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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Multicenter Study on Effects of Nefazodone((SerzoneTM) on Depression, Anxiety,
Sleep, Sexual Functions, and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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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effects of nefazodone on depression, anxiety, sleep and sexual
function in depressive patients. Subjects and Methods：This is an open, non-comparative, multi-center study.
Antidepressant and other clinical effects of nefazodone were evaluated in 230 patients of 26 centers, aged 14
years or more, who met DSM-IV criteria to major depressive disorder or dysthymic disorder and didn’t have
other psychiatric disorders and were physically healthy. The clinical efficacy was assessed at week 1, 2, 4 and
8 using Clinical Global Improvement (CGI), Hamilton Depression Scale (HAM-D),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State and Trait Anxiety Inventory-State Anxiety (STAI-SA). Other clinical effects were assessed with
Weekly Sleep Questionnaire, Sexual Functioning Questionnaire and GHQ-QOL-12, a scale for quality of life.
Adverse drug reactions were checked with a questionnaire. Post-treatment effects of drug were compared with
pre-treatment baseline condition. Results：The response rates by Clincal Grobal Improvement and HAM-D
after 8 weeks treatment were 62.4% and 75.2% respectively. Comparing to baseline, nefazodone was proved to
have significantly higher antidepressant and antianxiety effects in depressive patients and it improved also sleep,
sexual functions and quality of life. Both patients and physicians satisfied with the effects of drug. Adverse drug
reactions were a few and not serious, and most of them disappeared as treatment continued. Conclusion：These
results suggest that not only nefazodone has antidepressant effects and antianxiety effects, but also it improves
sleep disturbance, sexual dysfunction and the quality of life in depressive patients. Adverse drug reactions were a
few and not serious. (Korean J Psychopharmacol 2001;12(
(3)
):211-221)
)
KEY WORDS：Nefazodone·Antidepressant effect·Anxiety·Sleep disturbance·Sexual dysfunction.

서

론

제까지 동반하는 만성적이고 재발이 흔한 질환으로 여성
의 4% 및 남성의 2%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으며1,2) 성

우울증은 신체적 문제 뿐 아니라 자살 등의 사회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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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5～10%가 일생동안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한다.
Korean J Psychopharmacol 2001 ;12(3):211-221

민성길 등
우울증은 환자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고통 및 무능력

(17 항목)에서 14점 이상인 환자, (3) 항우울제를 투여

을 유발하고 생산성을 저하시켜,3) 신체적·사회적 기능

받은 적이 없는 환자, (4) 본 연구 참가 전에 항우울제,

4,5)

사회적 이환율(morbidity) 뿐만

항불안제, 진정제, 수면제등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아니라 사망률(mortility)과 관련되어 있어6,7) 점차적

적절한 체내제거(wash-out)기간을 가진 환자(① MA-

으로 사회적 질환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OI을 복용한 환자의 경우 본 연구시작 전에 체내제거

과 질을 손상시키며

1980년 이전에는 항우울제 치료제로서 주로 삼환계

기간으로 2주이상을 가진 환자, ② fluoxetine을 복용

약물, monoamine oxidase inhibitor(MAOI) 등이 사용

한 환자의 경우 본 연구시작전에 fluoxetine과 그 대사

되었다. 그러나 이 약물들은 여러 수용체와 길항하여 변

물이 체내에서 제거되기에 적절한 체내제거기간을 가

비, 요저류, 구갈, 진정, 기립성저혈압 등의 부작용을 일

진 환자), (5) 14세 이상의 남녀(가임여성의 경우 시험

으키며, 특히 MAOI는 식이성 tyramine과 함께 복용할

시작 72시간 이내에 임신반응 뇨검사를 실시하여 그

8)

때 혈압상승을 일으킬 수 있어 위험하다고 한다. 1980

결과가 음성이어야 함), (6) 연구 참여에 동의할 의지가

년 후반부터, fluvoxamine, fluoxetine, sertraline, par-

있고 할 수 있는 환자였다.

oxetine, citalopram을 포함하는 새로운 selective se-

제외기준은 (1) 사용중인 항우울제, 항불안제, 진정제,

rotonin reuptake inhibitor(SSRI)가 도입되었다. 그러

수면제를 1주일간 투여 중단하는 것이 불가능한 환자,

나 SSRI역시 여러 부작용을 가지고 있으며,8) 특히 수

(2) 안정된 건강상태 또는 연구자의 판단에 약물의 흡

9,10)

수·대사·배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건

면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nefazodone은 serotonin noradrenergic reuptake

