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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두통의 예방 및 치료
이현정, 장수미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약제실

편두통은 뇌신경 및 뇌혈관의 기능 이상으로 인하

예방 치료는 두통 발작의 빈도, 중등도, 지속시간을

여 발생하는 두통의 일종으로 국내에서도 유병률이

줄여주고, 급성기 치료제의 효과를 상승시키며, 두통

17%에 이를 정도로 매우 흔할 뿐 아니라 세계보건기

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를 감소시키는 데 필요하다.

구(WHO)의 2017년도 세계질병부담연구에 따르면

또한, 진통제 과용을 금하여 만성두통의 발생을 방지

모든 질환 중 두 번째로 일상생활에서의 장애도가 큰

하며 편두통으로 인한 전체적인 치료비용을 감소시키

질환이다.

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편두통의 기전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

지 않았지만,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삼차신경에서 주
변의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분

1. 예방 치료가 필요한 경우4)

비하여 신경섬유가 통증에 더욱 민감하게 되고 혈관
을 확장해 통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2)

- 급성기 치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장애가 현

편두통을 유발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흔한 원

저할 경우

인으로는 식사 지연 또는 누락, 생리, 스트레스, 날

- 한 달에 4일 이상 발작이 나타난 경우

씨 변화, 술 등이 있으며, 초콜렛, 치즈, 적포도주 등

- 급성기 치료제에 의학적 금기를 하고 있거나, 급

도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성기 치료로 치료되지 않거나, 약물 과용이 있는

3)

국제두통질환분류에서 편두통은 다양한 아형으로

경우

정의될 수 있는데, 전조 또는 조짐 유무에 따라 무조

- 급성기 치료제에 약물 부작용이 있는 경우

짐편두통과 조짐편두통으로 구분되며, 두통 빈도에
따라 한 달에 15 일 이상의 두통이 3개월을 초과하는

2. 경구용 예방 치료 약물

경우 만성편두통으로, 그 이하인 경우 삽화편두통으
로 진단 분류된다(Table 1).1)

예방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에는 베타차단제, 항경

편두통의 치료는 발작이 있을 때 통증을 줄이는 급

련제, 항우울제 등이 있는데 예방 효과는 각 개별 약

성기 치료와 편두통의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예방 치

물에 대한 평가이므로 같은 기전을 가지는 약물이라

료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편두통의 종류 및 심각

하더라도 두통 발작의 예방 효과에 대한 증거는 차이

도, 빈도, 특성 등이 개인마다 다르며 개인마다 효능

가 있다.

과 부작용을 예측할 수 있는 생물표지자(biomark-

치료 약물은 환자에게 동반된 신체적, 정서적 문제

er)가 확인되지 않아 특정 환자의 치료 최적화는 어

점들을 같이 고려하여 선택되며, 적은 용량으로 시작

려운 상황이다.1)

하여 적절한 효과를 얻거나 부작용이 생기는 시점까
지 용량을 천천히 증가시키며 보통 효과가 나타나기

편두통의 예방 치료

까지 4주 정도가 소요된다. 대한두통학회에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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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CHD*-3 Criteria for episodic and chronic migraine1)
A. 다음 B-D 조건을 충족시키는, 적어도 5차례 이상의 두통 발작을 경험한 경우
B. 치료하지 않는 경우 또는 성공적으로 치료되지 않은 경우 4~72시간 지속되는 두통
C. 다음 중 적어도 두 가지 특징의 두통에 해당할 것
1. 한쪽 두부의 통증
2. 박동성 통증

삽화편두통

3. 중등도 또는 중도의 통증
4. 계단을 걷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에 의해 악화되는 통증
D. 두통시 다음 중 적어도 한 가지를 동반하는 경우
1. 메스꺼움과/또는 구토
2. 공포증과 소리공포증
E. 다른 기준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 두통
A.	두통(편두통 또는 긴장성 두통 양상)이 한 달에 반 이상 생기고 3달 이상 지속되며, 다음 B, C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B.	전조를 동반한 편두통과 전조를 동반하지 않은 편두통 각각에 대해서 B-D 기준을 적어도 5회
충족시키는 두통

만성편두통

C. 3달 동안 한 달에 8일 이상 아래의 기준을 하나라도 충족시키는 경우
1. 전조를 동반하지 않는 편두통의 경우 C와 D의 기준을 충족
2. 전조를 동반한 편두통의 경우 B와 C의 기준을 충족
3. 환자가 편두통이라고 생각하고 triptan 제제나 ergot 제제를 써서 증상이 완화된 경우
D. 다른 기준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 두통

*ICH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Headache Disorders.

