

Imipramine

2.85X10"7

Amitriptyline

4.90X10-7

58

Nortriptyline

1.60xl(T6

18

Promazine

8.30X10"6

Chlorpromazine

2.85 X10~6

3.4
10

Iprindole

l.OOxlO-5

2.9

See footnote to Table 2 (Horn 등 1974)
이 보다 강하며 반면 secondary amine은 NA uptake

bridge 대신 2-carbon chain이 있어 두 benzene ring

올 차단하여 NA neuronal system을 강화하여 stim-

이 서로 conjugation 되는 것을 막고 asymmetry룰

ulating activity가 보다 강하여

야기하기 때문이다 (Gelenberg 등 1978).

psychomotor act

ivating 작용이 크다고 한다(Carlsson 1969 a, b). 따

Tertiary amine이 체내에서 대사되면 secondary

라서 후자는 그 자극 효과로 해서 불안과 긴장을 악화

amine이 되므로 후자를 투여하면 작용시간이 더욱 빠

시킬수도 있다 (Davis, 1980).

르게 나타나리 라 예상되지 만 실제 그러하지 않다 한다

TCA의 화학구조와 그 작용특징에

대해서 많은 연

구가 있다. 우선 거의 같은 구조를 가지면서 TCA가
phenothiazine과 작용이 틀리는 것은 후자의 sulfur

(Maxwell 등 1978).

Amitriptyline은 imipramine

에 비해 central ring에 nitrogen 대신 carbon으로 되
어 있고 측쇄의 첫 carbon과 double bond로 되어있

다. 이 구조는 doxepin과 nortriptyline에도 있는바,

일찌기 Klein 등 (1962) 은 phenothiazine이나 다른

이들은 imipramine이나 desipramine 보다 진정 작용

sedatives로 치료되지 않던 panic attack이 imipra-

이 강하다. 특히 doxepin은 예외적으로 chlordiaze-

mine으로 치료됨을 관찰하였다. Z itrin 둥 (1978) 은

poxide에 비견되는 진정작용을 갖고 있다.

phobia 에

그러나

protriptyline은 상당한 자극작용을 갖는다 (Maxwell
둥 1978).

대한

hehavior

강하며, 2개때는 약하고 4개가 되면 치료작용은

supportive

psychotherapy, imipramine 투여 및 placelo 투여
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측쇄에 3개의 carbon이 있올때 가장 항우울효과가

therapy,

그 결과 Simple phobia에는

치료효과가 상호 큰 차이가 없었으나 agoraphobia와

없거

mixed phobia에는 imipramine은 placebo 보다 유의

나 독성이 있게된다. N-substitution에 있어서도 me-

하게 효과가 있음과 그러나 정신치료와 행동치료의 효

thyl-substitute나 unsubstitute라야지 ethyl이나 al-

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었음을 보고 했다. Jobson 등

kyl group이 치환되면 효과가 없거나 독성이 있게 된

(1978) 도 심한 panic attack, agoraphobia 및 somatic

다. Ring substitution에 있어서도 3-chlor, 10-me-

anxiety를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이 증상

thyl, 또는 10，11-dimethyl은 active하다. 2 benzene

이 benzodiazepine으로 효과가 없었으나 low dose 즉

ring 사이 bridge가 CH2ᅳCH2이거나 C H = C H 가 되

lm g/kg 정도 용량의 imipramme과 amitriptyline으

어 효과상 별 차이 는 없다(Maas 등 1975). 특히 5-HT

로 성공적으로 치료됨을 보고 하였다.

uptake을 차단하는 효과에 있어서 측쇄가 3-carbon

2-4mg/kg정도 용량으로 나타내는 항우울작용과는 그

일때, tertiay amine 일때, uptake 차단효과가 강하

기전이 다를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전은

고 carbon수가 줄거나 methyl substitution 되면 약

MAC)I와 propran이이과 같이 卢一
adrenergic receptor

화시킨다

Central ring의 bridge가 sulfur로 치환되

거나 exocyclic N-C bond가 double

bond일때 약화

된다고 한다(Horn 등 1979) (table 2, 3 참조).

이는 대량, 즉

의 차단에 의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볼때 불안
의 개념과 분류를 새로이 검토해야 하며 또 그에 따라
치료방법도 달라져 야 할 것 이라는 제 안도 있는 것 이다

Citalopram은 TCA에 비견되는 항우울 작용이 있

(Freedman 둥 1981).

는 바 이는 5-HT의 uptake inhibition에 의한다고
한다. (Chlistionsen 둥 1977) ，(Hyttel (1979)은 그
것 이 chlorimipramine 보다 2〜10배 강하며,

3) Behavioral effects.

또한

초기 연구에 의하면 TCA는 항우울작용이 외 에 agit

5-HT turnover도 감퇴시킨다고 했다. Zimelidine도

ated disorganization, 즉 bizzare하고 공격적 행동

5-HT up take 올 차단하므로 항우울작용올 나타낸다
(Siwers 둥 1976). Mianserine도 TCA와 같은 정도
의 항우울작용이 있으며 부작용이 적으며 약간의 진정
있다 하는데 (Montgomery, 1980)

작용이

그 기전은

과다. 심지어 망상까지 나타내며 이는 phenothiazine
으로 해 소된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Klein 등 1962).
Gelenberg(1978) 의 review에 의하면 TCA는 정상인
에서 euphoria을 일으키 지 않는다. 그러 나 주의 집 중을

주로 NA uptake 차단에 의한다다고 한다(Goodlet둥

감퇴시키는데 이는 phenothiazine과 유사하다. TCA

1977) Nomifensine은

는 기억장애를 일으킬수 있는데

NA 보다 DA uptake 차단하

므로 항우울효과를 나타낸다고 한다. 항불안작용도 있
으나 Sedation 작용은 없다한다 (Brogden 등 1979).
Trazodone은 뇌의 serotonin uptake을 차단하므로
항우울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며 (Garattini 등 1976),
또한 a-adrenolytic action 때문에 고혈압환자의우울
의 치료에

유리하다고 한다.

Dibenzepine의 작용은

imipramine과 am itriptyline의 중간적 특징이 있어
치료초기엔는 항불안작용을

10일에서 2주후의 두번째

digit recall은 보다

덜하나 paired-association learning을 보다 크게 장
애 한다. Short-term memory 보다 memory storage
장애 를 일으키 는데 이는 anticholinergic agent와 유사
하다. 그러나 학습장애를 치료할때 am itriptyline을
사용하면 효과적이 라는 보고도 있는 바, 이는 감각자
극에 대해 alerting response을 일으키 므로 효과를 낸
다고 생각된다. 동물에서 TCA는 자발적운동과 기 억

항우울작용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 기전

행동을 감퇴시키는데 이는 diazepam과 유사하다. 그
러나 imipramine은 비둘기의 food-reinforced ope

은 N A 와 5HT의 uptake blockade에 의한다고 한다

rant behavior을 강화한다고도 한다. 또한 hexobar-

(Rehavi 등 1977).

bital에 의한 수면과 alcohol에 의한 narcosis을 감퇴

단계에서

2)

Acute anxiety에 대한 효과

시키고, 체온올 내리며, ataxia을 유발한다. 뇌손상에
의한 난폭행 동을 강화시 키는데 이는 adrenerg activity

룰 증가시킴으로서이 다 전기자극으로 생긴 동물의 공
격적 행동은 imipramine의 acute treatment로 감퇴
되나 장기 투여 시는 증가된다. TCA는 또한 hypoth
alamic intracranial self-stimulation을 증가시킨다.
TCA가 개 발된 초기에 동물실험 을 통하여 알려진바
일반적

약리작용은 다음과 같다(Sulser 1978 a). 1)

4) 뇌리오F 수면에 미치는 영향
동물에서 소량의 T CA 는 뇌파상에 간성시 corticat
synchronization*을
: 유발고1굿]며,

Low

jrequencyv

high voltage wave를 증가시킨다. 또한 감각자극에
대한

arousal

reaction을

tertiary^

억제 기키는데

말초 adrenergic receptor에서 endogeneous 및 exo

amine이 보다 강하다.

genous catecholamine의 작용올 강화한다. 즉 peri

anticholinergic effeet에 의한것 같다(Longo, 1978).

pheral sympathetic system의 N A작용을 강화한다.

대 량의 TCA는 CNS에 자극효과를 나타내는 바 주로.

이는 tertiary amine 보다 secondary amine의 작용

rhinencephalon에 convulsive discharge를 나타낸다

이 보다 크다, 2) TCA는 amphetamine-like drug의

이같은 dual effect는 소량에서

CNS에 대한 작용을 강화한다. 이는 catecholamine의

discharge 틀 연장시키고

대사를 차단하고 amphetamine에 의해 유리된 N A 의

threshold를 낮추나 대 량에서는 그 반대효과를

uptake을 차단함으로서 이다. 3) TCA은 guanethid-

나는데서도 볼 수 있다 (Longo, 1978).

ine에 의한 sympatholytic effect룰 예방한다. 즉 catecholamine에 의한 amine의 depletion과 adrenergic

이 작용은

아마도

TCA의

amygdaloid

amplitude 을

after

증가시키며
나타-

수면에 대해서 TCA는 total sleep올 증가시키고.
REM Sleep은 감소시킨다, 장가간 투여후 중단하면

neuron block을 예방한다. 4) TCA는 reserpine에

REM 의 rebound

의해 생긴 syndrome에 antagonist이다. 동물에 res-

6). 이 현상은

사람에서도 확인된 바, imipramine,

erpine을 주면 tranquilization, sympathetic effect

desipramine,

chlorimpramine., doxepin은 REM

의 감퇴, central parasympathetic activity의 증가

을 억제하며，그 중 chlorimipramine이 가장 강하고.

및 추체외로

doxepin이 가장 약하였다.

증상의

출현이

나타나는데 이 현상은

model depression으로 항우울제 의 screen에 이용된

phenomenon이 나타난다 (Figure^

중단시 rebound도

있었

다. 그러 나 iprindole과 trimipramine은 이런 작용

다. TCA는 이 효과를 반전시키는 것이 다. 5) TCA

이 없었다(Dunleary 등 1972). REM 억제의 기전은

는 catecholamine과 5-HT의 uptake올 차단한다. 초

5-HT uptake 억제 에따라 pontine nuclei, geniculate*

기에는 이 작용이 항우울작용의 주된 기전으로 생각되

body 및 occiptal cortex를 억제하기

었다.

이러한 뇌 파상의 영향과 약물의 생화학적 효과와의 관
련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한 형편이다.