강상태를 가진 환자, (3)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한 주요

inhibitor(SNRI)로서, trazodone에서 나타나는 진정작

우울장애(환각, 망상 등), 양극성 장애, 우울증을 야기

용과 기립성저혈압 유발등의 부작용등을 개선시키기 위

하는 뇌증후군 또는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간질, 또는

해 개발되었다.8) Nefazodone은 위약과 비교한 임상시

기타 정신병을 동반하는 환자, (4) DSM-IV 진단기준

11-14)

삼환계약물,

에 따른 Axis II 질환을 주증상으로 가지고 있는 환자,

와 동등한 효과가 증명되었다. 장기투여 시

(5)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제 투여로 시험에 참여

nefazodone은 imipramine과 유사한 항우울효과를 나

하기 3개월 이내에 안정화되지 않은 환자, (6) 우울증

험에서 항우울효과가 증명되었으며
15-21)

SSRI

22,23)

타냈다.

또한 nefazodone은 재발률도 위약에 비해
24)

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질환에 따른 2차성 우울증 환자,

특히 nefazodone은 수면의 질을

(7) nefazodone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약물에 과민

유의하게 개선시키며,18) 성기능 장애를 잘 일으키지 않

반응을 보인 환자, (8) 자살 위험이 있는 환자, (9) 시

유의하게 낮았다.

24)

험에 참여하기 12개월 이내에 알코올이나 약물남용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DSM-IV25) 진단기준에 따른 우울증 환자
에서 nefazodone을 8주간 투여하였을 때의 항우울효
과, 수면, 성기능 및 불안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기 위하여 다기관 연구로 실시되었다.

기왕력이 있었던 환자, (10) 임산부, 수유부, 또는 적절
한 피임을 하고 있지 않은 가임연령의 여성 등이었다.

2. 약물투여
본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약물은 nefazodone 100 mg
및 200 mg의 경구용 정제이다. 초기용량을 100 mg/

연구 대상 및 방법

day로 시작하여 1주일간격으로 100 mg/day씩 증량하

1. 연구대상

여, 최고 600 mg/day 까지 증량 가능했으며, 1일 2회

국내 26개의 병원의 정신과에서 아래의 선정기준에

분복 투여했다. 임상적 효과가 만족스럽고 내약성이 양

적합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1) 항우울제가 필요

호하다면 3 내지 8주에는 유지용량 300～600 mg/day

한 우울장애 환자로서, DSM-IV 진단기준에 따른 주요

을 투여하도록 했다. 단 환자의 상태에 따라 100 mg/

26)

day 이하로 초기 용량을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였으며,

우울장애 또는 기분부전장애 환자, (2) HAM-D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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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간격으로 nefazodone 100 mg/day씩 증량 또는 감

다. 수면의 경우, DSM-IV의 수면장애에서 기술된 증

량은 허용되었다.

상에 따라 임의로 야간 수면의 질을 측정하는 5개의 질

본 연구기간동안 중추신경계 부작용(불안, 불면, 격정,

문과 주간에 환자의 졸림 상태를 측정하는 2개의 질문

진전, 좌불안석 등)을 계속 호소하는 환자의 경우, 연구

을 포함한 총 7개 항목으로 이루어진“주간수면상태”

자의 판단에 의하여 lorazepam 1～2 mg/day 또는 그

(Weekly Sleep Questionnaire)라는 자가 평가 질문지

에 상응하는 용량의 진정·수면제가 처방 될 수 있었다.

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성기능의 경우 우울증상과 시험

그러나 MAOIs, 다른 항우울제, 항우울효과에 영향을

약제 투여와 관련된 성기능 변화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미친다고 생각되는 약물(예：lithium, buspirone, pin-

성교의 빈도, 관심도, 만족도와 발기상태(남성)나 오르

dolol, tryptophan, T3-thyroxine) 및 약물상호작용이

가즘(여성)에 대해 총 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성기

예상되는 약물(예：triazolam, terfenadine, astemi-

능 변화에 대한 자가평가 질문지’
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zole, cisapride, lovastatin, simvastatin, atrovastatin)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General Health Questio-

은 투여하지 않도록 하였다.

