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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ifensine과 Amitriptyline의 臨床的 比較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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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년 독일 Hoechst사에서 합성되었다(Hoffmann, 19

I . 序

77；Hanks, 1977).

言

이 화합물의 작용기 전은 dopamine re-uptake의 강
1950년대 중반, 3환계 항우울제 및 MAO 억제제가

력한 억제제 이며 또한 dopamine receptor에 약간의 직

精神科的 치료 영역에 도입되면서 우울증의 치료에 근

접적 자극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한다. noradrenaline

본적 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후 25여년이 지 나는 동안
精神醫學에서 生物學的 傾向이 두드러지고, 그와 함께
우울증 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어, 효과적 인 새로

re-uptake도 또한 억제하나, serotonin 축적 에 대한 효
과는 극히 미세하다고 알려져 있 다 (Ehsanullah, 1977；
Schacht, 1977；Brogden et al, 1979).

운 약들이 많이 발견되어졌고，새로운 우울증의 임상

이 물질은 經口 투여를 통해 빠르게 홉수되고 血中

적 분류법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므로서 각 우울증의

最高 濃度도 빨리 성취되 며 , 치료 효과는 imipramine

생화학적 소견과 약물, 임상적 분류를 서로 연관시켜

과 유사하고 진정작용, 부교감 신경 차단효과，심장혈

보려는 시도가 되어지고 있다(이정균，1981).

관계에 미치는 작용 등은 일상 용량에서는 거의 일어

현재 臨床에 서는 3환계 항우울제인 amitriptyline과

나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 사용량은 imipram

imipramine이 가장 널리 사용되어지고 또 효과적이라

ine 과 유사하다고 한다 (Kellner,

고 알려져 있는데 이 약이 모든 우울증에서 일률적으

79).

1977；Brogden, 19

로 듣지는 않는다는 사실，치료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

n . 硏究對象 및 方法

는 점, 빈번한 부작용 등으로 의사가 약을 처방하거 나
환자가 이 약을 유지하는데 곤란을 주고 있다 (Hanks,
1. 對

1977；Brogden 1979).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어
왔고，근래에 이르러 새로운 구조와 작용을 가진 항우
울제들이 보고되고 있다 (Hanks, 1977).
최근 Nomifensine이라는 새 로운 약제 가 합성 되어 국
내에서도 시판되어지게 됨으로써 이 약의 문헌적 고찰
과 함께 기존의 amitriptyline과의

象

本 研究에서는 1981년 5월부터 1982년 2월까지 10개
월간，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정신과 외래 내지 입원 환
자로서 DSM I 의 情動障碍의 진단 기준에 부합되는
우울증세를 보이는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연령은 15
세 이상，60세 미만으로 한정했고 다른 신체질환을 가

비교 연구를 통해

임상적 효용성을 검증해 보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이다.
Nomifensine (8-amino-2-methyl-4-phenyl-l, 2,3,
4-tetrahydro isoquinoline hydrogen maleate) 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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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ucture of nomifensine

진 경우는 제외했다.
amitriptyline 사용群, nomifensine 사용群 각각 12

nomifensine
group

명씩 도합 24명을 목표로 시작하였으며, 도중에 환자
가 탈락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藥物 投與를 중단해

age

야 하는 경우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결과 및 해
석난에서 이의 이유를 언급하기 로 했다.
2. 方

32.4

31.8

(17-54)

(18-58)

sex M

研究對象의 선정 은 주치 의 (외 래의 경우 담당의사)와
본 연구자의 합의하에 하였으며, 약물의 선택은 임의
로 하게 하고 약 용량은 각각 최소 50mg에서 시작하
여 증세에 따라 자유로이 증감할 수 있도록 했다.
본 검사는 상기 nomifensine, amitriptyline중의 어

3

6

F

法

amitriptyline
group

5

9

mean of max.

112. 5mg

148.3mg

dose (mg)

(50-250mg)

(50-250mg)

Table 2. Diagnostic distribution
group
diagnosis

nomifensine
group

amitriptyline
group

하나느의 단일 제재 사용을 原則으로 하였다. 그러나

unipolar depression

4

4

심한 不安感이 있는 경우는 diazepam을, 焦燥感 agi

bipolar depression

2

3

tation 이 있는 경우 perphenazine을 병용할 수 있도

dysthymic disorder

4

4

록 했고, 不眠症이 있는 경우는 p.r.n.으토 flurazepam

atypical depression

1

1

11

12

30mg올 투여 토록 했다. 그러 나 lithium 을 치료제로서
병용 투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했

Total

다.
評價方法은 15개의 精神症狀와 30개의 身體症狀으로
된 Check list를 사용하여 약 투여전， 약 투여 2주일
후, 4주일 후에 0,1,2,3(0; absent, 1；mild, 2；mo

Table 3. Depressive items in check list
depressive symptom cluster

derate, 3; severe) 으로 각각의 항목을 평가하도록 했

1. feeling of inadequacy

다. 평가자는 그 환자를 가장 잘 아는 주치의가 직접
하는 것올 원칙으로 하되 그 결과에 대해 본 연구자와

2. depressive mood
3. concentration disturbance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다.