이후 발전된 여러 약리작용의 기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각각을 보다 자세히 논하게 할것이 다.
t!UV IS 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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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effect of desipramine on REM (From Dunleavy 등 1972)

때문이 라 하나

증가시 키되 야

위에 fast activity가 superimpose된다. 어떤 _연구자
는 ar-wave와 epileptic potential 즉 sporadic spike
and wave틀 나타낼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Desip-

7) Non-neuronal tissue에

영향

Preskorn 둥 (1980) 은 TCA들이 cerebral capillary

ramine 투여시는 imipramine 보다 서 파는 적고 더

의 permeability를

faster 해진다. amitriptyline 투여시 fast activity

Doxepin이 가장 강하고 다음 amitriptyline, im i

가 보다 덜한데

이는 이 약물의 보다 큰 진정작용을

pramine, nortriptyline, desipramine, protriptyline

반영한다고도 한다(Itil, 1978). TCA의 이러한 뇌파상

의 순이 었다. 이 permeability는 central adrenergic

의 영향올 “thymoleptic-type” EEG reaction이라 부

system에 의해 조정되는데 TCA가 이 N A system에

른다 (Itil, 1978).

영향한 것이 다. 이 증가된 permeability로서 glucose
와 aminoacid가 보다 잘 통과하게 될것이다. 이는 또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5) Enuresis에 대한 효과

한 TCA가 뇌의 fkiid dynamic metabolism을 통해:

1960년, McLean (I960) 이 imipramine nocturnal

뇌기능에 도 영향을 주리 라는 것올 시사하는 것이 다

enuresis에 효과있음을 보고한 이래 많은 연구가 이를

8) Psychoendocrionology에 있어서으| TCA

확인해 왔다. 항우울효과가 장기투여 후에 나타남에 비
해, 야뇨증치료효과는 즉각 나타난다. 초기에는 이 기

TCA가 우울에 관련된 endocrine system과의 상

전으로 peripheral anticholinergic property를 생각

호 작용이 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다

했었으나 다수의 순수한 perpheral anticholinegie

(Ettigi 등 1977). Limbic system과 hypothalamus

agent가 enuresis에 효과가 었음올 발견한 후 (Rapo-

간의 관계가 N A 에 의해 증가되 며 또는 hypothalamus

port 등 1980) 다른 기전이 모색되고 있다. Rapoport

pituitary-adrenal (HPA) axis 및 hypothalamus-

등 (1980) 은 imipramine, desipramine 및 methsco-

pituitary-thyroid(HPT) axis 등의 활동이 N A 에 의

polamine bromide의 enuresis 치료효과 연구하여 그

해 유발되며 또한 이 기능이 우울때 변화한다고 알려

치료 효과는 anticholinergic effect가 아니며, 그렇

져 있다(Schlesser 둥 1980; Wehybrow 등 1981).

다고 paychotropic effect에 의한것도 아니고 또한
sleep pattern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님을 보고 하였
다. 그는

치료효과가, 약물 혈중 농도에 비례함올 보

았다. 또한 imipramine과 desipramine간 차이가 없
음을 보고 enuresis 치료효과가 adrenegic 또는 sero-

丁CA 가

또한

thyroid

stimulating

hormone

(TSH) 또는 thyroid hormone (TH) 와 병용투여 될
때 항우울효과가 상승한다. Dexamethasone도 TCA의:
효과를 상승시킨다.
TCA는 부작용의 하나로서 체중을 증가시 키는바 아

tonergic effect에 의한 것이 아닌것 같다고 했다. 그

는 carbohydrate craving 때문이 다.

러나 그는 그 기전으로 말초에 작용하는 «- 및 P-re-

glycemia을 야기하는 바 이 hypoglycemia는 insulin

TCA는 hypo-

ceptor에 작용하는 adrenergic mechanism올 제 안하

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Insulin은 growth ho-

rmone(GH) 을 증가시키는데 이 growth hormone은

였다.

unipolar depressin 때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Sa-

6) Dyskinesia

cchar 둥 1971). 즉 T CA 는 glucose 대사와 GH 에 영

TCA 치료에 있어서도 dyskinesia가 보고되고 있다

향할 수 있는데 이는 hypothalamus를 중개로 할것 이

(Burks 등 1974; Fann 등 1976). 그 기전은 pheno-

며，아마도 hypothalamic sensitivity에 영향함으로

thiazine에서와 같이 corpus striatum에서 dopamin

서일것이다 (Paykel 둥 1973).

ergic system과 cholinergic system간의 균형의 변화

TCA가 우울에 관련된 이러한 내분비계에

미치는

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치료초기 의 extrapyramidal

영향을* 가정 할 수 있 다. CNS 의 neurohormone 들은

symptom은 상대적 dopaminergic deficit, 또는 상

대개

대적 cholinergic excess에서 오고, 후기의

system,

tardive

N A을

중개로

기능을

나타낸다.

즉 limbic

cortex 및 reticular formation들은 N A 의

dyskinesia는 상대 적 hyperdopaminergic 또는 hy-

neurotranamitter올 중개로 hypothalamus에 영향히*

pocholinergic activity에 의한다고 한다. 즉, TCA도

고 이로서 pituitary 이하의 내분비계 기능과,

phenothiazine과 구조가 비슷하여 장가간 투여시 같

및 생 리반응을 일으킨다. 특히

은 원리로 dyskinesia을 유발한다는 것이다(Fann 등

catecholamine neurotransmission과 관련된 卢-ad-

1976).

renoreceptor를 중개로 그 기능을 증가시키고 이로서

행동

thyroid hormone은

central adrenergic system의 transmission을 증가
시킨다.

Table 4 Relative potencies of tricyclic agents as
antihistamines and anticholinergics*

이로서 우울이 경감되는 것이다(Whybrow

1981). TCA도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되겠지만, 이
러한 fadrenoreceptor와 관련된 cyclic AMP system

Compound

에 영향하여 항우울작용을 하는 것이다.

Tertiary amines
Amitriptyline

TCA 치료로 일부 환자가 manic 해진다는 보고가

冊

■Hf

Imipramine

朴

朴
+

Secondary amines

■에서 depression이 mania로 switch 내지 cycling 하

Nortriptyline

게 될때 TCA치료가 이룰 촉진하는 수가 있다고 알려

Protriptyline

져 있다(Bunney 등 1972; Wehr 등 1979). Mania로

Desipramine

증가하는데

TCA는 이 현상을

(Bunnney 등 1972).

강화한다는

유발인자로서

것이다

+ +

있고 (Klein 등 1962) , 또한 bipolar affective disorder

직전에 catecholamine neurotransmitter가

册

Doxepin

ᅲ=

9) Switch process어| 대한 영향

바뀌기

Antihistamine Anticholinergic

뮤
+

*+=least, -I-= most.
(From Rosenbaum 1979)

Wehr등 (1979)

은 hormonal disturbance을 들었고, Whybrow 등

mipramine, imipramine 및 amitriptyline은 대단히

<1981) 은 卢-adrenoreceptor의 sensitivity의 balance

심하다고 한다. 한편 femoxetine은 nortriptyline과

의 장애 즉 卢-dominance에 의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유사하나 citalopram은 대단히 약하다(Clemmesen 등

다시 TCA와 jS-adrenoreceptor 간의 가능한 관련성

1981). Dibenzepine도 anticholinergic effect가 대

을 추정할 수 있겠다.
그러 나 Extein 둥 (1979) 는 bicyclic antidepressant

단히 약하다고 한다 (Rehavi 등 1977).

이 며 5-HT uptake inhibitor인 zimelidine은 desipramine과 달리 rapid mood cycling에 영향이 없음
을 보고 역시 N A 가 switch process에 결정적 역활을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우울증을 N A 결핍 에 의
한 것과 5-HT 결핍 에 의한 것 (Asberg 등, 1976) 등
두가지로 구분해보는 의견을 지지하는 것 같다.

11) 타약물과의 관계
대체-로 고혈압을 가진 우울증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문
제 인데 guanethidine, clonidine, alphamethyldopa,
propranolol, metoprolol 둘은 TCA 효과를 방해 하며
동시에 혈압하강작용도 약해진다. 그러나 chlorothia
zide 의 혈압하강작용은 강화한다.

lithium 과 병용투

여되면 심한 postural hypotension이 온다. 전술한대

10) 기 타

로 thyroxin은 丁CA의 항우울효과를 올리 며 methy-

기 타 약리 작용으로전술한 말초에서 의 sympathetic

Iphenidate도 그러하다. 그러 나 alcohol, barbiturates

potentiating effert, 이외에도 serotonergic effect,

oral contraceptives들은 효과를 낮춘다. M A 이와 병

atropins-like anticholinergic effect, antihistamine

용되면 고혈압과, hyperpyrexia와 경련이 유발될 수

effect 둥이 알려지고 있다. 그 결과 여 러 임상적 효

있다. antiparkinsonian drug에 대해서 는 anticholi

즉 sedation다 cardiac

nergic effect를 강화시키고 dicumar이의 anticoagul

irritability, postural hypotension, palpitation, 현

ant effect룰 강화시킨다. phenothiazine과 병용될때

blurred vision, 변비 등이 그러한

는 항우울효과가 어느정 도 강화되다가 감퇴된다 (Ro

과와

부작용이

훈, 그리고 구갈,

나타난다.

것 이다. 이 러한 생체 반응과 그 작용기 전에 대해 많은

senbaum 등 1979).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C. Mode of action

특히 anticholinergic effect에 관해서 많은 연구가
있는데 (table 4) 그중 전형적 TCA 보다 새로이 개발
된 약물들이 이 작용이 보다 약하다고 한다. 즉 Raf-

1)

Inhibition*of-uptake theory

aelsen 등 (1980) 에 의하면 isocarboxazide와 lithium

TCA의 작용기전은 Axelrod 등 (1961) 과 Hertting

은 peripheral anticholinergic effect가 거의 없고

둥 (1961) 등이, release된 N A 가 axon terminal로 다

zimelidine과 nomifensine은 약간 있으며,

시 uptake 되는 것을 차단하므로 postsynaptic rece-

mianse-

rine는 보다 심하나 maprotiline, nortriptyline, chlo-

ptor에 생리적으로

active한 N A 의 availability를

ᅳ증가시킴으로서이 다라고 발표하므로서 연구의 길이 열

가장 좋은 공간적 구조를 갖는다고 보아야

했 다 . 이 현상은 그 후 여러 언구를 통해

확인되었고

따라서 TCA와 구조가 유사한 화합물인 spirocyclo-

밝혀졌다

hexyl compound, tertalin 유도체 , bicyclic compo-

(Carlsson 등 1969 a, b). 그 기전은 competitive in-

und (예 Lu3-010) 도 TCA와 유사한 N A uptake in-

:N A 뿐 아니 라 5-HT의 uptake도 차단함이

• hibition으로 밝혀졌 다. 동시 에 이 연구 결과들은 우
-울의 catecholamine hypothesis가 나타나도록 자극
•하였었다 (Schildkraut, 1961).

hibition을 나타냄올 볼 수 있다(Maxwell, 둥 1978).
이같은 원리는 5-HT와 DA uptake에서도 적용된
다. 전술한대로 TCA는 DA uptake inhibition은 약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tertiary amine은 주로 5-HT
ᅳ의 uptake을

할것 이다.

