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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adjunctive aripiprazole versus bupropion on specific symptoms of depression.
Methods : Data were from 6-week, randomized, prospective, open-label multi-center study in 103 patients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s. Participants were randomized to receive aripiprazole (2.5-10 mg/
day) or bupropion (150-300 mg/day) for 6 weeks. Change in four subscales of the 17-item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HAM-D17) that capture core depression symptoms was determined, and change in individual HAM-D17 items was also assessed. Changes in three composite subscales-anxiety, insomnia, and
drive were also examined.
Results : Within-group change in the four core subscales was large [effect size (ES)=1.30-1.47] and it
was similar to that in the HAM-D17 total score. Differences between aripiprazole and bupropion were significant for each of the four core subscales and the HAM-D17 total score favored aripiprazole ( p＜0.001). On
three composite scales, both treatments caused substantial changes in anxiety (within-group ES=1.10 (aripiprazole) vs. 1.00 (bupropion)], insomnia (ES=0.75 vs 0.50), and drive (ES=1.17 vs 1.15).
Conclusion : This results suggested that both aripiprazole and bupropion adjunctive therapies with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resulted in significant and clinically meaningful changes in core symptom
subscales for depression. (Anxiety and Mood 2017;13(2):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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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원 등

서

론

척도(Hamilton Depression Scale 17 Version, 이하 HAMD17)의 항목을 사용하여 우울증의 핵심증상이라고 부를 수

우울장애는 17~18%1의 유병률을 가진 흔한 질병이며, 환자

있는 증상들을 정의하였다.12-15 이를 사용하여 두 약제의 부가

의 15%가 자살시도를 하는 심각한 병이다.2 세계보건기구의

적 치료의 효과와 우울증의 핵심증상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발표에 따르면 주요우울장애는 2020년 경 질병 부담의 측면

알아보고자 한다.

에서 두 번째로 많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울

본 연구를 통하여 SSRI에 대한 부가적 치료로서 bupropi-

장애 환자의 치료에 다양한 작용기전을 가진 항우울제가 사

on과 aripiprazole의 치료 효과를 비교하고, 세부 증상에 미치

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약 70%의

는 두 약물의 효과를 알아봄으로써 임상 현장에서 치료 전략

환자가 적절한 항우울제 단독요법에도 부분적인 치료 반응을

을 찾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3

4

보이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항우울제 단독치료에

대상 및 방법

서 53%의 환자가 치료에 반응하지 않았으며, 37%의 환자가
항우울제 초기치료에 12주 후 반응을 보였다.5 항우울제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50%의 환자에서 증상이 만성적인 경과를
6

연구대상

보였다.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y Association)

2011년 7월에서 2015년 2월까지 여섯 곳의 대학병원 정신건

임상지침에 따르면 4~8주의 항우울제 단독치료에 부분반응

강의학과 외래에 내원한 환자 중 진단통계편람 4판(Diagnos-

을 보이거나 치료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용량변경, 항우울약제

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ition,

교체, 부가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치료저항성 우울증에서 선택

Text Revision, 이하 DSM-IV-TR)에 의해 주요우울장애로

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

진단된 만 19세에서 70세 이하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hibitor, 이하 SSRI)에 대한 bupropion의 부가치료는 연구가

참여자는 충분한 용량의 SSRI 단독 요법으로 4주 이상 치료

부족하지만 경험적 근거로 인하여 가장 흔한 부가적 치료 전

후에도 중등도에서 중증의 우울증상을 가진 사람으로 HAM-

7

략으로 사용되어 왔다. 또한 우울증에서 항우울제에 대한 항

D17에서 14점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로 정의하였다.16 물질사

정신병약제의 부가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 되었으

용이나 의학적 상태로 인한 우울증상, 물질사용장애, 조현병,

며,8 부가적 또는 시너지 효과로 치료저항성 환자에서 증상의

양극성 장애, 기타 정신증의 병력이 있거나 경련성 장애의 과

호전과 빠른 반응을 보였다.9 특히 항정신병약제 중 aripipra-

거력이 있는 경우, 자살의 위험성이 높거나 불안정한 내과적,

zole과 quetiapine의 부가적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임산부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10