nnaire 중에서 삶의 질에 관련되는 항목 12개만을 추
30,31)
린“일반 건강 설문지-삶의 질 12”
이라는 자가평

3. 임상효과 및 평가

가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1) 항우울효과
항우울효과 평가는 약물투여 전, 투여 후 2, 4, 8주에
시행하였다. 평가도구로는 Clinical Global Improvement(CGI), 17-item Hamilton Rating Scale(HAMD)26,27)과 한국 표준화된 Beck ’s Depression Inventory(BDI)28)을 사용하였다. CGI는“많이 호전됨”
에서“많이 악화됨”
에 이르기 까지 5단계로 평가하는
것이다. 8주간 치료한 후에 CGI로 평가했을 때의 유효
율과 HAM-D로 평가했을 때의 유효율을 각각 산출하
였다. CGI에서는“많이 호전됨”
으로 평가된 경우를 반
응자로 보며, HAM-D(17 items)에서는 치료전과 비교
시 50% 이상 점수가 감소된 자 또는 시험 종료시점에
서의 HAM-D(17 items) 점수가 10 이하인 자를 반응
자로 보았다.

4. 안전성
시험약제를 한번이라도 투여받은 모든 환자는 intention-to-treat 분석방법에 따라 안전성 분석에 포함시
켰다. 안전성은 시험기간동안 매 방문시 마다 모든 이
상반응에 대한 경험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하였다.

5. 통계처리
1) 유효성 분석
(1) 유효성 평가 변수인 항우울효과는 HAM-D, CGI
를 사용, 평가하여 유효율을 산정하였다. 유효율은 치료
전과 비교하여 치료 후에 반응을 보인 자, 즉 반응자수
를 유효성 평가대상 총 환자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부가적으로 치료기간 중의 HAM-D와 BDI score의 평
균변화를 반복측정자료분산분석(repeated measure of

2) 불안증상, 수면, 성기능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ANOVA) 등으로 분석했다. (2) 불안증상에 미치는 영

불안증상과 수면상태는 약물투여 전, 투여 후 1, 2, 4,

향은 ① STAI-SA 질문지의 시험약제 투여 전후의 점

8주에 평가하였고, 성기능 및 삶의 질은 약물투여 전,

수의 평균변화와 또 ② HAM-D의 9, 10, 11번 항목에

투여 후 8주에 평가하였다. 평가도구는 불안증상의 경

있어서의 투여 전후의 점수의 평균변화를 시간에 따라

우 Spielberger등이 고안한 상태불안에 관한 질문 20

반복측정자료분산분석으로 분석했다. (3) 수면에 미치는

문항, 특성불안에 관한 질문 2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

영향은 ① 주간수면상태(weekly sleep questionnaire)

보고형의 설문지 중에서 환자의 불안정도 변화를 보기

의 투여전후의 점수의 평균변화와 또 ② HAM-D의 4,

위하여 State and Trait Anxiety Inventory-State

5, 6번 항목에 있어서의 투여전후의 점수의 평균변화를

Anxiety(STAI-SA)만을 이용하기로 하였으며, 김정

시간에 따라 반복측정자료분산분석으로 분석했다. (4) 성

29)

택이 표준화한 한국판 STAI-SA 질문지 를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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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평가질문지 점수의 평균변화를 paired t-test로 분

기간 중 탈락하였다.

석했다. (5)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일반건강질문

따라서 안전성 평가 가능 환자는 한번이라도 시험약

지-삶의 질 12”
로 얻어진 치료 전후의 점수의 평균변

제가 투여 된 230명이었고, 2주까지 유효성 평가가 가

화를 paired t-test로 분석했다.

능한 환자는 200명, 4주까지 유효성 평가가 가능한 환
자는 188명, 8주까지 유효성 평가가 가능한 환자는

2) 안전성 분석
본 연구를 위해 고안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이상반응
을 평가하였다. 가능한 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적
용어를 사용하여 이상반응의 종류를 구분하였다. 데이
타 분석 및 보고 시에는, 재발하거나 지속되는 시험약제
관련 이상 반응들은 가장 중증인 경우로 한번으로 평가
하였다. 또한 같은 환자에서 동일한 종류의 이상반응으
로 구분할 수 있는 서로 다르게 표현된 이상반응이 반
복하여 발생된 경우, 예를 들어“목 통증”과“무릎통
증”
은 표현은 다르지만“근골격통”
으로 묶을 수 있으므
로 같은 환자에게 이러한 두 개의 이상반응이 보고되었
다면 이는 한번으로 간주하였다. 한 번으로 평가한 이
상반응은 중증도가 악화되지 않는 한 처음에 발생된 것
을 말하며, 가장 중증인 것을 기재하였다. 이상반응 때
문에 시험약제 투여를 중단한 경우는 따로 요약하였다.
모든 이상반응은 약제와의 인과관계를‘관련성이 확실
함’
,‘관련가능성이 큼’
,‘관련가능성이 있음’
,‘관련가
능성이 없음’ 또는‘평가불능’으로 구분 평가하였다.
만일 어떤 이상반응이 처음 발생했을 때는 시험약제와
의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었으나 나중에 재발되었을 때
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면 이는 시험약
제와 관련성이 있는 약물부작용으로 평가하였다. 이상
반응의 발현율은 이상반응을 경험한 환자수를 총 안전
성 평가 대상환자수로 나눈 비율로 하였다. 시험약제와의
인과관계가 관련‘가능성이 있음(possibly related)’이
상인 이상반응은 nefazodone 관련 부작용으로 평가하