차단하고 secondary amine은 N A 의

하다.
Serotonin의 uptake receptor는 구조상,

planar

-uptake올 차단함이 밝혀졌으며 따라서 그 항우울작용

indole ring과 terminal nitrogen에 해당하는 공간상

■이 조금씩 다름은 전술한 바와 같다(Ross 등 1978).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TCA가 aminoacid neurotransmitter의 uptake도

이에 맞는 구조를 가진

TCA-fe- 5-HT receptor에 competitive inhibition■
을
：

차단한다고 하는데 즉 glycine 및 glutamate의 uptake

하게 된다. Tertiary amine은 secondary amine 보

를 차단한다 (Johnston 둥 1971). 그러나 7"-aminobu-

다 5〜10배 강하다 (table 3 참조) . 가타 구조상 특징 이

tyric acid (GABA) 는 release 시킨다고 한다 (Wein. stein 둥 1971).

uptake 차단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기술한 바와

같다. TCA가 까니더 라도 유사한 구조를 가진 화합물

Amine neurotransmitter의 uptake을 차단하는 기

은 역시 5-HT uptake inhibit 하게 됨은 당연하다.

•전에 관해서 Maxwell 둥 (1978) 은 다음과 같이 말하

여기에 속하는 유명한 예는 FG-4963, L illy 110140,
chlorpheniramine이다.

고 있다. Uptake receptor의 분자구조가 NA 5-HT
또는 D A 와 맞도록 되어있는바 TCA가 이 receptor와
결합하므로 competitive하게 억제하는 것 이다.

이에

이와같은 약물의 분자구조상의 특징 이 uptake rece
ptor^] 작용하는 정도를 반영 하고 있 다고 본다면 TCA

해당하는 TCA의 분자구조상 문제는 central bridge

의 구조를 변경시켜 임상효과가 어면가 연구하는 것은

올 두고 양쪽의 phenyl ring이 상호 어떤 각도로 유

흥미 있는 일이다. 우선 desmethylation 되면 5-HT

그 각도 즉 dihedral angle

보다 NA uptake inhibition에 보다 효과적 이 된다는

이 90〜180°로 유지될때 uptake blocking이 강하고

것은 이미 말한바 있다 (Carlsson 등 1969a, b). Ma-

지 되는가 하는 것이 다.

:각도가 작아지 거나 bridge가 없으면 약해지 고, copla-

protoline은 TCA와 달리 dibenzo-bicyclo-cctadiene

：
nar 일때는 매우 약해진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

ring system을 가지 고 있는데 이는 N A uptake in-

다. 따라서 측쇄의 nitrogen이 receptor site의 nega

bibition이 imipramine과 비슷한 정도이나 serotonin

tive charge area에 꼭 맞고, 같은 plane 위 의 phenyl

에 대해서는 약하다(Maxwell 둥 1978).

ring이 NA 의 과-carbon 위에 있는 hydroxyl group

그러나 TCA와 기본구조는 같으나 ring system이

•꾀 위치에 해당하는 장소, 즉 hydrophobic surface

약간 틀린 iprindole과 tetracyclic antidepressant인

를 차지 한다고 보았다. 이같은 현상은 methylpheni-

mianserine은 이쇼나 5-HT uptake inhibition 작용

•date, deoxypropranolol 및 cocaine의 특정 optical
isomer들이 NA uptake inhibition 하는데 서도 나타

이 없으면서도 항우울작용을 가진다(Rickels 등 1973;
Kafoe 둥 1973).

나고 있다. 이들역시 구조상 같은 거리에 있는 phenyl

이 현상은 TCA의 작용기전이 uptake inhibit 이 라

ring과 nitrogn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DA

는 설명 에 대해 재고찰할것 올 요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은 /3-carbon 위에 hydroxyl group이 없으므로 NA

우울의 amine hypothesis에도 재고찰을 요구하는 것

upatake site에 맞지 않아 TCA는 D A uptake inhi

이다. 그 이유를 종합하면 첫째 antipsychotic agent

bition 작용은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NA

도 이런 uptake blocking 작용이 있다, 둘째, amine

uptake receptor에 작용하는 inihibitor둘은 같은 NA

uptake inhibit해도 항우울작용이 없는 화합물이 있는

receptor에 꼭 맞는 공간상 구조를 가진다. 즉 lock

데 그 대표적 인 예가 FG 4963이다.

.and key 관계로

세째 amine up

competitive inhibition을 하는 것

take inhibit 하지 않아도 항우울작용이 있는 약물, 예

이 다. 이렇게 recptor에 작용하는 힘은 tricylic이 가

를들어 iprindole과 mianserin이 있다. 네째，uptake

:장 강하고 diphenyl, monophenyl, no phenyl 순으로

inhibition은 TCA의 1회투여시 즉각 나타나는 약리

'•약해진다. 그 이유는 TCA가 receptor site에 맞기에

반응인데 TCA의 항우울효과는 2주이상 장기간 투여

해야 나타나는 사실은 이 기전으로는 설명할수가 없 다
다섯째, MAO inhibitor도 post-synaptic receptor
site에 monoamine의 availability룰 높인다. 여섯째，
T C A 가 monoamine oxidase system을 inhibit하는
작용도 발견되고 있다(Sulser 등 1978a). 따타서 TCA
의 작용기 전은 초기 의 uptake inhibition 이론과는 다
553

른 기전일지도 모르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다.
2) Monoamine Release에 대한 TCA의 영향
TCA 가 adrenergic neuron의 membrane에서 u p 
take 을 차단하는 것이 주작용으로 알려졌었지만 한편
어면 연구들은 TCA가 storage vesicle에서 즉 intransuronal amine concentration mechanism을 방해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Steinbery 등, 1970).

또한

metaraminol은 NA release 시키는데, desipramine
은 이러한 NA release을 감소시킨다고 하는 보고도
있다 (Leitz,

1970) 이러한

사실은

TCA 가 NA 의

release를 감소시키 리 라는 것을 암시 하는 것 이다.
Synapsis에는 많은 receptor들이 있는 바 (Langer,)
1977) 그중 presynaptic a-adrenoreceptor가 이 NA
release을 조절한다고 한다. H ugh(1978) 와 Crew 등
(1978) 은 desipramine 둥 TCA들이 투여 되었을 때
presynaptic a-receptor가 차단되 거나 sensitivity가
점차 감소함을 보았다. 이는 N A release을 억제하게
되는

negative

feedback

mechanism이 감퇴되어

결국 NA release가 증가되리라고

예상되는 것이다

(figure 7). TCA의 작용기전은 초기의 uptake 차단
보다는 presynaptic ᄋ
:-receptor subsensitivity가 중
개한 NA release에 미친영향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 인
데 , 이는 또한 TCA의 delayed effet를 설명 하기 도 하
는 것 이다. 그후 Harper 등 (1979) 는 여 러 약물을 조
사하여

mianserine은 N A release을 증가시켰으나,

maprotiline, desipramine, nortriptyline은 모두 감
소시켰고， doxepin,

imipramine

및 iprindole은

Control

free

*ftcr 1 d*y

after 3 weeks-

kg~^ day"1
OMI
'

20 rni

Fig. 7 Effects of desipramine (DMI) administra
tion on the efflux of [3H] norepinephrine •
during field stimulation. Atria were incubated w ith [3H] dopa for 1 hour and then
washed for 45 minutes (10). Solid bars,
efflux of [3H] norepinephrine during the10-minute period prior to field stimulation;
striped bars, efflux of [3H] norepinephrineduring the 10-minute period of field stimu
lation. Bars represent mean values ± stand
ard errors (vertical lines) fo r eight cont
rols (168.0 percent increase. p<.005) ;
three calcium-free preparations (no signifi
cant change); six preparations from rats
treated for 1 day with desipramine (186.8
percent increase, P < . 005); and six prepa
rations from rats treated for 3 weeks;
w ith desipramine (236.6 percent increase,.
pC.0005).
(From Crew 등 1978)

receptor blocking 작용이 명 확치 않았다. 따라서 이

substrate이고 과-phenylethylamine은 MAO-B의 suᅳ

a-adrenoreceptor mediated control mechanism은

bstrate이다. 우울때는 소변의 phenylethylamine이

TCA의 항우울작용의 공통된 기전은 아닌것 같다고하

감소되어 있고 B-form M A O 가 증가된 상태이다.

였 다. 이 부분은 receptor 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논하

Sulser 등 (1978b) 의 review에 의하면,

겠 다.

들이 1968년에 in vitro에서 imipramine과 am itript—

3) TCA으| MAO inhibitor로서의 작용

일부 연구자-

yline이 간의 M AO 을 inhibit 한다고 보고한 바 있으.
며 1970년 중반에 는 다수 TCA들이 B-type의 M AO를

TCA의 작용이 uptake inhibition이라기 보다 MAO

inhibit 함을 보고하였 다. Roth 등 (1975) 은 imipra

inhibition이라는 의견이 있다. mitochondrial MAO

mine, desipramine, amitriptyline, iprindole, mia

는 최소한 2개 의 substrate binding site가 있는 바,

nserine，doxepin 둥이 M AO의 B-type을 inhibit함

MAO-A와 MAO-B가 그것이다. [5-HT는 MAO-A의

을 보고하였다. B-form의 M AO는 tranylcypromine

과 pargyline이 작용하는 대상이 다. TCA의 M A O I르
서 의 작용은 구조상

ring system과 side chain 사이

double bond가 있을때 보다 강하다. 이러한

약물은

am itriptyline이며 chlorprothixene도 해당된다. 이
는 imipramine과 chlorpromazine 보다 7〜8배 강하
다. 그러 나 imipramine, amitriptyline, iprindole은
뇌에서 labeled phenylethylamine의 소실올 block하
나，pargyline, tranylcypromine 및 nialamide는 상
당한 증가를 초래했다. 따타서 대체로 TCA는 M AOI
로서의 작용은 아직 확정적이 못되며, 있다하더라도
약한 M A O I로서 항우울작용에 중요 역활을 하는 것으
로 생각되지 않는다 (Sulser, 1978a).
4) TCA으1 amine synthesis와 turnover에 대한 영향
많은 연구자들이 TCA가 amine transmitter의 합

Fig. 8 Dose-dependent j depression of a norepine
phrine cell by repeated injections of desi
pramine (0.2 mg/kg, i. y. at the arrows).
A fter each dose a new lower level of
regular firing rate was attained until there
was an almost complete inhibition of firing.