에 기반한 예방 약물을 제시하였다(Table 2).

와 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CGRP)

예방 치료의 효능은 적정용량 혹은 최대 내약 용량

를 표적으로 하는 3종류의 monoclonal antibody

으로 2개월 이상 사용한 후 판단할 수 있으며, 예방

(mAb)인 fremanezumab, galcanezumab,

치료가 효과적인 경우 3개월 이상 치료를 지속한 후

erenumab이다(Table 3). Onabotulinumto-

용량을 감량하거나 중단하는 것을 시도할 수 있다. 예

xinA는 만성편두통에 대해서만 FDA에서 승인받았

방 약물을 감량하거나 중단했을 때 편두통의 빈도가

고, CGRP를 표적으로 하는 3가지 약품은 삽화편두

증가하면 용량을 증량하거나 다시 시작하기를 제안하

통, 만성편두통에 적응증을 승인받았다.5)

고 있다. 또한, 예방 치료를 시작했을 때 심한 약물

CGRP는 37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신경펩

부작용이 발생하면 치료 시작 후 수 일에서 수 주 이

티드 단백질로, 삼차 신경을 통해 CGRP가 분비되

내에 약을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4)

면 뇌의 염증반응과 혈관 확장을 유도하여 두통이 확
장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ig. 1). Erenumab
이 CGRP 수용체를 타겟으로 하는 반면, freman-

3. 예방 치료 신약

ezumab,

galcanezumab,

eptinezumab은

AHS (American Headache Society) 가이드

CGRP ligand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생물학적

라인에 따르면, 편두통 치료제 중 4종류의 주사제

제제는 2상 및 3상 임상시험에서 삽화편두통 및 만

가 사용되고 있다. 이 중 onabotulinumtoxinA

성편두통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과, 안전성 및 내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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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commended drug-specific levels according to migraine premedicine guidelines4)
약물

근거수준

권고등급

권고사항

Propranolol

높음

강함

권고함

Metoprolol

높음

강함

권고함

Atenolol

보통

약함

고려할 수 있음

Nadolol

보통

약함

고려할 수 있음

Nebivolol

낮음

약함

고려할 수 있음

Bisoprolol

전문가 의견

약함

사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함

Pandolol

전문가 의견

약함

사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함

Flunarizine

높음

약함

고려할 수 있음

Cinnarizine

낮음

약함

고려할 수 있음

Verapamil

전문가 의견

약함

사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함

Nicardipine

전문가 의견

약함

사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함

Nifedipine

전문가 의견

약함

사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함

Nimodipine

전문가 의견

약함

사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함

Candesartan

보통

약함

고려할 수 있음

Risonipril

낮음

약함

고려할 수 있음

Telmisartan

낮음

강함

사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함

Amitriptyline

보통

강함

권고함

Venlafaxine

보통

약함

고려할 수 있음

Fluoxetine

매우 낮음

약함

사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함

Nortriptyline

매우 낮음

약함

고려할 수 있음

Topiramate

높음

강함

권고함

Divalproex

높음

강함

권고함

Valproate sodium

높음

약함

고려할 수 있음

매우 낮음

약함

사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함

Levetiracetam

낮음

약함

고려할 수 있음

Zonisamide

낮음

약함

고려할 수 있음

1. 베타차단제

2. 칼슘통로차단제

3. ARB*, ACEI

†

4. 항우울제

5. 뇌전증약

Gabapentin

*ARB, angiotensin receptor blocker; ACEI.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

을 입증했으며, 1962년 FDA에서 승인된 methyl-

으로 주사용 예방 약물에도 적용되지만, 몇 가지 주목

sergide 이후 편두통의 매커니즘에 기반하여 설계,

할 만한 대조점이 있다. 첫째, 점진적인 용량 증가가

개발된 최초의 상용 약품이다.10)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OnabotulinumtoxinA

경구용 예방 약물에 대한 예방 치료 원칙이 일반적

의 치료 용량은 155 단위이며, 초기 용량도 이와 같

- 501 -

JKSHP, VOL.37, NO.4 (2020)

Table 3 Overview of mAbs for migraines6)-9)
Drug

Target

투여방법

용법

Status

Receptor

피하주사

4주에 1회

FDA 승인

Galcanezumab

Ligand

피하주사

4주에 1회

FDA 승인

Fremanezumab

Ligand

피하주사

4주 또는 12주에 1회

FDA 승인

Eptinezumab

Ligand

정맥주사

12주에 1회

3상 임상 완료

Erenumab

Fig. 1 Mechanism of action for GCRP mAb10)

다. Erenumab은 초기 용량과 유지 용량 동일하게

않기 때문에 다른 약제와의 약물 상호작용이 적어서

70 mg과 140 mg으로 사용할 수 있다. Freman-

다른 편두통 경구 약제 또는 주사 예방 치료와 함께 사

ezumab은 225 mg과 675 mg으로 공급되며, 이

용할 수 있다. 또한, 주사 부위 통증과 주사 부위 발

는 각각 월별 및 분기별 요법에 해당한다. Galcan-

진이 나타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었고 위

ezumab은 초기 용량으로 240 mg을 투여하고, 이

약과 유사한 내약성을 보였다. 하지만 장기적 안전성

후 월별 120 mg을 투여한다. 점진적인 용량 증가의

에 대한 자료는 향후 대규모의 다양한 환자군에서 사

필요성이 없다는 점과 더불어 빠른 치료효과 및 양호

용한 실제 임상 경험을 필요로 할 것이다.

한 내약성 프로파일은 주사용 약물치료가 공통적으로

이들 생물학적 제제는 경구용 예방 약물을 사용하는

갖는 장점이다. 모두 수 일에서 1주 이내에 빠른 치료

것에 비해 많은 비용이 든다. 그러므로 비용 효율적

효과를 나타내며, 경구 예방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환

인 치료를 위해 anti CGRP mAb로 치료를 시작하

자뿐 아니라 이전에 예방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게도

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사용하도

효과적이다. 간에서 대사되거나 신장으로 배설되지

록 권고된다(Table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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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dications for initiating treatment with monoclonal antibodies to 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or its receptor5)
A. 의료 면허가 있는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
B. 18세 이상
C. ICHD-3 편두통 기준(월간 두통일수 4~7일) 만족 및 다음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a. 부작용으로 인한 불내성 또는 다음 약품 2가지 이상으로 6주간 투약시 불충분한 반응
		 1. Topiramate
		 2. Divalproex sodium/Valproate sodium
		 3. Beta-blocker: metoprolol, propranolol, timolol, atenolol, nadolol
		 4. Tricyclic antidepressant: amitriptyline, nortriptyline
		 5. Serotonin-norepineprine reuptake inhibitor: venlafaxine, duloxetine
b. 중등도 이상의 장애(MIDAS>11, HIT-6>50)
D. 	ICHD-3 편두통 기준(월간 두통일수 8~14일) 만족 및 부작용으로 인한 불내성 또는 다음 약품 2가지 이상으로 6주간 투약 시
불충분한 반응을 보인 경우
a. Topiramate
b. Divalproex sodium/Valproate sodium
c. Beta-blocker: metoprolol, propranolol, timolol, atenolol, nadolol
d. Tricyclic antidepressant: amitriptyline, nortriptyline
e. Serotonin-norepineprine reuptake inhibitor: venlafaxine, duloxetine
f. Other level A or B treatments (established efficacy or probably effective) according to AAN-AHS
guideline
E. ICHD-3 기준 만성편두통 및 a 혹은 b에 해당하는 경우
a. 부작용으로 인한 불내성 또는 다음 약품 2가지 이상으로 6주간 투약시 불충분한 반응
		 1. Topiramate
		 2. Divalproex sodium/Valproate sodium
		 3. Beta-blocker: metoprolol, propranolol, timolol, atenolol, nadolol
		 4. Tricyclic antidepressant: amitriptyline, nortriptyline
		 5. Serotonin-norepineprine reuptake inhibitor: venlafaxine, duloxetine
		 6. Other level A or B treatments (established efficacy or probably effective) according to AAN-AHS
guideline
b. 불내성 또는 두 번의 분기별 onabotulinumtoxicA 주사(6개월) 후 불충분한 반응
CGRP, 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mAb, monoclonal antibody; ICH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Headache Disorders;
MIDAS, Migraine Disability Assessment; HIT-6, 6-item Headache Impact Test; AAN-AHS, American-academy of neurology-American Headache Society.