166명이었다. 그러나 8주까지 시험을 종료하여 유효성
평가가 가능한 환자 166명 중 CGI반응율과 HAM-D
반응율에서 8주 기록이 각각 1명씩 빠져 있어서 8주의
GIS반응율 및 HAM-D반응율은 각각 165명에서 산
출 되었다. 또한 환자 자가평가 설문지의 경우 환자가
작성을 거부하거나 설문지 내용상 누락이 있었던 것은
자료결과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연구에 참가한 230명 환자의 성비는 남자 29.6%(68/
230명), 여자 70.4%(162/230명) 이었고 평균 연령은
45.4세(16～81세)이었다. 과거에 정신과 약물 복용이
없었던 환자는 51.3%(118/230명), 정신과 약물 복용
력이 있었던 환자는 48.7%(112/230명)이었다. 연구기
간 중 병용약제를 복용하지 않은 환자는 43.0%(99/
230명), 병용약제를 복용한 환자는 57.0%(131/230
명)이었다. 사용된 병용약제의 수는 239건이었다. 주로
사용된 병용약제는 진정수면작용을 지닌 benzodiazepine계 약물로서 alprazolam 22.2%(53/239건), lorazepam 18.8%(45/239건), diazepam 3.3%(8/239
건)등이었다. 동반질환이 없는 환자는 75.7%(174/230
명),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는 24.3%(56/230명)이었다.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 중 66%(37/56명)가 불안증을
동반했다. 주요우울장애으로 진단된 환자가 73.9%
(170/230명), 기분부전장애으로 진단된 환자는 26.1%
(60/230명)였다. Nefazodone의 1일 평균 유지 복용량
은 1일 346 mg이었다.

2. 항우울효과

여 따로 요약 정리하였다.

8주를 종료한 환자에서 CGI에서“많이 호전됨”이상

결

과

1. 연구대상환자
연구에 참여한 환자는 총 26개 종합병원 230명으로 8
주까지 시험을 완료한 환자는 166명이었고 시험계획서
위반으로 탈락한 환자 1명을 포함하여 총 64명이 시험

을 보인 CGI반응율은 62.4%(103/165명)이었고, HAMD(17 items)에서 치료전과 비교시 50% 이상 점수가 감
소된 자 또는 시험 종료시점에서의 HAM-D(17 items)
점수가 10 이하의 반응을 보인 반응자의 비율은 75.2%
(124/165명)였다(Table 1).
투여 전 HAM-D 17개 항목의 총점은 24.0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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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tients rated as “much improved” in Clinical
Global Improvement (CGI) and patients under 10 point
in Hamilton Depression Scale (HAM-D) at 2 weeks, 4
weeks, and 8 weeks treatment period with nefazodone
Clinical Global Improvement
HAM-D
Week
number of patients* (%) number of patients (%)
57/199 (28.6%)

의한 차이를 나타냈고(p＝0.0001), HAM-D의 항수면
효과를 측정하는 4, 5, 6번 항목의 총점도 치료 전 점수
(3.68±1.65)와 치료 후 2, 4, 8주의 점수(2.25±1.84,
1.62±1.55, 1.10±1.32)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냈다(p＝0.0001)(Table 2).

Week 2

59/200 (29.5%)

Week 4

90/187 (48.1%)

106/188 (56.4%)

야간 수면의 질을 측정하는 5개의 질문의 점수 변화

Week 8
103/165 (62.4%)
*：responder/total

124/165 (75.2%)

와 주간에 환자의 졸림 상태를 측정하는 2개의 질문의

이었고 투여 후 2주, 4주, 8주에 각각 15.90±6.82, 12.
22±6.55, 8.98±5.51로 떨어졌고, 이 점수변화에 대
한 반복측정자료 분산분석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p＝0.0001).
BDI점수에 있어서도 21개 전항목의 총점이 투여 전

점수 변화를 분리하여 기저치와 비교한 결과 통계학적
으로 유의하게 점수 변화가 인정되어, nefazodone이
야간의 수면의 질을 개선시켜 주간에도 졸림 상태 유발
을 줄여줌을 알 수 있었다(Table 2).