들이 보고되었다. 미국식품의약국(U. S. Food and Drug

또한 6주 이상 충분한 용량의 두 가지 이상의 항우울제로 치료

Administration, 이하 FDA)은 주요우울장애 환자의 성인에서

받았으나 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자는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항우울제의 부가적 치료제로써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인 ar-

기준에 부합하는 총 214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환자를 대

ipiprazole을 승인하였다. 또한 한 연구에 따르면 FDA의 승인

상으로 연구 참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이 되지는 않았으나 SSRI와 bupropion의 부가요법은 항우울

후 bupropion 또는 aripiprazole 부가치료를 받은 103명이 최

제 단일요법에 부분 반응을 보이거나 반응이 없는 사람에서

종 연구대상이 되었다. 본 연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연구에

다른 항우울제로 변경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11

참여한 여섯 병원의 임상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경험적 근거와 부가적 약물요법 사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각 약물의 치료효과와 부가 치료 약물 간의 비교 연구는 드물

연구설계

다. 우울증 환자의 치료에서 효과와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약

SSRI 치료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주요우울증 환자

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항우울제에 대한 aripiprazole

에서 aripiprazole과 bupropion의 효과와 안정성을 비교한

및 bupropion의 부가 치료는 우울증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

전향적 무작위배정연구17에 포함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

져 있으나 두 약제의 부가치료 효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

한 후속 연구로서, 우울증상의 핵심증상과 세부증상에서 두

구는 매우 적다.17,23 또한 우울증에서 치료 효과를 보이는 세

약제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분석

부 핵심증상에 대한 연구 역시 부족하다. 또한 우울증 치료에

하였다. 214명을 모집하였으며 107명의 환자가 연구에 동의하

있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온 bupropion과 aripiprazole의

여 aripiprazole 부가요법 군(이하 aripiprazole군)과 bupro-

세부 핵심증상에 대한 연구 역시 부족하다. 이전 몇몇 연구자

pion 부가요법 군(Bupropion군)으로 무작위 배정되었다. 최

들(Bech, Maier와 Philipp, Gibbons, Evans)은 해밀턴 우울

종적으로 SSRI와 aripiprazole(2.5~10 mg/day, n=56),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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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propion(150~300 mg/day, n=47)을 1회 이상 복용한 103

군 내 HAM-D17의 세부척도와 개별 항목 점수의 변화는 효

명을 대상으로 6주 동안 전향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Ar-

과크기로 나타냈으며, 모집단에 대한 가정을 하지 않고 Wil-

ipiprazole의 시작용량은 2 또는 2.5 mg/day였으며 부작용과

coxon signed rank test를 실시하였다. 효과크기는 치료 효과

내약성을 고려하여 20 mg/day까지 증량하였다. Bupropion

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효과를 표준화 하여 표

은 150 mg/day로 시작하여 300 mg/day까지 증량하였다. 연

본 크기에 독립적이며, 범위가 다른 항목 척도의 의미 있는

구기간 동안 다른 정신과적 약제(항정신병 약제, 항간질제, 항

비교를 할 수 있게 한다.18,19 0.2 이하는 작은 크기, 0.5는 중간

우울제, 기분조절제, opioid 진통제, 정신 자극제 등)의 사용

크기이며, 0.8 이상은 큰 효과크기를 나타낸다.18 Aripipra-

은 허용되지 않았으며, 사용하고 있는 SSRI의 용량과 종류를

zole군과 bupropion군의 least square mean을 구하여 효과

유지하였다. 치료의 효과는 HAM-D17 total 점수와 핵심 세

크기의 평균 변화에서 치료 약제와 각 대학병원 환자 구성의

부척도의 평균 변화로 측정하였으며, 군 내 변화의 크기는 효

영향을 줄였다. 군 간 비교는 기저 점수를 공변인으로 한 공

과크기[effect size(ES), 평균변화 점수(기저시점-종결시점)/

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을 이용하였으며, 다중 분

변화 점수의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18 각 세부 척도(subscale)