임상적 판단에 따라 1개 이상의 확립된 치료법에 새

이 좋다. 첫 번째 투여 후 4주 동안 MHD (monthly

로운 치료법이 추가될 수 있는데, 이미 예방적 치료

headache day)의 50% 이상 감소를 달성하지 못

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서 anti-CGRP mAb로 치료

한 환자의 상당한 비율이 두 번째 투여 후 4주 이내

를 개시하는 경우, 기존 약물과 mAb간에 상호작용

에 달성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3회 연속 투여 후

의 위험은 거의 없으므로 기존 치료법에 mAb를 추가

4주에서 8주 이내에 작지만 유의한 비율의 환자에서

하고 mAb의 효과가 결정될 때까지 변경하지 않는 것

반응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매월 치료 시작 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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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ssessment of Acute Treatments for Migraine5)
Established efficacy

Probably effective

Triptans

Ergotamine and other forms of DHE

Ergotamine derivatives

NSAIDs: ketoprofen, IV† and IM‡ ketorolac,

NSAIDs*: aspirin, diclofenac, ibuprofen,

flurbiprofen

naproxen

IV magnesium

Opioids: butorphanol

Isometheptene-containing compounds

Combination medications

Combinations: codeine/acetaminophen, tramadol/acetaminophen
Antiemetics: prochlorperazine, promethazine,
droperidol, chlorpromazine, metoclopramide

*NSAIDs,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IV, intravenous injection; ‡IM, intramuscular injection.

개월, 분기별 치료 시작 후 6개월 후 anti-CGRP

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 사용에 대한 안전성 자

mAb의 효과를 평가할 것을 권고한다. 치료 후 3개

료가 부족한 점, 가격이 고가로 비용적인 부담이 큰

월 또는 6개월 후 임상의사와 환자는 mAb의 장점을

점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재평가하고 효과가 확실히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만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 치료 효과는 다음 기준의 1개

편두통의 급성기 치료

이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A.이전 치료시에 비해 월 평균 두통일수가 50% 이
상 감소한 경우

급성 편두통 치료는 통증과 동반 증상의 빠른 해소
또는 감소로 일상에 복귀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

B.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개

다. 두통의 재발로 인한 약물의 재복용이나 구제 약

선이 있는 경우

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부작용이 없거나 최소화되

- MIDAS (Migraine Disability Assess-

어야 한다.1)

ment) score가 11~20점인 환자에서 5점
이상 감소한 경우

편두통의 첫 징후에서 약물을 빠르게 복용하면, 통
증의 신호전달이 중추로 전달되면서 감작이 일어나

- MIDAS score가 20점 이상인 환자에서 점
수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는 연쇄반응이 중단되어 통증을 개선 시킬 수 있다.3)
2019 AHS에서 권고한 급성 치료 약물은 다음 표와

- MPFID (Migraine Physical function

같다(Table 5).5)

Impact Diary)가 5점 이상 감소한 경우
- HIT-6 (6-item Headache Impact Test)

1. 급성기 치료의 약물 선택

에서 5점 이상 감소한 경우
환자의 편두통 정도에 따라 경증, 중등증, 중증으로
AHS 편두통 가이드라인에서도 CGRP mAb에 대

나누어 경증-중등증에는 아세트아미노펜, NSAIDs

한 임상을 근거로 편두통의 예방 및 급성기 치료전략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에서 CGRP mAb를 신규 치료 옵션으로 추천하고 있