성과 turnover에 미치는 영향올 연구함으로 항우울효

하면 이들의 turnover rate는 감소되고 firing rate

Neff 등 (1966) 은

도 감퇴한다. 이는 neuron에서 N A 와 5-HT의 출현

과의 기전을 설명해 보려하였다.

nortriptyline과 protriptyline의 뇌의 NA turnover

이 감퇴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룰 증가시 켰으나 DA에는 영향없 음을 보고했 고 Corodi

그러 나 다음 연구들은 좀 다른 측면을 보고 하고 있

둥 (1968) 은 imipramine은 N A 와 DA의 turnover는

다. Glowinski 등 (1971) 은 TCA가 NA, DA 및 5-HT

영향하지 않으나 5-HT의 turnover는 현저히 감퇴시켰

가 그 전구물질로 부터 합성되는 과정에

미치는 영향

다고했다. 이 사실은 tertiary amine이 serotonergic

울 연구하였다. 그 결과 imipramine은 5-HT 생 성 링^

system에 주로 작용하고 secondary amine이 N A

을 감소시켰고, desipramine은 N A합성은 증가시켰

system에 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재 확인하는 것으로

으나 D A 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었다. Segal 둥 (1974>

생각되었다.
그러나 Schubert 등 (1970) 은 동물에 labeled tyro

은 TCA에 의해 N A의 availability가 증가되었을 때
tyrosine hydroxylase의 활동은

반대로

감퇴하는

sine 또는 tryptophan을 주고 TCA의 영향을 보았고

adaptive change가 나타남을 보고했다. 즉 TCA를

그 결과 TCA들은 5-HT와 N A 의 합성과 turnover를

장기

감소시켰다. 그는 설명하기를 TCA가 uptake 차단하

cortex area에서 이 효소의 작용이 감퇴한다. 그러 나

여 증가된 N A 와 5-HT가 일종 negative feedback으

이 현상은 TCA의 1회투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투여

하면,

locus coeruleus,

hippocampal

로 presynaptic neuron의 impulse activity를 억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인정되는 의견은, 전:

했기 때문일 것이 라 하였다. 이 사실은 NA 또는 5-HT

술한대로, TCA의 acute treatment 시에는 뇌의 mo

를 주로 함유하는 neuron의 활동에 미치는 TCA의 영

noamine 들의 turnover rate이 느려진다는 것 이다. 그ᄂ

향에 의해 확인된 바, 즉 Sheard 등 (1972) 는 raphe

터나 Schildkraut 등 (1971) 은 TCA룰 장기간 줄때는

nucleus에서 tertiary amine인 imipramine과 am i

turnover rate이 증가됨올 관찰하고 이 현상이

TCA.

triptyline 및 chlorimipramine이 serotonergic neu

의 delayed clinical effect를 설명하는 것이 타 하였.

ronal firing rate을 감소 시켰디고 하였고, Nyback

다.

등 (1975) 및 Scuvee-Moreau 등 (1978) 은 secondary

그러나 이 견해에 반대하는 의견，즉 imipramine.

amine인 desipramine, nortriptyilne, chlordesipra-

등 TCA 장기 투여 에도 receptor로 중개 되는 뇌 의 N A

mine은 locus coeruleus의 N A neuron의 firing rate

neuron의 feedback inhibition이 없다는 견해가 있올

을 감 시 켰 다 고 하였다 (figure 8 참조).

뿐아니 라 (Leonard 둥 1976), Rosloff (1974) 는 iprin-

이 사실들을 종합하면 monoamine의 uptake를 차

dole이 TCA에 비견되는 항우울효과가 있음에도 불구-

단하여 synapse에 amine이 증가하면 이에 대한 여 러

하고 장기간 투여했올때 desipramine라는 대조적으로

가지 적응 내지 보상적 반응이 뒤따라 발현함을 볼 수
있는 것이 다. 즉 monoamine의 uptake을 급히 차단

rnover rate에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

monoamine uptake도 inhibit 하지 도 않고 또한 tu

61들중 beta-adrenoreceptor, nicotinic

receptor

및 angitoensin receptor는 NA release을 촉진하는
기능올 가지 나 기 타 나머 지는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다.
Postsynaptic receptor로는 alpha-receptor, betareceptor, muscarinic cholinoreceptor, 5-HT receptor
가 있다. beta-receptor 만이 effect cell인 smooth
muscle올 relax 하고 나머지는 contraction 시킨다.
그러나 중추신경계에는 현재까지, pre 및 postsyn
aptic alpha-receptor, presynaptic dopamine rece
ptor,

postsynaptic 5-HT

receptor, presynaptic

opiate receptor, presynaptic muscarinic receptor
_Fig. 9 Role of the presynaptic a-and ^S-adrenoceptors in the regulation of noradrenaline
release during nerve stimulation. During
noradrenaline (NA) release at low frequen
cies of nerve stimulation (when the concen
tration of the released transmitter in the
synaptic cleft is rather low) the positive
feed-back mechanism mediated by presynapitic ^-adrenoceptors is activated leading
to an increase in transmitter release. As
the concentration of released noradrenaline
increases, a threshold is reached at which
the negative feed-back mechanism mediated
by presnap tic «-adrenoceptors is triggered,
leading to inhibition of transmitter release.
Both presynaptic feed-back mechanisms are
present in nerves, irrespective of the a or
p nature of the receptors that mediate the
response (R). of the effector organ.
(From Langer 1977) ，
교 하고 있다. 따라서

turnover rate에 대한 영향을

T C A 의 작용기전으로

보기에 아직 문제가 많다고 하

깼 다 . 아마도 항우울제들의 기전은 단일하지 않을지
모른다. 따라서 iprindole은 T CA 와 MAC)I와는 다른

아직 presynaptic beta receptor

가 CNS에 있다는 증거는 없다.

최근 postsynaptic

beta receptor와 histamine receptor가 보고되고 있
다.
최근 TCA 약물들이 여 러 receptor에 competitive
antagonist로 작용한다는 것이 연구되고 있다. 현재까
지 presynaptic alpha-adrenoreceptor,

postsyna

ptic beta receptor, postsynaptic 5-HT receptor,
muscarinic cholinoreceptor, dopamine receptor,
Hi, H2-histamine receptor 및 opiatereceptor 등
에 TCA가 영향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전술한대 로 alpha-adrenoreceptor 는 N A release을
억제하는 바 (figure 9), Crew 둥 (1978) 은 흰쥐에 desipramine올 3주간 주고 isolated atrial strip에서
frequency-response curve와 3H-NA의 efflux에 미
치는 영향올 보았는데 그 결과 desipramine이 3H-NA
의 efflux를 대단히 증가 시킴올 보았다. 저자들은
desipramine이 presynaptic alpha-receptor의 sensitivity올 감소시켜

presynaptic inhibition올 없앰

으로 N A 증가를 가져왔다고 설명하였다(figure 7).
비록 desipramine이 short term으로 N A uptake을
차단한다해도 adrenergic tramsmisson은 약간 강화

제 3 의 항우울제 라고도 불리 운다.

될뿐이 며 long-term treatment에 의한 receptor에의

5) Presynaptic alpha-adrenergic receptor에 대한
TCA으| 영향
최극 약리학분야에서 왕성하게

가 보고되고 있다.

영향이 보다 중요한 것이라 하였다.

이는 더욱 이

TCA에 효과있는 환자의 CSF에 N A 대사물인 3-me연구되고 있는 분야

:가 있는데 그것은 synapsis에 있는 receptor들의 기

thoxy-4-hydroxyphenyglycol (MHPG) 가 감소되는
현상과 일치한다(Horn. 1980).

능에 대한 것이다. Langer (1977) 의 review에 의하면

U ’prichard 등 (1978) 은 alpha-receptor에 affinity

말초기 관에 adrenergic neuron의 pre- 및 post-syn-

가 큰 약물은 sedative hypnotic effect가 강한데 그

aptic receptor로서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muscarinic

좋은 예 가 thioridazine 이라고 하면서 TCA 중에 서 도

•cholinoreceptor, dopamine receptor, opiate rece

tertiary amine이 secondary amine 보다 a ffin ity 가

ptor, prostaglandin receptor, adenosine receptor,

3배 강하였 다고 하였 다. 이는 tertiary amine은 seda

angiotensin receptor, nicotinic receptor
.alpha 및 beta-receptor이다 (figure 9).

그리고

tive action이 비교적

강하고 secondary amine이

psychomotor act ion 이 비교적 강한 사실과 일치한다.

; 작용으로 나타날수 있는 바, postural hypotension^
를 야기하고 coronary blood flow 을 감소시켜 sudden
death에 이르게 할수도 있으며, 심장의 conduction을
Amt{r：p{ylinc <

느리게 하고 fluid retension과 congestive failure도 야기할 수 있다.

.. 4 , •,
N o rtn p ty u n e ®
■
*

•'Chlorirm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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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Beta-adrenergic receptor
TCA를 장기간 투여해 야만 임상효과가 나타나는 현 .

« Protnptylw

상을 설명하려는

노력 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바 주로-

adrenergic receptor의 sensitivity에 집중되고 있다.

» D esi ；

Alpha-receptor에 대해서는 전 장에서 말한바와 같 다.
R e la tiv e

a receptor

affinity

Fig. 10 Tricyclic antidepressants：correlation bet
ween affinities for[3H] WB-4101 «-noradren
ergic binding sites in the rat brain, and rela
tive therapeutic efficacies in relief of depres
sions w ith psychomotor agitation compared
to relief of depressions w ith psychomotor
inhibition, calculated from available data.