석을 위한 수정을 시행하지 않았다. 무작위 배정된 약제를 한

의 총 점수는 네 가지 세부 척도(Bech, Maier와 Philipp, Gib-

번이라도 복용한 경우 intention-to-treat(이하 ITT) 군으로

19

bons, Evans) 내 개별 항목의 점수를 합하여 측정하였다. 임

규정하여 ITT 분석을 시행하였고 이전 관찰치 적용 분석법

상가의 약 선택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증상으로 구성된 점수인

(last observation carried forward, 이하 LOCF)을 따라 분석

혼합 점수(composite score)는 불안(HAM-D17 항목 9, 10,

하였다. 자료 분석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양방향 검증을 통하

11 : 초조, 정신적 불안, 신체적 불안), 불면(HAM-D17 항목

여 0.05 미만으로 하였으며, PASW Version 21.0 for Windows

4, 5, 6 : 초기, 중기, 후기 불면), 욕동(HAM-D17 항목 7, 8,

(Chicago, IL, USA)를 사용하였다.

13 : 일과 활동, 지체, 일반적 신체 증상)과 관련된 증상으로
구성되어 있다.19,20

결

과

본 연구에서 aripiprazole군은 56명(남 23명, 여 33명), bu-

연구 도구

propion군은 47명(남 13명, 여 34명)이었으며, 참여자의 65%
해밀턴 우울증 평가 척도(17-items Hamilton Depression

가 여자였다. Aripiprazole군은 42명(75%), bupropion군 36명

Rating Scale, 이하 HAM-D17)

(72.9%)의 환자가 6주 동안 연구에 참여하였다. 치료중단의

21

HAM-D17 은 주요우울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가장 널리

이유로는 동의 철회(2.8%), 추적 실패(19.6%)가 있었다. 기저 시

사용되고 있는 관찰자 평가 척도이다. 이 척도는 17개의 문항

점의 인구통계학 특징 및 HAM-D17 total 점수의 평균은 두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서 등의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핵심 세부척도와 개별 HAM-

22

신뢰도는 0.76이었다. 본 연구의 HAM-D17 평가자는 훈련을

D17 항목의 기저 점수 역시 두 군의 차이가 없었다(Table 1).

거쳐서 평가자간 신뢰도가 0.80이 될 때까지 훈련하였다.

평균 aripiprazole의 용량은 2.99 mg/day였으며, bupropion

HAM-D17의 세부 항목을 사용하여 우울증의 핵심 증상을

의 용량은 199.29 mg/day였다.

정의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으며, Bech는 우울한 기분, 일
과 활동, 죄책감, 정신적 불안, 지체, 전반적인 신체 증상, Maier

HAM-D17 total 점수와 핵심 세부척도(core subscale)

와 Philipp은 우울한 기분, 일과 활동, 죄책감, 정신적 불안, 지

핵심 세부척도 점수와 HAM-D17 total 점수는 효과크기

체, 초조, Gibbons은 우울한 기분, 일과 활동, 죄책감, 정신적

로 표현하였으며(Figure 1), 치료 후 핵심 세부척도와 HAM-

불안, 초조, 자살 사고, 신체적 불안, 성적인 증상, Evans는 우

D17 total 점수의 변화의 크기는 두 군 모두에서 큰 효과크기

울한 기분, 일과 활동, 죄책감, 정신적 불안, 신체적 불안, 성적

를 보였다. Aripiprazole군(ES=1.43-1.51)이 bupropion 군

12-15

인 증상을 핵심 증상으로 정의했다.

본 연구에서는 Bech,

(ES=1.30-1.39)에 비해 모든 척도에서 유의하게 높은 효과크

Maier와 Philipp, Gibbons, Evans의 세부척도를 사용하였다.