비스테로이드항염증제), 비마약성 진통제등을 사용

다. 높은 효과와 함께 적은 부작용, 투약의 편리성을

할 수 있지만, 중등증-중증에는 NSAIDs 등의 약

가진 표적치료제의 개발로 약물의 선택폭이 넓어지면

물은 효과가 없어 편두통 특이약물인 트립탄을 사용

서 편두통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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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of triptan1),13)-18)
성분명

Almotriptan

Frovatriptan

Naratriptan

Sumatriptan

Zolmitriptan

용량

12.5 mg

2.5 mg

2.5 mg

25 mg, 50 mg

2.5 mg

전조증상을

전조증상을 수반하거

전조증상을 수반하거

1. 전
 조증상이 수반되

전조증상을 수반하거

수반하거나 수반하

나 수반하지 않는 편

나 수반하지 않는 편

거나 수반되지 않

나 수반하지 않는 편두

지 않는 편두통의

두통의 급성치료

두통의 급성치료

는 편두통의 조속

통의 급성치료

1. 성인:

급성치료

적응증

한 완화

2. 15세 이상 청소년:

2. 여
 성

생리주기와

전조증상을 수반하

관련한

거나 수반하지 않

조속한 완화

편두통의

고, 치료없이 4시간
이상 지속되는 편두
통의 통증 급성치료

용법/용량

편두통 발현시 1정,

1회 2.5 mg, 재발시

1회 2.5 mg, 1일 최

1회 50 mg, 필요시

1회 2.5-5 mg

24시간내 재발시 1정

2시간 이상 간격두고

대 5 mg

100 mg (투여간격

1일 최대 10 mg(투여

재투여, 재투약은 초회

재투여

최소 2시간)

간격 최소 2시간)

투여와 최소 2시간 이

1일 최대 5 mg

1일 최대 300 mg

상의 간격
1일 최대 25 mg(2정)

PK*
Peak
도달시간
분포용적
단백결합율
대사
배설

1~3시간

2~4시간

3~4시간

2~4시간

170 L

50 L

15%

28~31%

10~21%

25%

간대사(CYP1A2)

간대사(CYP450)

간대사(MAO‡)

간대사(CYP1A2)

여성: 3 L/kg
180~200 L		
남성: 4.2 L/kg
35%
간대사
		
(CYP†3A4, 2D6)
신장(75%, 40%가
미변화체), 변(13%)

변(62%), 신장(32%)

신장(미변화체 50%,
대사체 30%)

1.5시간

신장(57%), 변(38%)

반감기

3~4시간

26시간

6시간

2시간

2.8~3.7시간

2시간
두통 경감률

70%

38%

40%

61%

65%

이상반응
(>1%)

현기증, 피로감, 두통, 현기증, 졸음, 피로,

흉통, 흉부 압박감,

흉통, 빈맥, 현기증, 졸

감각이상, 졸음, 홍조, 권태감, 오심, 구토,

현기증, 졸음, 피로,

음, 동통, 현훈, 오심,

흉통, 구강건조증, 메 감각이상, 목 통증이

두통, 불면, 오심, 구

구강건조,

스꺼움, 소화불량, 근 나 압박

토, 침분비 저하, 인

마비감, 무력감, 발한,

골격 통증

후, 턱의 통증

열-냉감, 목-턱통증

PK, pharmacokinetics; CYP, cytochrome P450; MAO, monoamine oxid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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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Novel treatment for migraine19)-21)
성분명

Ubrogepant

Rimegepant

Lasmiditan

용량

50 mg, 100 mg

75 mg

50 mg, 100 mg

Target

CGRP receptor antagonist

CGRP receptor antagonist

5-HT1F receptor

투여방법

경구

설하정 또는 경구

경구

용법용량

1회 50 mg 또는 100 mg, 2시간 이상

1일 1회, 1회 75 mg

의 간격두고 재투여, 1일 최대 200 mg

1일 1회, 1회 50 mg, 100 mg,
200 mg

PK
Peak
도달시간

1.5시간

1.5시간

1.8시간

분포용적

350 L

120 L

-

단백결합율

87%

96%

55~60%

대사

간대사(CYP3A4)

간대사(CYP3A4)

간대사(non-CYP3A4)