Banerjee 등 (197가은 강한 beta-adrenergic rece
ptor antagonist인 3H-dihydroalprenolol을 radiola
belled ligand로사용하여 흰쥐의 뇌에 TCA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desipramine, iprindole
및 doxepin을 장기 간 주었을 때 이들은 3H-dehydroalprenol이의 specific binding을 각각 65.5%, 42.3% 및 30.6% '감소시켰 다. 이는 TCA가 beta-adreno

receptor에 subsensitivity룰 야기한 것으로 그 기전-

(figure 10).
Hugh (1978) 와 Harder 등 (1979) 은 TCA 중 ami
triptyline 과 mianserine이 가장 강하게 presynaptic

은 receptor의 affinity 감소가

아니 라 receptor의

density 즉 수의 감소때 문이 라고:하였 다. 대체로 syna-

alpha-receptor을 block하는데 이는 receptor를 pos

ptic, clef호에서 N A 의

sess 함으로서 이 라고 하였으며 그 결과 NA의 over

hypersensitivity을 야기하고 반대로 N A 기능을 강화-

flow 을 크게 증가 시켰 다고 하였 다. 그러 나 maproti-

시키는

line, desipramine, nortriptyline는 반대로 overflow

TCA는 subsensitivity를 야기했던 것이다. 그러나

약물은

기능을

감소시키는

약물은ᅳ

subsensitivity을 야기한다. 따라서

을 감소시켰고 doxepin, imipramine 및 iprindole은

iprindole은 presynaptic neuron에도 큰 영향을 못 -

그 receptor blocking이 덜 명 확하였 다. 특히 m ian

줌에도 불구하고 beta-adrenergic receptor subsen-

serine은 uptake 차단없는 항우울제 로 그 기전이 alpha-

sitivity를 야기했,음을 보아

neurotransmitter의 농-

adrenoreceptor을 차단하므로 synapse에 NA의 level

도만이 beta-receptor의 수를 조정하는 유일한 기전

을 올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은 아닌것 같다고 했다.

이는 종래의 우울의

amine hypothesis가 좀 수장되 기를 요구하는 것 이다.
Svensson(1980) 은 single cell recording technique

■Sarai(1977)도 이와같은 결과, 즉 장기간 투여된
desipramine이, 3H-dihydroalprenolol이 beta-adre-

을 사용하여 TCA가 뇌의 NA neuron에서 prfesynaptic

noreceptor에 binding

alpha-adrenergic receptor'!과 ^:히*여 feedback in-

receptor affinity 감퇴 가 아니 라 숫자의 감소때문이 라-

hibition을 야기 함을 확인하였 다. 그러 나 대 량의 imip-

고 보고했다 (figure. 11). 그는 이 현상이 장기투여시

하는 것을

방해했음과，이는

ramine와 장기 투여에도 N A의 억제는 계속되었다/

receptor의 sensitivity가 감소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또한 clomipramine은 presynaptic alpha-receptor

고 보았다. 또한 그는 이 현상은 단지 TCA의 uptake^

blocking 하는 작용이 없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 러

차단에 의한 N A 증가에 대한 보상적 반응일수 있다고

한 작용이 TCA의 항우울작용에 결정 적으로 중요한 것

하였다. 그러나이 delayed subsensitivity 7} delay led

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 나 일부 TCA와 mianserine은

clinical effect와 관련있으리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한 blocker로서 작용한다는1연구결과도 있어.,’ 이 작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하였 다. 또한 이 subsensitiᅳ

용은 TCA의 임상효과의 profile 중 하나가..되는 것 은 ’

v ity가 오히 려 drowsiness 같은 .부작용 발현에 공헌할*

사실로 인정하였다. .

가능성도 있고 R EM 에 대한 TCA의 영향 즉 REM 약,

이 adrenergic ire스eptor에 대한 작용은 임상에 서 부

제 와 rebound에 관련될수도 있 다고 .'하였 다.

있어 cydic AMP 형성에 관련되는바, 이에대한 TCA
의 영향은 다욤 장에서 논해 질것 이다.
*CC3 o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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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ostsynaptic 5-HT receptor에 미치는 TCA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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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A의 기전이 uptak의 차단에 의한다고 하나 iprindole와 mianserine에서 와 같이 이에 반대 되는 약물

<5：

a}

도 있고, 차단은 하나 항우울효과가 없는 cocaine과
FG 4963의 예도 있고, TCA 자체들도 각각 N A 나 5HT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달라 이 가설에 대한 증거
가 일정치 않다. 그래서 연구의 방향이 postsynaptic

?c-

receptor에 향해지게 되었다.
우울의 원인에 있어 amine hypotheisis에서 보는

0 1 2

~

3

4 5 0

^

20

numberof injection*
of desmcthylimipramin«
Fig. 11 Inhibition produced by DM I treatment of
the specific binding of (一) [3H] dihydroalprenolol to homogenates of cerebral cortex
of rats. Incubation of the crude membrane
fraction (300〜600ᄍg protein) was carried
out for lOmin at 30° in a total volume of
0.5ml containing ( —)[SH] dihydroalprenolol.
1.5j«Ci. 9nM：MgCl2，25mM：and Tris buffer,
75mM. pH 8.0. in the absence and presence
of (±) propranolol (1//M). The reaction was
terminated by the addition of 5ml of cold
buffer (MgCl2, 17mM; Tris. 50mM. pH 8.0)
and by rapid filtration through two W hat
man GFC glass fiber filters mounted on a
suction apparatus. After six washings with
5ml of cold buffer, the filters were dried
and radioactivity was estimated in a liquid
scintillation spectrometer. Rats were inje
cted intraperitoneally w ith DMI(10mg/kg).
When more than one injection of DMI was
given, the injections were done twice each
day. A ll rats were killed 24 hr after the
final injection of DMI. Each point and
bracket represent the mean value±S.E.M
The figures in parentheses indicate the
number of animals used at each experime
ntal point. The asterisks indicate value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value. p < 0 .01. The binding of ( —) [3H]
dihydroalprenolol to homogenates of cere
bral cortex of control rats was 121 ±3.8
fmoles/mg of protein.

바대로 serotonin의 작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더욱이
최근에 는 우울증의 일부 집단이 serotonin turnover의
장애가 특징으로 된 것 이 라는 제 안이 있다 (Asberg 등
1976).
De Montigny 등 (1978) 은 imipramine,

desipra

mine, chlorimipramine, amitriptyline 및 iprindole
을 2주간 장기 투여 했을때 동물의 forebrain neuron
에서

postsynaptic

serotonin receptor의 micro

iontophoresis 에 의해 주입된 5-HT에 의한 inhibitory
response을 증가시켰다. 이는 serotonin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N A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Chlor promazine, 과 또한 항우울작용은 없으
나 5-HT uptake blockade 작용이 •있는 FG 4963 등
은 이 serotonin receptor sensitivity를 변경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이 러한 5-HT 반응의 증가는 단기투여
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TCA는 postsynaptic 5HT neuron올 장기 투여 에서 sensitization 한것 이다.
이는 바로 TCA의 항우울작용을 시사하는 것으로 비록
일부 TCA의 short-term

treatment가 serotonin

receptor와 LSD와의 결합올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투여후에 임상효과가 나타
난다는 사실과 잘 일치하는 것 이다.
Jones 둥 (1979) 는 TCA가 serotonin에 의한 neuron
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medial forebrain
bundle에 lesion을 가해 presynaptic terminal올 제
거하면 neurori의 흥분반응은 감퇴되고 depression이
나타난다.

이때 desipramine을 주면 N A neuron의

반응이 증가된다. 그러나 chlorimipramine은 5-HT
neuron의 반응을 증가시킨다.

Viloxazine은 mm-

Beta-receptor, 특히 postsynaptic beta-adrenore-

TCA로서 uptake 차단작용은 없는데 이는 N A 와 5-

ceptor는 다음 단계의 adenylate cyclase system을

HT neuron의 반응을 촉진시켰다. 이 결과는 TCA의

통하여 cyclic AMP generating system과 연결되어

작용이 presynaptic에 있는것이 아니라. postsynap-

tic effect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원래 항히스타민제로서 합성된 TCA가, 구조상으로

이 러한 연구는 우울의 기전에서 도 응용되어, 우울과

도 항히스타민제 와 비슷하여 작용에도 항히 스타민작용

postsynaptic serotonin receptor의 sensitivity의 관

이 있다 (table 4 참조). 이는 대개 TCA의 부작용에

련을 추구한 계기를 만들었다. 즉 우울에 잘 걸리는

관여한다고 보는바 sedation이 그 결과이 다. am itri

사람은 아마도 이 sensitivity올 조절하는 기전에 결함

ptyline 과 doxepin이 sedating 가장 강하고 desipra-

이 있는 사람이 라는 것이다(De Montigny 둥 1978).

mine과 protriptyline이 약하다 (Rosenbaum, 1979).

8) TCA으| anticholinergic effect와 muscarine
cholinoreceptor
TCA 는 anticholinergic 즉 antimuscarinic effect

처음에 는 항히스타민 작용과 치료효과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TCA가 histamine receptor에 작용
한다는 연구와 더불어 그 관계가 다시 추구되고 있다.
즉 amitriptyline과 doxepin은 histamine Hi rece-

;가 있어 (table 2 참조) 여 러 부작용 즉 구갈，accomo-

ptor을 block 하고 iprindole과 miasserine은 hista

•dation 장애 , 시 력 장애 , urinary retention, glau

mine H2 receptor올 block 한다 (Green 등 1977). )H i

coma, 변비, confusion, 언어 장애 및 sedation 둥올

receptor는 smooth muscle에 관계하고 H2 receptor

나타낸다. 이는 phenothiazine 및 antihistamine과

는 위액분비 억제에 관계한다). 이같은 TCA 의 p r e 

공유하는 부작용이 다. 그러 나 citalopram, mianserine,

ceptor blockade 작용은

TCA의 식욕촉진 효과를

nomifensine 및 dothiepin 등,은 anticholinergic ef-

설명하는 것으로 제안되고

fect가 적 다(Chan 둥 1980; Gottlieb 등 1980; Wilson

Rehavi 등 (1978) 은 TCA의 항히스타민작용은 TCA

있다 (Paykel 둥 1973).

이는

가 histamine H2 receptor에 binding 하므로 com-

TCA가 중추신경 계와 말초에서 muscarinic cholino-

petive inhibition한다고 하였다. Richelson (1979) 은

receptor에 큰 a ffin ity 가 있기 때문이 타는 근거가 있

tertiary amine이 secondary amine 보다 histamine

등 1980; Brogden 둥 1979; Sheth 등 1979).

는데 Snyder 등 (1977) 은 TCA중 amitriptyline이 가

H a 및 muscarinic cholinoreceptor에 강하게 antago-

장 강하다고 했고 Rehavi 둥 (1978) 은 amitriptyline

nize 한다고 하며 그중

dexepin이 가장 강하다고 했

이 이 receptor에 binding 하므로 competitvie inhi-

^■(-(diphenhydramine

800tiH, desipramine 3.^}

.bition 한다고 하였다.