기를 보였다. 기저에서 종결 시점까지의 네 개의 핵심 세부척
도와 HAM-D17 total 점수의 평균은 aripiprazole군이 bu-

통계분석

propion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다(Table 2). 기저 시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점의 HAM-D17 total 점수의 평균은 aripiprazole군 20.43±

분석(frequency analysis)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5.38점, Bupropion군 20.79±5.35점이었으며, 두 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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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and patient characteristics
Aripiprazole (n=56)

Bupropion (n=47)

Mean±SD

Mean±SD

Age, years

43.86±16.63

47.69±16.05

-1.144

.256

Education, years

11.47±3.72

10.16±4.01

1.649

.103

HAM-D17

20.75±5.60

20.36±5.14

.364

.717

n (%)

n (%)

2.516

.113

3.240

.518

3.544

.170

2.544

.280

4.078

.396

.432

.728

Variable

t or χ2

p value

Sex
Male

23 (41.1)

13 (27.7)

Female

33 (58.9)

34 (72.3)

Marital status
Married

34 (60.7)

31 (66.0)

Single

22 (39.3)

16 (34.0)

8 (14.3)

3 (6.4)

Socioeconomic status(income)
Upper (＞3500,000 won/month)
Middle

40 (71.4)

28 (59.6)

8 (14.3)

12 (25.5)

49 (87.5)

40 (85.1)

Anxiety disorder

5 (8.9)

7 (14.9)

Somatoform disorder

1 (1.8)

-

Lorazepam

1 (1.8)

2 (4.40)

Lower (＜1500,000 won/month)
Comorbid psychiatric illness
No

Concomitant psychiatric medication
Alprazolam

37 (66.1)

31 (68.90)

Diazepam

1 (1.8)

3 (6.70)

Clonazepam

9 (16.1)

3 (6.70)

Zolpidem

6 (10.7)

6 (13.3)

In/out patient
In

4 (7.1)

Out

5 (10.60)

52 (92.9)

41 (87.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or number (%). SD : standard deviation, HAM-D17 : 17-items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Aripiprazole
1.55

Bupropion

1.51 (p=.031)

1.50

1.46 (p=.018)

1.43 (p=.010)

1.45
Within-group effec size

1.47 (p=.020)

1.45 (p=.008)

1.39

1.40

1.36

1.35

1.36
1.32

1.30

1.30

1.25

Figure 1. Within-group effect size of
HAM-D17 total score and 4 subscales, during treatment. p value
determined using ANCOVA with
baseline score as a covariate. HAMD17 : 17-items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1.20
1.15
HAM-D17 total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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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h subscale

Maier/philipp
subscale

Gibbons
subscale

Evans subscale

69

우울증 세부증상에서 아리피프라졸 및 부프로피온 부가용법의 효과 비교
Table 2. Mean change in HAM-D17 core symptom scores
Baseline score mean (SD)
Aripiprazole (n=56)
HAM-D17 total score*
Bech subscale
Maier/Philipp subscale

LS mean change

Bupropion (n=47)

Aripiprazole (n=56)

Bupropion (n=47)

p value

20.43

(5.38)

20.79

(5.35)

-1.51

(0.14)

-1.22

(0.13)

＜0.001

9.93

(2.51)

10.11

(2.39)

-1.41

(0.13)

-1.21

(0.13)

＜0.001

9.86

(2.90)

10.23

(2.67)

-1.37

(0.13)

-1.27

(0.14)

＜0.001

Gibbons subscale

12.29

(3.68)

12.47

(3.38)

-1.43

(0.14)

-1.29

(0.14)

＜0.001

Evans subscale

10.38

(2.48)

10.32

(2.35)

-1.45

(0.13)

-1.20

(0.13)

＜0.001

* : N values for the HAM-D17 Total score were Aripiprazole=56, Bupropion=47. Bech Subscale=HAM-D17 Items 1,2,7,8,10,13 ; Maier/Philipp Subscale=HAM-D17 Items 1,2,7,8,9,10 ; Gibbons Subscale=HAM-D17 Items 1,2,3,7,9,10,11,14 ; Evans Subscale=HAM-D17
Items 1,2,7,10,11,13

Aripiprazole

Bupropion

80.0

HAM-D17 response rate (%)