배설

담즙, 변

변(78%), 소변(24%)

소변(대사체 66%)

반감기

5~7시간

11시간

5.7시간

이상반응
(>2 %)

구역, 진정, 피로, 입마름

구역

strong CYP3A4 inhibitor

rimegepant 성분에 과민증이

약제를 복용중인 환자

있었던 환자

Strong CYP3A4 inducer: 병용

Strong CYP3A4 inhibitor: 병

맥박을 낮추는 약물: 맥박이 더 느려

금지

용금지

질 수 있다

Moderate or weak CYP3A4

Moderate CYP3A4 inhibotpr:

P-gp, BCRP substate: 병용금지

inhibitor and inducer, BCRP

48시간 이내 병용금지

substrate and/or P-gp inhib-

Strong & Moderate CYP3A4

itor: 추가 복용이 필요할 수 있다

inducer, P-gp or BCRP sub-

금기

약물
상호작용

어지러움, 피로, 감각이상, 진정,
구역, 구토, 근력저하
None

strate: 병용금지
CGRP, 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5-HT, 5-hydroxytryptamine(serotonin);CYP, cytochrome P450; P-gp, P-glycoprotein;
BCRP, breast cancer resistance protein.

트립탄은 세로토닌(5-HT1)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두개 혈관을 수축하고 신경인성 염증반응

로 제한하도록 하고, 주 2회 이상 투약이 필요한 환자
에게는 예방 치료를 고려하도록 한다.5)

에 관여하는 혈관 작용성 펩타이드의 분비를 감소시
켜 편두통을 완화시킨다. 국내에는 almotriptan,

2. 급성기 치료 약물의 부작용

frovatriptan, naratriptan, sumatriptan,
zolmitriptan 5개의 성분이 판매되고 있다(Table 6).

이들 급성 치료제 중 민감한 환자와 동반 질환이 있
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급성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약물 복용은 주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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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궤양와 같은 위장장애 과거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용을 고려하여 선택되어야 한다.

사용하지 않으며, 심혈관계 질환의 부작용도 일으킬
수 있다.

본편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인지 행동 요법 및 이
완 요법 등 생체행동요법이 약물치료와 병용하였을

트립탄의 이상반응은 대부분 경증이며 일시적이다.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어지러움, 졸림, 피로, 입마

때 편두통의 급성 및 예방 치료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름, 온열감, 빈맥, 홍조, 가슴 조임 등이 있다. 가슴

새로운 기전의 편두통 예방 및 치료 약제들의 개발

통증은 트립탄 복용 환자의 3~5%에서 보고되고 있

로 약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임상시험 등을

지만,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식도 경련, 늑

통해 효과가 입증되었지만, 장기간 사용했을 때 안전

간근 경련, 폐혈관 수축 등이 그 원인으로 생각되고

성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모니터링이 필요할

있다. 트립탄과 ergotamine 유도체는 관상동맥질

것으로 생각된다.

환, 말초혈관질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과 기타 혈
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금하거나 주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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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 편두통의 예방 및 치료

문제
1. 다음 중 Calcitonin-gene related paptide (CGRP)를 표적으로 하지 않는 약물은?
A) Onabotulinumtoxin A
B) Fremanezumab
C) Galcanezumab
D) Erenumab
2. 다음 중 급성기 편두통 치료에 사용할 수 없는 약물은?
A) Almotriptan
B) NSAIDs
C) Acetaminophen
D) Candesartan
3. 다음 중 Galcanezumab의 용법, 용량은?
A) 155 단위, 4주에 1회, 피하주사
B) 225 mg을 4주에 1회, 피하주사
C) 초기 240 mg, 이후 4주에 1회 120 mg, 피하주사
D) 100 mg, 12주에 1회, 정맥주사
4. 다음 중 5-HT1F를 표적으로 하는 편두통 치료제는?
A) Ubrogepant
B) Rimegepant
C) Lasmiditan
D) Ibuprofen
5. 트립탄 중 반감기가 가장 긴 약물은?
A) Frovatriptan
B) Naratriptan
C) Sumatriptan
D) Zolmitriptan

【제37권 3호 정답】
1. D) 2. A) 3. C) 4. B) 5.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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