이 러한 anticholinergic act

8000배 강하다고 했음) . 대개 TCA는 anticholinergics

iv ity 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침분비에 미치는 영향을보

보다 antihistaminics로서 보다 강했으며 이는 seda

■도록 권장되고 있다(Szabadi 등 1930; Rafaelsen 둥

tion 과 drowsiness의 기전을 설명 한다고 했 다.

그980).

항히스타민작용이 항우울작용과

최근 TCA의 anticholinergic effect가 직접 항우
•울작용에

공헌하지

않나하는 고찰이 있다. 이 경우

cholinergic activity와 catecholaminergic activity
간의 균형이 문제인데 후자가 상대적으로 우세하면
.mania가 되고, 상대적으로 열세이면 우울이 된다는 것

연관된 다는 연구는

Kanof 둥 (1978) 의 연구로서 TCA가 histamine-sen
sitive adenylate cyclase system에 영향한다는 것
으로, cyclic AMP의 장에 자세히 설명될 것이 다.
10) TCA의 opiate receptor에 대한 영향

이 다(Sulser 둥 1978a). 따라서 TCA는 catecholam

TCA가 analgesic effect가 있다고 알려진 바, TCA

in e level을 올려 항우울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

가 통증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항우울효과를 나타내지
연구되고 있다. Biegon 둥 (1980) 은

지만 동시에 상대적 central anticholinergic effect

않나하는 가설이

를 갖는 셈이다. 그러나 Blackwell (1972) 은 TCA

동물의 opiate receptor와 TCA간의 상호작용을 연구

쁴 anticholinergic effect는 항우울효과와는 상관없

한 결과

고 단지 진정작용에

desipramine의 binding을 일정하게 25〜30% 비율에

일부 공헌할 뿐이 라 하였다. 이

naloxone,

morphine 둥 opiate

drug이

효과는 tertiary amine이 강하고 특히 amitriptyline

서 displace했고 동시에 TCA들은 opiate receptor

과 doxepin이 강하다 (Rosenbaum 둥 1979).

Riche-

에 complete displacement로서 binding했다. 그러나

muscarinic

non-TCA (miamserine, fluoxetine) 은 a ffin ity 가 낮

Ison (1979) 는

doxepin이 가장

강한

cholinoreceptor antagonist라 하였다.
9) TCA으1 antihistamine action과 histamine
receptor

았다. Chlorpromazine도 opiate receptor에 blinding
했다. 최근 알려진바 endorphine, enkephaline가 통
증에만이 아니고 정신질환에 도 관여 한다는 점 을 고려
할때 이 방면의 연구는 매우 흥미있는 바이 다.

11) Cyclie AMP에 대한 TCA의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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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dic A M P는 synapsis에 있는 일부 receptor들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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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결되어 있다. 즉 receptor molecule이 neurotr-

60

23

E

HDA

DMI + &OHDA

ansmitter에 의해 binding되면 연결된 adenyl cyclase

X

가 ATP를 cyclic AMP로 변화시키며, 이 활성화된 대
량의 cyclic AMP는 protein kinase을 활성화시켜
membrane protein을 phosphorylation하여

mem

brane permeability의 변화 및 excitement 등 neurotransmission의 post-synaptic physiological res-

直

ponse를 야기한다. 또한 long-term memory에도 관
N E Oj M)

여한다. 따라서 cyclic A M P는 제 2 의 messenger라
불리 운다. Cyclic AMP는 나중 phosphodiesterase에
의해 inactivate된다.
우울과 cyclic AMP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아직도 논

란은 있으나, 우울때 CSF에 cyclic A M P가 감소한다
는 견해가 있는 만큼 TCA가 이에 미치는 영향이 연
구되어 왔다. TCA는 neuron에 cyclic AM P룰 축적
시키고 또한 extracellular adenosine을 증가시 켜 결국
cyclic A M P가 증가된다고도 하며, rat brain에서

Fig. 12 Effect of 6-OHDA w ith and without de
sipramine (DM) pretreatment on the cyclic
AMP response to NE in slices of the limbic
forebrain and on the levels of brain cate
cholamines (insert A). Each bar representsthe mean values of cyclic AMP in pmol/mg
protein±S.E.M. (N=8) and of catechola
mines in ᄍg/g±S.E.N. ( N = l l to 16). DA:
dopamine * p < 0 .01. (From vetulani 둥 1976)

cyclic A M P를 분해 시 키는 phosphodiesterase를 억제

protect 하여 N A에 대한 cyclic AMP

한다고도 한다 (Sulser 1978a).

system의 hypersensitivity가 형성되는 것올 방지한

최근 TCA 가 각종 receptor에 의해 중개되 는 cyclic
A M P의 generating system에 영향한다는 연구가 왕
성하다.

여기에는

post-synaptic beta-adrenergic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generating

이 현상은 post-synaptic

noradrenergic receptor site에서 생 기는 것 이며, TCA
7}

uptake의 blockade을 일으키 는 presynaptic nerve

adenylate cyclase system에 대 한 TCA 영향과 his

terminal에서

tamine-sensitive

cyclic A M P generating system의 증가된 반응은-

adenyl

cyclase system에 대한

생기는 현상이

아닌것이다.

또한 이

phosphodiesterase의 변화에 의한 것은 아닌것 같다

TCA의 영향이 바로 그것이 다.
① Noradrnergic cyclic AMP generating system
Sulser 등 (1978b) 은 1974년 이래 limbic forebrain

고 하였다 (Sulser, 1978 b). 또한 Vetulani 등 (1976)
은 desipramine과 iprindole은 single dose로서 는 변.
화를 일으키지 않으나, 4주 이상 투여 했을때, 흰쥐 의

에서 NA-receptor에 향정신 약물이 작용하여 우울이

limbic forebrain에서 noradrenergic receptor로 중개,

야기 되기도 하고 경 감시 키기도 하는 기전을

연 구하여

되는 N A sensitive cyclic AMP generating systeim

왔다. 그동안 여러 연구를 통해，reserpinization이나

의 반응을 감퇴시켰다. Frazer 등 (1977) 도 desipra-

6-hydroxydopamine

mine이 4일 이상 투여되었올 때 N A 에 의해 중개되는

(6-OHPA) 에 의한 chemical

sympathectomy 했올때, intraventricular도 주입된

cyclic AMP 합성이 감퇴된다고 하였다. Schultz (19'

N A 에 대한 receptor activity가 증가되 는 적응반응을

78) 도 이 효과의

특징 적 인 점, 즉 delayed subsensiᅳ

보이 는 것과 동시 에 adenyl cyclase system으로 연

tivity 를

결된 cyclic AMP generating syatem의 반응의 su-

간 주었을 때는 brain slice에서 cyclic AMP의 변화가-

확인한바

있는데， imipramine 올

1〜3일

persensitivity가 나타남을 보고 하였다(figure 12).

없었으나 6일 이상 장기간 주었을 때, 흰쥐 뇌 피질에

즉 limbic forebrain에는 N A 에 sensitivett specific

서 cyclic A M P 형성을 자극하는

adrenergic cyclic AMP generating system이 있어

sensitivity틀 감소시켜 cyclic AM P도 contr이에 비,

6-ᄋHDA에 의해 noradrenergic nerve terminal이

해 40% 나 감소하였다. 이 현상은 chlorpromazine에

파괴되면 그 sensitivity는 4배가 증가했다(Vetulani

서도 나타나는 바 이 역시 presynaptic alpha rece-

등 1976요).

그런데

ptor을 block 하여 N A의 post-synaptic site에서 그ᄂ

neur ᄋtoxic

action 으로부터

desipramine은 이 6-OHDA의
adrenergic

neuron 을

NA

receptor의.

availability룰 증가시 키기 때문이 며 이점에서는 TCA»

와 약리작용이 같다고 하였다. MAC)I도 초기투여에는

다. 즉 TCA의 장기투여는 noradrenergic responsi-

이 러한 반응을 자극하나 장기투여에는 감퇴시키며 (Ve-

veness을 차단하였다.

tulani 둥 1976 a) 또 ECT도 같은 효과를 보인다고

adreriergic receptor의 density를 감소시켰기 때문야

하여 이러한 adenyl cyclase system과 연결된 post-

라 가정하였다.

그는 이 이유를 TCA가 beta-

synaptic noradrenergic receptor의 delayed sub-

이러한 장기투여에 대한 적응의 결과 receptor senᅳ

sensitivity가 이 세가지 치료방법 즉 TCA, MAOI,

sitivity가 뒤늦게 감퇴하는 현상은 흔히 기대되는 비ᅳ

및 ECT의 항우울작용의 공통된 작용기전이 라고 하였

와는 반대되는 듯하다. 따라서 TCA가 작용하는 기전_

다 (Sulser 1978a, Sulser 등 1978b).

은 단일하지 않을지 모르며 더욱 여러방면의

그리고 이는

연구를

TCA 효과가 대개 2주 이상 장기투여해 야 나타난다는

통해 net effect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 다 (Hey-

현상과 일치하는 것이 다.

dorn 등 1980).

이러한 결과에 따라 Sulser 둥 (1980b) 은 새로운 우
울의 이론을 제 안하고 있다• 즉 우울을 야기 하거 나 경
감시는 약물이 모두 adenyl cyclase systema과 연결

② Histamine-sensitive adenylate cyclase system^
TCA의 임상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함에:

된 post-synaptic adrenegic receptor에 영향하고 있

있어 TCA가 histamine에 sensitive 한 adenylate*

기 때문이며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CNS의 betaadrenergic receptor와 기 타 N A receptor들이 조정

cyclase system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되었다. Kanof
등 (1978) 은 clomipramine 등 다수 TCA 약물들이 ii^

되 는 molecular mechanism에 집 중될 것으로 전망했

vitro에서 guinea pig의 hippocampus와 neocortex

다. 따라서 우울은 이들 receptor의 병적 hypersensi-

의 이 system을 차단하여 adenyiate cyclase의 활동-

titivity 의 반영 이며 이는 reserpine과 6-OHDA의 실

을 감퇴시켰 다. 그중 chlorimpiramine과 amitripty-

험에서 증명된다. 따라서 치료는 이의 desensitization

line이 가장 강했고 대체로 tertiary amine이 secon

인 것이다. 우울시 CSF에 catecholamine의 대사물
이 낮은데 이는 우울의

원인이 아니 라 receptor에 의

해 중개된 biosynthesis의 보상적 감소의 결과인 것이

dary amine 보다 강했으며
serine이 강했다.

iprindole 보다는 mian-

그는 또한 chlorpromazine을 위시

한 다수 antipsychotic agents들도 역시 histamine*

며 따라서 TCA 치료는 효과있는 환자에서 는 CSF에

receptor blockade 작용이 있어 이들이 임상에서 항-

서 catecholamine 대사물의 하나인 M HPG틀 약간 증

우울작용이 있음과 일치한다고 보았다. 이 작용은 H2-

가시 키 나, non responder에는 오히 려 더욱 감소시 킨

histamine

다는 사실에서도 이 가설이 증명되고 있다 하였다. 즉
TCA 치료가 효과적이면 NA receptor의 hypersen

receptor을

block하는

것으로,

관계된

neuron의 기능을 변화시 킬 뿐아니 라 post-synaptic：
cell의 cyclic A M P을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했
histamine-sensitive"

sitivity 가 desensitization 되어 feedback inhibition

다.