70.0

67.9%

55.4%

60.0
50.0

58.9%

62.5%
51.8%

48.9%

46.8%
40.4%

42.6%

42.6%

'40.0
30.0
20.0
10.0
0.0
HAM-D17 total
score

Bech subscale

Maier/philipp
subscale

Gibbons
subscale

Evans subscale

Figure 2. Response rates using the
HAM-D17 total score and 4 subscales, during treatment. * : Response defined as a reduction of ≥
50% in HAM-D17 total score from
baseline to the end of treatment.
HAM-D17 : 17-items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HAM-D17 total 점수의 least-squares 평균 변화는 aripip-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두 약제의 부가 치료 후 HAM-D17

razole 군 -1.51±0.14, bupropion군 -1.22±0.13이었다(p＜

개별 항목 점수의 평균은 우울한 기분, 자살, 불면, 지체, 초

0.001). Aripiprazole군과 bupropion군의 치료 반응률은 각

조, 정신적 불안, 신체적 불안, 위장관계 신체증상, 일반적 신

각 67.9%, 48.9%였으며(Figure 2)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체증상, 건강염려증, 병식(p＜0.001) 항목에서 aripiprazole군
이 유의하게 더 감소하였으며, 일과 활동, 성적인 증상, 체중감

HAM-D17 개별 항목
HAM-D17 개별 항목에서 aripiprazole과 bupropion의 효

소(p＜0.001) 항목에서는 bupropion군이 더 감소하였다(Table 3).

과는 막대그래프로 나타냈다(Figure 3). 개별 항목(Aripiprazole군 vs. Bupropion군) 중에서 우울한 기분(ES=1.16 vs.

혼합 척도

1.20), 정신적 불안(ES=1.01 vs. 0.89), 자살(ES=1.00 vs. 0.99),

불안, 불면, 욕동의 혼합 점수에서 욕동(ES=1.17 vs. 1.15), 불

일과 활동(ES=0.98 vs. 1.15) 신체적 불안(ES=0.89 vs. 0.76),

안(ES=1.10 vs. 1.00)은 aripiprazole군과 bupropion군 모두

지체(ES=0.84 vs. 0.68) 증상에서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 또

큰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불면(ES=0.75 vs. 0.50)에서는 중간

한, 죄책감(ES=0.79 vs. 0.72), 초조(ES=0.77 vs. 0.70), 중기 불

정도의 효과를 보였다(Figure 4).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

면(ES=0.75 vs. 0.50), 건강염려증(ES=0.73 vs. 0.62), 체중감소

지 않았다.

(ES=0.68 vs. 0.60), 위장관계 신체증상(ES=0.63 vs. 0.39)에
서 중간 크기의 효과를 보였다. 일반적 신체증상(ES=0.73 vs.
0.20)(p＜0.002)과 병식(ES=0.32 vs. 0.17)(p=0.036)에서 두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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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

Insight

0.32 (p=.036)

Loss of weight

Bupropion

0.60

Hypochondriasis
Genital symptoms
0.20

Somatic symptoms (general)

0.39

0.54
0.73 (p=.002)

0.39

Somatic symptoms (GI)

0.63

0.76

Anxiety somatic
HAM-D17 item

Aripiprazole

0.68
0.62
0.73

0.89
0.89

Anxiety psychic
0.70

Agitation

0.68

Psychomotor retardation

0.84

Work and activities
0.16

Insomnia (late)

0.98
0.42

Insomnia (middle)

0.50

Suicide

0.72

Guilt

0.99
1.00
0.79

1.20
1.16

Depressed mood
0.00

0.20

0.40

0.60

1.15

0.75

0.57
0.52

Insomnia (early)

Figure 3. Within-group effect size
of HAM-D17 individual items during treatment. HAM-D17 : 17-items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GI : gastrointestinal.

1.01

0.77

0.80

1.00

1.20

1.40

Table 3. Mean change (LS mean) in HAM-D17 individual item scores
Baseline score mean (SD)

LS mean change (SE)

Aripiprazole

Bupropion

Aripiprazole

Bupropion

(n=56)

(n=47)

(n=56)

(n=47)

p value*

Depressed mood

2.30

(0.87)

2.53

(0.62)

-1.16

(0.13)

-1.13

(0.14)

Guilt

1.20

(0.80)

1.28

(0.80)

-0.77

(0.13)

-0.72

(0.15)

0.931

Suicide

1.38

(0.86)

1.09

(0.88)

-1.07

(0.14)

-0.86

(0.13)

＜0.001

Insomnia (early)