4. loss of drive
5. impairment of social contact

E. 結果 및 解釋
최종 집계 결과 nomifensine群이 11명, amitriptyline群이 12명이었다. 각 群의 평균연령, 성별, 진단
명, 약의 평균 사용량은 다음 Table 1 및 Table 2와
같다.
(표 1) 및 (표 2) 에서와 같이 연령 및 진단별 분포
에서는 비슷한 특징올 보여주었고 성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사용량은 amitriptyline群에서 많은데 이런 차
이점들은 下記의 치료 효과 비교난에서 고려되고 언급

6. decreased will
y hopelessness
8. decreased libido
9. difficult fall asleep
10. insomnia
11. fatigue
12. anorexia
13. indigestion
14. headache
(0, absent 1，mild 2, moderate 3, severe)

하겠다.
성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외했다. 또불안 및 이
1. 治療 効果의 比較
Check list中 우울 증상을 나타내는 항목들로서 남
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뽑아 합산하여 두 群

로 인한 증상들도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소수
에서 diazepam 사용으로 인해 이둘에 영향을 끼쳤으
리라고 보아서이다.

을 비교했는데 우울증상들은 Table 3과 같다. impot

Table 3의 우울 증상들을 환자별로 rating한 결과

ence, abnormal mens 등은 본 연구의 비교 대상군이

를 평균내어 보면，nomifensine群에서는 0주，23.2점

의 경우 없었다. 단지 치료 초기에 nomifensine群에
서 불면증으로 flurazepam을 투여하는 경우가 많았으
나 치료 시작 10일이 지나면서부터 이 문제는 해결되
는 것 같았다. 치료 도중 정신 증상 면에서 문제가 된
부작용이 두 群에서 각각 2명씩 있었는데 간단히 기술
하고저 한다. 53세의 여자 환자의 경우, 자궁 및 난소
o

6

0
(,0 )

절제술 후 심해진 우울 및 신체화 증상을 주소로 입원
했는데, nomifensine 100mg 투여 한 일주일 후 동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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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이 새로이 나타나 perphenazine 및 diazep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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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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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가해야 했었고, 경한 관계망상을 동반한 심한 우
울 증상 및 불안을 호소하던 22세의 남자 대학생의 경
우 nomifensine 사용 후 2주일 만에 돌연 “도깨비 ” 라
고 표현한 환시와 환청이 생겨나 약을 중단했는데 이
는 경계선적 정신분열증 pseudoneurotic schizophre
nia 을 악화시킨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amitriptyline
사용군에서 문제된 경우로는 2명의 양극성 우울증 환
자에서 도중에 조증으로 반전하는 바람에 lithium 및
| nomifens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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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v

"

Fig.2. Distribution of rating score

haloperidol로 바꾸면서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
다.
부교감 신경 차단 효과를 보기 위해 Check list 중
dry mouth, blurred vision, voiding difficulty, co

(100%), 2주에 13.6점 (58.6%), 4주엔 10.3점 (44.4%)

nstipation, nasal stuffiness를 평가한 것을 合算하여
임상적으로는 amitriptyline에 비

이고, amitriptyline群에서는 0주, 28.3점 (100%), 2

상호 비교한 결과,

주에 17. 5점 (61.9%), 4주엔 11.4점 (40.4%) 이었다.

해 nomifensine에서 확실히 상기 부작용이 적은 것으

시작 당시의 증상은 amitriptyline群에서 28.3점으

로 나왔다. 그러나 각 群 내에서도 개인차가 심하고，

로 nomifensine群의 23.2점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

또 상기 증상들은 우울증 자체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는데 이로 인하여 이차적으로, 사용된 약도 amitript

기분이 호전되면서 좋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통계적

yline 群에서 148.3mg/ 日으로 nomifensine群의 112.5

인 처리를 할 순 없었다.

mg/ 日에 비해 높지 않았나 본다.

심장 혈관계에 끼친 영향으로서는 임상적으로 문제

4주일 동안, 점수 변화를 두 群의 처음 증세를, 각

된 경우는 양 群 모두에서 한 Case도 없었다. 혈압에

각 100으로 환산하여 그 변화를 도시하면 Fig. 2와 같

서 별 차이 없었고，amitriptyline群에서 맥박수가 약

다.