에 의해 NA의 biosynthesis가 감소된다. 이 러한 우울

adenylate cyclase의 blockade가 TCA의 항우울작

에 대한 개정된 catecholamine hypothesis는 neuro-

용의 기전의 하나라고 하며 이는 더욱 연구할

hormone-receptor interaction에 근거한 것으로 추투

있는 분야라 하였다.

연구가 대단히 주목된다.
한편 Banerjee 둥 (1977) 은 beta-adrenergic receptcH•에 specific한 ligand인 3H-dihydroalprenolol
올 사용한 연구에서 TCA에 의한 noradrenergic sub-

그는

결론하기를

이러한

가치기^

③ Dopamine sensitive adenylate cyclase system
고！
■TCA
Karobarh (1975) 는 TCA가 dopamine-sensitive

sensitivity는 receptor의 a ffin ity 의 변화타가 보다

adenylate cyclase system에 대해 inhibitor로 작용

beta-receptor의 density 즉 수가 감소되 기 때문이 라

함을 보고한 바 있는데 특히 am itriptyline과 doxe-

하였다.
Heydorn 등 (1980) 은 pineal gland가 beta-adre

pin이 강하였다.

nergic reeptor룰
여 이를

통해

풍부하게

가졌다는 사실에 착안하

TCA가 N A responsive

adenylate

cyclase system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흰쥐에
desipramine을

12) Specifc

tricyclic

antidepressant

binding

sites in rat brain

pineal cyclic AMP

Raisman, Briley 및 Langer (1979) 는 41쥐의 뇌와

따라 그 증가는 없어졌

세포막에 . high affin ity의 rapid, saturable 한 3H-

1회 주사했을때

는 증가했으나 반복 투여함에

이 작용은 phenothiazine 보다는

약했으나 butyrophenone과는 비슷하다 하였 다.

하여 연，
구된 바는 적었다

^H - im ipram ine b o u n d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경

구투여된 약물은 장에서 잘 흡수된다. 그러나 M AOI
로서 조직에서 작용을 완전히 나타내려면 2 내지 3일
걸린다고 한다. 투여된 M A 이는 M AO와 안정된 형태
의 complex를 형성함으로서 M AO를 비활성화 시킨
다. M A 이을 투여중단하면 효소 M AO는 다시 재생산
되는데 정상수준의 기능으로 회복하려면 수주일 걸린
다. Hyrdazine계 약물은 acetyTation에 의해 비활
성화된다 (Goodmen 둥 1975).
용량과 치,료효과의 관계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과거
의 처방에서 처음 치료용량이 너무 적었었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imipromine

Fig. 13 Specific and non-specific uH-imipramine
binding in rhe cerebral cortex. Abscissa：
3H-imipranine concentration (nM). Ordinate：
3H-imipramine bound (lmoles/mg protein).
Homogenates of rat brain cortex (approxi
mately 3mg/ml protein) were incuvated for
60 min at 0°C as described in Methods w ith
varying concentrations of 3H-imipramine.
Non-specific binding (A) and specific bin
ding (O ) were calculated as described in
the text. (Raisman 둥 1979)
imipramine의 unique하고 selective한 specific bin
ding site가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보고 하였다(figure
13). 그들은 이것이 TCA의 action site가 아닌가 생
각하였다.

이는 기존의 알려진 neurotransmitter의

receptor system과는 직 접 관련이 없었다. 또한 뇌의
지역에 따라 분포가 달랐는데

hypothalamus에 가장

"많고 cerebrum에서 가장 낮았으며 glial cell. 심장과
"vas deferens 등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Briley 둥

1980 a). Desipramine이 3주간 투여된 고양이 뇌에
기는 control 보다 3H-imipramine
•유의하게 적었는데

binding site가

이는 desipramine이 binding

우ite을 차지 했기 때문이 다. 이 binding site는 인간의
platelet에서도 발견되었는데 우울증환자에는 적었다
고 한다 (Briley 등 1980b).
' 이는 TCA의 작용기전의 연구에 중대한 새국면올
열어주는 것으로 opiate

receptor, benzodiazepine

있다.

최근 연구는

최고의

치료효과는

platelet M AO가 80% 이상 억제되어야 나타난다고
한다(Rosenbaum 둥 1979). Platelet M AO의 억제에
있어서 시간경과는 M AOI 용량에

비례한다. 대 량의

투여는 약물자체의 biotransmission을 방해하여 ma
ximum inhibition에 달하는시 간올 연장한다. 약물의
대사의 속도는 개 인간 차이가 많다고 한다. 치료 효과
는 대개 투여 1주일 이내에

나타난다(Rosenbaum 둥

1979)..
B. Pharmacodynamic
1) Monoamine oxidase (MAO) 와 MAOI
M A 이의 작용을 이해하려면 우선 MAO부터 알아야
한다.
M AO는 신체의 여 러 부위에 존재하는데 특히 뇌 간
심장, 신장, 장,

폐, 타액선, 고환 그리고 smooth

muscle 등에 존재한다.

예외는 적혈구와

skeletal

muscle이다(Squire, 1978)• 세포내 위치는 mitochcmdria이며 주로 outer membrane에 존재한다. 뇌에서
는 거의 모든 neuron에 존재하나 전부는 아니며 특히
locus coeruleus에

최고로 존재한다.

Blood brain

barrier에도 존재한다고 한다. Platelet에도 존재하며
이는 뇌에서는 상황과 같다고 보아 연구에 이용된다
그 기능은 체내의 또는 체외 에서 들어 온 amine을
inactivation 하는데 그 기전은 deaminatin이다. 이
로서 biogenic amine의 세포내 농도를 조정 하는데 기

receptor (Squire 등 1977) 의 발견과 더불어 큰 관심 의

여한다. 그외에도 blood brain barrier에서 순환되는

대상이 되고 있다.

toxic amine으로부터 조직 을 보호하는데 도 기 여한다
(Sguire, 1978).

I . Monoamine Oxidase Inhibitors

MAO는 두 종류로 나뉘는데
5-HT가 그

대상이며 B형 M AO는 benzylamine과

^3-phenethylamine이 그 대상이 다.

A. pharmacokinetics
*§■헌을 조사해 도 M A 이의

A 형 M AO 는 N A 와
DA, tyramine,

tryptamine은 이 양자에 의해 다 대사된다 (Squire,
harmacokinetics에 대

1978).

M A O I는 이 두 A, B형 M AO를 모두 억제한다. 그
리하여 동물에서 대개 NA 농도를 상승시킨다. 그러나
약물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른데, 예 를들어 pheniprazine은 tranylcypromine 보다 5배 이다.

또한 동

물에 따라 기능이 달리 나타나는 바 고양이, 개, 개구
리에서는 NA 보다 5-HT 농도를 높이는 바 그 이유는

전자에 있으나 후자는 이에 금기 가 된다. Hydrazines
는 식욕도 호전시킨다고도 한다.
Phenelzine은 agoraphobia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
며, tranylcypromine은 amphetamine과 같은 효과
를 낸다고 한다 (Davis, 1980).
그러 나 여 러 비교연구들은 M A이 가 TCA 보다 효과
가 적 다고 한다(Davis, 1980). 그러 나 TCA로서 효과

까직 모르고 있다 (Squire, 1978).
그외 M A 이는 catecholamine과 5-HT의 합성을

가 없는 우울환자에 대해 MAC)I로서 효과를 볼 수 있

5-HT neuron의 firing rate-|：감

다고도 한다. 특히 phobic anxiety와 그에 따른 2차적

'억제하고 따라서

_소시킨다. 그러나 tolerance는 없다고 한다.

우울에 M A 이가 효과적이 라고 하는 보고가 있다 (Sargant 1961).

2) Behavioral effect

대개 효과는 치료 시 작한지 4〜8주 후에 극적으로 나

M A O I는 동물에서 paradoxical Sleep을 억제하고,
LSD, DMT 및 bufotenine 둥 5-HT dependent behavior을 강화시키 며 성장과 ovulation 및 copulatory behavior을 억제하고, 혈압하강작용을 하며 tyramine에 의한 효과를 강화한다. Reserpine과 tetrabenazine의 효과에 길항하며 또한 model depression
에 대해 항우울작용을 한다 (Squire, 1978). ECT 및
metraz이에 의한 경 련에 anticonvulsant activity룰
.보인다. 이에는 amine이 관계하지 않는 작용일수도 있
는데 그 기전은 아직 모른다 (Lowe 등 1978).
M AO에 대한 효과가 아닌 것으로도

작용하는데 즉

구조상으로 amphetamine과 비슷한바 phenethylamine 핵을 가지고 있어 CNS 자극을 야기한다. 기 타
；
ganglionic blockade, adrenergic blockade, local
anesthesia, neuromuscular block, 및 antithrombic

4) 뇌파와 수면에 미치는 영향
Pheniprazine과 tranylcypromine은 EEG arousal을 야기하는데 onset의 latency가 짧고 곧 소실한
다. 이는 MAC)I로서의 기능과는 무관하다고 보며 그
기전은 amphetamine과 구조가 비슷하여 그에

사람에 있어서는 항우울작용과 overstimulation의
.효과가 있 다• 즉 후자에서 는 irritability, restlessness,
•불면, hypᄋmania, mania, paranoid episode, con
tusion 등이다 (Murphy, 1978).

에 지속적으로 desynchronization을야기한다.
R E M 올 , 억제하고

대개

특히 tranylcypromine은 slow

wave sleep도 억제한다. REM 억제는 투약중지후 정
상으로 천천히 회 복한다(Longo, 1979).
또한 M A 이는 fast 卢와 0룰 증가시키며 특히 ipro
niazid 는 epileptic activity를 감퇴시키나 nialamide
는 경 련을 유발시킨다고도 한다(Itil，1978).