0.84

(0.76)

0.98

(0.68)

-0.58

(0.15)

-0.47

(0.12)

＜0.001

Insomnia (middle)

0.93

(0.63)

0.89

(0.67)

-0.74

(0.13)

-0.51

(0.15)

＜0.001

Insomnia (late)

0.82

(0.69)

0.83

(0.70)

-0.39

(0.13)

-0.15

(0.14)

＜0.001

Work and activities

2.11

(0.80)

2.28

(0.74)

-0.95

(0.13)

-1.11

(0.14)

＜0.001

＜0.001

Psychomotor retardation

1.07

(0.83)

1.11

(0.70)

-0.85

(0.14)

-0.64

(0.14)

＜0.001

Agitation

1.25

(0.74)

1.23

(0.84)

-0.75

(0.13)

-0.70

(0.15)

＜0.001

Anxiety psychic

1.93

(0.87)

1.81

(0.82)

-1.02

(0.14)

-0.80

(0.13)

＜0.001

Anxiety somatic

1.52

(0.79)

1.32

(0.69)

-0.98

(0.15)

-0.59

(0.12)

＜0.001

Somatic symptoms (GI)

0.77

(0.54)

0.89

(0.60)

-0.61

(0.13)

-0.40

(0.15)

＜0.001

Somatic symptoms (general)

1.32

(0.51)

1.11

(0.43)

-0.77

(0.14)

-0.16

(0.12)

＜0.001

Genital symptoms

0.61

(0.78)

0.94

(0.82)

-0.39

(0.14)

-0.54

(0.15)

＜0.001

Hypochondriasis

1.29

(0.89)

1.26

(0.94)

-0.75

(0.14)

-0.54

(0.13)

＜0.001

Loss of weight

0.55

(0.69)

0.72

(0.74)

-0.62

(0.13)

-0.65

(0.16)

＜0.001

Insight

0.48

(0.50)

0.35

(0.48)

-0.74

(0.14)

-0.37

(0.14)

0.018

* : p values from Wilcoxon signed rank test. GI :gastrointestinal

고

찰

료와 항우울제와 bupropion의 부가치료를 비교한 선행연구
에서 aripiprazole은 bupropion과 동등한 부가치료 효과를

본 연구는 SSRI 단독요법에서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보였다.17 후속 연구인 본 연구에서도 두 가지 부가적 치료에

우울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6주의 기간 동안 SSRI에 aripip-

서 전반적 우울증상이 호전되었으며, 우울증의 핵심증상도

razole 또는 bupropion을 부가치료한 후 결과를 비교한 전향

호전을 보였다. 두 군에서 HAM-D17의 total 점수와 핵심 세

적 연구이다. 우울증에서 항우울제와 aripiprazole의 부가치

부척도는 큰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심각한 부작용을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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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piprazole

ipiprazole 역시 우울증의 핵심 증상에 치료 효과를 보였다는

Bupropion

것을 알 수 있다. Aripiprazole과 bupropion의 SSRI와의 부가

1.40

Within-group effect size

1.20
1.00

1.10

1.17

1.15

은 안전하고 bupropion군에 비교하여 부작용에 대한 중도탈

1.00

락에도 차이가 없었다.17 Aripiprazole의 가장 흔한 부작용인

0.75

0.80
0.60

요법의 안전성과 내약성을 비교한 선행 연구에서 aripiprazole

정좌불능은 기존 연구27보다 적은 12.5%의 환자에서 나타났으
0.50

며 이는 aripiprazole의 낮은 용량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17

0.40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개방표지(Open la-

0.20

beled), 대조군 연구로 이중맹검과 위약대조를 시행하지 못하

0.00
Anxiety

Insomnia

Drive

Figure 4. Within-group effect size of HAM-D17 composites scores
during treatment. Anxiety score=HAM-D17 items 9,10,11 ; Insomnia score=HAM-D17 items 4,5,6 ; Drive score=HAM-D17 items
7,8,13. HAM-D17 : 17-items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였다. 치료효과에서 aripiprazole 또는 bupropion의 단독 효
과인지 SSRI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효과인지를 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SSRI 단일요법에 반응하지 않은 우울
증 환자를 대상으로 약제에 효과가 있는 증상을 확인하기 위
한 연구였기 때문에 여러 약제로 치료가 되지 않은 치료저항
성 우울증이 있는 환자에서 연구 결과의 적용이 어렵다. 추