간 빠른 정도였다.

nomifensine, amitriptyline 양 群 모두 항우울 작
용올 나타냈고 Wilcoxon’s sign rank test에 의해 통
계 처리한 결과 두 群 모두에서 2주, 4주째의 평가에
서 각각 0주, 2주째보다 의미있는 증상의 호전을 보인
것으로 나왔다 (p<0.01 혹은 p<0.05).
또 nomifensine과 amitriptyline과의 치료 효과 면
에서의 상호 비교는 2주째 nomifensine群이 약간 우
세하고, 4주째는 amitriptyline이 더 많은 호전을 보

알러지 및 특이체질성 부작용도 본 연구 대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3. 結論 및 問題點
이상의 결과로 볼 때 nomifensine의 치료 효과는
amitriptyline과 유사하나,

진정 효과, 항콜린 효과，

심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
은 현재 까지 의 연구된 보고와 거의 일치 하는 소견을 보

인 것 같았으나 variance analysis에 의해 검정한 결

인다(Forrest, 1977; Grof, 1977；McClelland, 1977；

과 의미있는 차이로 볼 수 없었다.

Brogden, 1979).

2. 副作用
중추 신경계 및 정신과적으로 문제된 경우는 대부분

그래서 nomifensine은 생화학적으로 볼 때 dopamine活性이 저하되어 있거나 norepinephrine의 活性이
저하된 群에서 사용하면 좋겠고, 임상적으로는 정신운

동 지연이 있는 환자, 심장 질환이 있거나 부작용에 예

Ehsanullah, R.S.B., P. T urner(1977) ：Effect of

민한 환자, 노인 환자 둥을 대상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nomifensine in vitro on uptake o f 'o-hydroxytry-

그러 나 불면증이 심한 환자, 초조감이 있는 환자, 정

ptamine and dopamine into human platelets., Bri.

신병적 증상을 보이고 있는 환자는 사용하는데 주의를
해 야겠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수면제나 항정신병약과

J. Clin. Pharm ac., 4, 1595-1635.
Forrest A., A. Hewett, P. Nicholson(1977) : Cont
rolled randomized group comparison o f nomifen-

의 병용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이 논문에서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은
첫째 二重盲法 double blind study 가 아니고 평가도
한 환자에 한 의사가 담당했다는 점 , 둘째 연구 기 간

sine and imipramine in depressive illness, Bri.
J. Clin. Pharmac., 4, 215S-2205.

Grof, P., B. Saxena, L. Daigle, and G. Mahutte

이 4주로 짧았고, 2주 간격 으로 rating하였다는 점，세

(1977)

째 외래 환자의 경우 상당수 중도에 탈락했는데 이들

ared with amitriptyline; A double blind clinical

의 추적 이 되지 않았다는 점 이다. 마지 막으로, 두 群

trial in Acute Primary depressions. Bri. J. Clin.

의 Case선택에 신중을 기하긴 했지만 연구 대상수가

Pharmac., 4, 2215-2255.

적어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다.

•• Dopaminergic agonist nomifensine comp

Hanks, G.W. (1977) : A profile o f nomifensine, Bri.
J. Clin. Pharmac., 4, 2435-248S.

W. 要

^勺

Hoffmann,

Irmgard(1977) ：A comparative review

of the pharmacology of nomifensine, Bri. J. Cl

1. 23명의 우울증 환자 (DSM I 진단 기준)를 대상
으로 nomifensine과 amitriptyline을 임의로 선택하
여 각각 하루 50〜250mg씩 증상의 정도에 따라 자유

in. Pharmac., 4, 69S-75S.

Kellner, H.M., M.J. Robert, et al(1977) ：Kinetics
and metabolism in animals, Bri. J. Clin. P har
mac., 4, 109S-116S.

로이 용량을 조절하면서 투여하였다.
2. 치료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평가는 45개의 항목

McClelland, H.A., T.A. Kerr, J.C. Little (1977) : A

의 Check list를 사용하여 4주 동안 2주일 간격으로 3

Clinical comparison of nomifensine and amitrip

회 실시했다.
3. Nomifensine은 우울 증상을 개선하는데 amitri-

tyline, Bri. J. Clin. Pharmac., 4, 2335-236S.

Radmayr, E. and D.

Koeppen (1977) ：Aspects of

ptyline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투약 2주

long-term treatment of depressive disorders, with

경에는 nomifensine群에서 치료 효과가 약간 나았고,

particular regard to tolerance: A lival {nomifensi-

4주에는 amitriptyline群에서 보다 좋은 것으로 나왔

7ie) Symposium iiber Ergebnisse der experimente-

으나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
4. 두 群 모두에서 심각한 부작용은 일어 나지 않았
으나 nomifensine群에서 비교적 부작용이 없었다.
5. 본 연구 결과는 대상수가 적고 방법상의 문제 등

llen Und klinischen Prufung. 妙 .285-299.

Schacht, U.，M. Leven and G. Backer (1977) •• stu
dies on brain metabolism of biogenic amines, Bri. J. Clin. Pharmac., 4 , 77S-87S.

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
I------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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