M A 이는 사람에게 postural hypotension올 일으키
는데 그 자세한 mfechanism은 아직 잘 모르는 상태이
다. 그러 나 ganglion blockade, adrenergic blockade,
adrenergic

receptor의

sensitivity 감소,

terminal로 부터 N A 유리의

3) 항우울작용
M A O I들은 placebo 보다 우수한 항우울작용이 있
그 중에서

따른

작용이라는 것이다. 대개의 MAC)I는 투여 1〜2시간후

5) Antihypertensive effect

■
activity가 있다 (Murphy 1978).

다 (Davis, 1980).

타난다고 한다.

iproniazid가 강하고

:；
nialamide isocarboxazid는 보다 약하여 phenelzine
과 tranylcypromine은 그 중간에 해 당한다고 한다
Biel 등 (1978) 에 의하면 neurotic depression 때는
hydrazine계와 cyclopropylamine이 항우울작용이 모
-두 강하나 psychotic depression때는 hydrazine계가
-강하다 한다. 효과의 onset는 후자가 빠르나 duration

nerve

억제 등이 제안되고 있

으나 이는 대개 인정 받지 못하고있다. 최근 tyramine
의 대사물인 octopamine이 M AOI 때문에 형성되어
false transmitter로 유리되는데 이는 vascular 내지
cardioactive substance로서는 약하기 때문에 혈압하
강이 일어 난다는 가설이 매우 유력하다.
N A transmission이 nucleus

tractus

또한 증가된
solitarily

central a-noradrenergic receptor를 자극하여 a-receptor-mediated hypotension을 야기 한다고도 한다
(Murphy, 1978).

•은 전자가 길다고 한다. 양자 모두에서 치료중단에 따
-른post drug depression은 없다고 한다.

혈압하강효

-과는 전자가 강하다. Angina pectoris에 대한 효과가

C. Mechanism of action
MAC)I는 효소 M AO 를

비가역적으로

억제하므로

•synapse폐 NA, DA 및 5-TH를 증가시 킴으로서 항우

3) Amine uptake inhibitor로서의 MAOI

울효과를 나타낸다고 한다. 각 약물의 구조가 모두 틀
려도 M A 이로서의 기능은 같다(Biel 1978).
M A O I로서의 작용은 platelet M AO에서도

뇌에서
적용되고

M A O I가 TCA와 같이 amine uptake inhibitor로 .
서 작용하여 항우울 효과를 나타낸다는 가설이 있다.
Hendley 등 (1968) 은 M A 이들이

있어 연구에 이용된다 (Robinson 1978).

흰쥐

뇌에서

tritiated metaraminol의 uptake을 차단하는 작용이

1)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

있음을 발견했다. 그 작용은 tranylcypromine이 가

① Hydrazine-type inhibitor는 구조가 간단할수록

장 강하며, phenelzine과 pargyline이 보다 약하며

효과가 강하고 치환이 많을수록 약화된다(figure 2 참

iproniazid, nialamide,

isocarboxazid는 효과가 없

Alkylhydrazines 중 hydroxy, 및 methoxy

었 다. 그리고 이 효과는

임상효과와 비례한다는 것 이

조).

group은 효과가 없고, ethyl, isopropyl, hydrazine

었 다. 따라서 M A 이의 항우울효과는 amine uptake -

은 효과가 있는데 즉 phenelzine이 그러하다. 그러 나

inhibition에 있다고 주장하였 다.

더 이상의 alkyl substitution은 효과를 약화시킨다.

Horn 등 (1972) 은 tranylcypromine의 isomer 중

Alkylhydrazine 즉 pheniprazine의 가장 강하다.

에서 (一) -tranylcypromine이 ( +) -tranylcypromine •

plenyl group이 pyridyl,

보다 3〜4배 강하다고 하였 다.

furyl로 바뀌어 도 효과가

약화된다 (Biel 등 1978).

Escobar 등 (1974)도 -

(ᅳ)형이 임상효과가 크고 반면 부작용이 적 다고 하였

기 타 연구들을 종합하면, 1) phenyl ring이 unsu-

다-

bstitute 되고, 2) phenyl과 hydrazine moieties 간

기전은 M A 이의 구조가 phenethylamine과 유사하

에 ethyl, propyl side chain이 있을 때 3) 또한 그

여 uptake, receptor에 대해 N A 와 경쟁하기 때문이

a-carbon에 methyl

라 했는 바 (Maxwell 등 1978), 아직 증명은 되지 않 -

group이 있을 때 hydrazine

이러한 stereoisomer에 대한 작용기전의 차

용roup에 monosub^titution 일 때 효과가 크다고 한

고 있다

다. 이는 즉 phenelzine과 pheniprazine에 해 당하는

이는 최근 흥미있는 연구분야의 하나가 되고 있다.
Smith(1980) 에 의하면 tranylcypromine의 d-isomer.

것 이다. 같은 이유로 iproniazid, nialamide, isocarboxazide 는 M AOI 로서 의 효과가 약하다 (Biel 등
1978).
② Non-hydrazine에 있어서

cyclopropylamines

즉 tranylcypromine에서 cycle이 open 되면 M AOI

는 stereotypic behavior와 head twitch을 일으키고
extensor hind limb reflex을 강화하고 reserpine
효과를 변경시킨다. 그러나 1-isomer는 이런 작 용 은없고 그 대신

vertical 및 horizontal

locomotor

로서의 작용은 5000배 약해진다. 이 open된 형태는

activity를 증가시 키고 공격적 행동을 조장함을 보고

amphetamine과 비슷하다 (Biel 등 1978).

했다.

그는 이로서

d-isomer는 주로

tryptamine-

Harmanes 중 methoxyl-substitution 되면 효과가

trsnsmission에，I-isomer는 catecholaminergic tra-

짧고 reversible하게 된다 (Biel 등

nsmission에 . 관여 한다고 생각하였 다. 이는 tranyl-

강해지 나 기간이
1978).

최근 MAO의 비가역적

cypromine의 stereoisomer는 행동 및 monoamine억제의 기전으로 inhibitor

flavin complex의 형성올 지적하는

연구들이

있다

(Lowe 등 1978).

rgic neurotransmission에 stereoselective effect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는 추정하기를 그 기전은 특정 isomer가 특정 receptor에 작용하기 때문
이 라고 하였 다.

2) A, B형 MAO에 대한 효과

이와같이 약물의

대개의 MAC)I들은 A, B형 MAO 양자에 다 작용한

stereoisomer들은 약리 작용과 부

작용에 있어 상호 틀리기 때문에 임상에서 선택적으로

다. 그러나 clorgyline은 A 형 M AO을 선택적으로 억

한편의 isomer만 약물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점 에 큰

제하여 5-HT 산화를 억제한다.

관심 이 쓸리 고 있다. 이미 mianserine과 flupenthixol.

L illy 51641도 A 형

M A ᄋ를 억제한다. 이들은 polar aromatic ring을 가
진다. 그러나 deplirenyl은 B형 M AO을 억제하는데
이는 phenethylamine과 benzylamine이 그 substrate로 한다.
1974).

.

이들은 ring아 덜 polar하다 (Yang 등

에서 그러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4) M AOI가 cyclic AMP에 미치는 영향
Vetulani 등 (1976) 은 M A 이을 장기간 투여했을 때-、
N A receptor에 연결된 adenylate cyclase sy ste m ^

겨!응성올 감퇴시킴올 보고 했다. 이 감퇴는

약물투여

나타난다는 사실의 규명 이 다. 항불안작용의 기전도 아

중단한지 9일후에 정상화5! 었다. 이 역시 약물의 영향

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더구나 항불안작용, 수면
과 뇌파에 미치는 작용，기타 행동에 미치는 영향, 내

.시 늦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TCA와 유사하다.
이 postsynapse에 대한 작용과 또한 delay onset
-•의 현상은 T CA 와 iprindole, 그리고 ECT와 공통되
는 작용으로서 3가지 항우울치료의 공통기전이 아닌가
. 생각되고 있다.

분비기관에 미치는 영향, 야뇨증의
용기전에 대해서도 많은 설명이

M A O I가 TCA와 병용투여 될때 작용이 강화되는데

일관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부작용을 나타내
는 기전으로 보았던 anticholinergic, 및 antihistaminic effect도 하나의 치료효과의

5) 타약물과의 관계

치료효과 등의 작

있으나 아직

기전으로 보려는

연구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작용기전에 있어서는, 초기에 amine neurotransm-

그 원인은 catecholamine의 증가 때문이다. 그 결과

itter의 uptake의 차단의 가설이 제안되었다.

hyperthermia, 흥분, 혈압상승이 나타난다. 기 타 caf-

비삼환계 항우울제의

feine과 methylphenidate 등 CNS 자극제,

barbit-

장기 투여후에 나타난다는 모순을 설명하려 함에 따라

urate,phenothiazine, analgesics등 CNS depressants

TCA가 amine의 합성과 대사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

그러나

항우울효과와 특히 치료효과가

및

되었고 그후 이어 여 러 adrenergic receptor, seroto

'tyram ine올 함유하는 음식과 술종류와 같이 복용할때

nergic receptor, muscarinic cholinoreceptor, hista

들 reserpine과 a-methyldopa 등 혈압하강제

작용이 강화된다. 그 기전은 직접 간접으로 MAO와

mine receptor 둥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되었

관련되는 둣 하다(Lowe 등 1978). 따라서 TCA로 약

으며 최근에는 receptor sensitivity와 이와 관련된

그러나 barbiturate,

adenylate cyclase system 즉 cyclic AM P genera

analgesics 및 phenothiazine 등은 간의 효소를 억제

ting system에 대한 영향의 연구로 그 관심사가 움직

하여 M A 이의 대사를 억제하기 때문에 작융을 강화하게

여 왔다.

물을 바꾹때 주의 해 야 한다.

. 된 다 (Lowe 둥 1978). Levodopa와의 병용투여도 고혈
압을 야기하며 demerol과 병용투여되어도 고혈압과 경
련이 나타날:수 있고 antiphrkoisonian 약물들과는
；
anticholinergic effect를 강화하게 된다(Rosenbaum
-둥 1979).

최근에 또한 TCA에 specific binding site가 뇌에
서 발견되었다는 보고는 TCA의 작용기전의

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큰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TCA의 작용은 단순치 않으며 이론간에
차이도 있어 최종적 net effect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

IV. 결

론

해서는 계속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저자는 현재까지 연구되어 온 바 항우울제의 약물역
-동에 대한 문헌들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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