지 않았다. 특히, SSRI와 aripiprazole 부가요법은 우울증의

후 장기 추적을 통한 치료효과 및 유지의 평가와 우울증상

전반적 호전 뿐 아니라 핵심증상에서도 bupropion 부가요법

개선에 작용하는 기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에 비해 유의한 호전을 보였다. Aripiprazole과 bupropion의

연구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임상적 유의성을 의미하지는

부가적 치료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개별 증상은 두 군에서 모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다.

두 우울한 기분, 일과 활동, 정신적 불안으로 Bech, Maier와

본 연구를 통하여 우울증에서 aripiprazole과 bupropion

Philipp, Gibbons, Evans 세부척도의 공통 핵심증상과 일치

의 부가적 치료가 우울증의 핵심증상에 치료효과가 있다는

하였다. 혼합 점수에서 불안과 욕동은 aripiprazole과 bupro-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약제 모두 세부 우울증상에서 큰 치료

pion 부가 요법에서 큰 효과 크기를 보였으며 두 군에서 유의

효과를 보이며 aripiprazole은 bupropion보다 더 나은 증상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전의 aripiprazole 부가 치료에 대

호전의 효과를 보였다. 임상에서 치료 저항성 환자에서 부가

한 연구에서 환자의 HAM-D17의 개별 항목 중 초기 불면과

적 치료는 개인의 판단에 맡겨져 왔으며, 효과적 부가 치료 요

자살 사고가 호전되었으며, bupropion에서는 과수면과 에너

법으로 고려되는 치료 전략에 대하여 직접 비교한 연구는 많

지 수준에서 개선을 보였다.23 본 연구에서는 자살 사고, 불안,

지 않았다. 본 연구는 aripiprazole과 bupropion 부가요법의

욕동, 피로, 불면 등에서 두 약제 모두에서 치료효과를 보였

세부 증상에 대한 치료효과를 비교하였으며, 환자의 증상을

으며, 두 약제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고려한 부가 치료 전략에 적용이 제안된다.

Aripiprazole은 치료저항성 우울증 환자의 부가 치료로써

요

근거가 잘 확립되어 있으며, bupropion은 치료 반응이 적은

약

우울증의 치료 전략으로 임상에서 가장 선호되는 부가요법
으로 알려져 있다.7 Aripiprazole은 D2/D3 수용체의 부분 작

우울증은 높은 유병률을 가지며 심각하고 만성화 될 수 있

용제(partial agonist)이고, serotonin 1A(5-HT1A) 수용체에

는 질병이다. 환자가 증상 없이 기능적 회복이 되어 일상을

도 부분 작용제 (partial agonist)로 작용한다.24,25 이러한 작용

영위하기 위해 임상가는 단독요법 이상의 치료 전략이 필요

기전으로 인해 우울증에서 다른 비전형 항정신병약제보다

하다. 본 연구에서 SSRI와 aripiprazole 또는 bupropion 부가

24,25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Bupropion은 항우

요법은 우울증의 증상 호전을 보였다. SSRI와 aripiprazole 부

울제로써 노르에프네프린과 도파인 신경전달시스템의 이중 효

가 요법은 우울증의 전반적 점수의 호전뿐 아니라 세부척도

과(dual effect)를 갖는다고 알려 져 있다.26 Bupropion의 작용

의 핵심 증상에서 bupropion 병합 요법에 비해 더 의미 있는

기전이 그 자체로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신경전달

변화를 보였다. 또한 두 약제 모두 핵심 우울증상이라 할 수

시스템을 향상시켜 항우울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 져 있

있는 개별증상(우울한 기분, 일과 활동, 정신적 불안)에서 가

26

다. 본 연구에서 두 군 모두에서 우울증 증상에서 치료 효과

장 큰 변화를 보였다.

를 보였으며, aripiprazole과 bupropion을 비교하여 볼 때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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