5. 병용약제인 진정 수면제가 항불안 효과 및 수면에
미치는 영향

28.22±10.12였고 투여 후 2주, 4주, 8주에 각각 20.

8주까지 종료하고 STAI-SA와 주간수면상태로 평

86±9.66, 16.98±9.98, 13.64±9.21로 떨어졌고, 반

가완료된 환자 중 진정 수면제(benzodiazepine계, zol-

복측정 분산분석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pidem, trazodone)의 병용약제를 사용한 환자는 58.

였다(p＝0.0001)(Table 2).

3%(88/151명), 사용하지 않은 환자는 41.7%(63/151

진단명별 반응율을 비교하였을 때, 1회 발병한 주요우

명)이었다. 진정 수면제를 사용한 환자 88명의 STAI-

울장애, 반복 발병한 주요우울장애, 기분부전장애 각각

SA의 0주 및 8주의 점수는 각각 63.70±10.41, 49.

의 CGI반응율은 67.2%(45/67명), 76.3%(45/59명),

97±10.69였고, 주간수면상태의 0주 및 8주의 점수는

33.3%(13/39명)였고, HAM-D반응율은 77.3%(51/

각각 20.45±4.88, 11.90±5.79였다. 진정 수면제를

55명), 78.3%(47/60명), 66.7%(26/39명)였다. 기분부

사용하지 않은 환자 63명의 STAI-SA상의 0주 및 8

전장애에 대한 CGI반응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 점수는 각각 63.78±8.98, 53.35±10.24였고, 주

3. 항불안효과
STAI-SA 점수에 있어 치료 전 점수(63.14±10.28)
와 치료 후 1, 2, 4, 8주의 점수(57.11±11.13, 54.00±
10.82, 50.85±11.39, 47.27±11.46)는 반복측정자
료분산분석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고(p＝0.0001), HAM-D의 항불안효과를 측정하는 9,
10, 11항목의 총점도 치료 전 점수(5.59±1.82)와 치료
후 2, 4, 8주의 점수(3.60±1.77, 2.88±1.78, 2.09±
1.46)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
0001)(Table 2).

간수면상태의 0주 및 8주의 점수는 각각 19.87±4.45,
11.83±5.66 였다. 진정 수면제를 사용한 환자와 진정
수면제를 사용하지 않은 환자의 0주와 8주 사이의
STAI-SA의 점수차이는 -8.63±7.15, -8.05±6.33
이었고 paired t-test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고(p＝0.6087), 주간수면상태의 점수차
이는 -13.73±11.10, -10.43±8.99이었고 통계학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30).
8주까지 종료하고 진정수면제의 병용약제를 사용한
환자 88명 중 감량 또는 중지한 환자는 38.6%(34/88
명)이었고 진정수면제의 병용약제를 증가한 환자는

4. 수면에 미치는 영향

4.5%(4/88명)이었다. 진정수면제를 감량 또는 중지한

주간수면상태 점수에 있어 치료 전 점수(20.10±4.76)

환자34명의 STAI-SA상의 0주 및 8주의 점수는 각

와 치료 후 1, 2, 4, 8주의 점수(16.32±5.29, 14.76±

각 65.27±8.88, 48.30±11.41였고, 주간수면상태의

5.74, 13.25±5.43, 11.87±5.71)는 통계학적으로 유

0주 및 8주의 점수는 각각 21.78±3.51, 20.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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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진정수면제를 증가시킨 4명의 STAI-SA상의 0

50±6.40이었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주 및 8주의 점수는 각각 64.67±12.60, 46.00±10.

않았다(p＝0.5071).

18였고, 주간수면상태의 0주 및 8주의 점수는 각각
20.50±3.02, 11.75±2.75였다. 진정수면제를 감량 또
는 중지한 환자와 진정수면제를 증가한 환자의 0주와
8주 사이의 STAI-SA의 점수차이는 각각 -20.62±
12.77, -19.50±16.42이었고 paired t-test 결과 통
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p＝0.8728),
주간수면상태의 점수차이는 각각 -10.79±6.48, -8.

6.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
성기능 변화 자가 평가질문지 점수에 있어 치료전 점
수(N＝179, 점수 17.24±4.48)와 치료 후 8주의 점수
(N＝130, 점수 14.85±4.50)로서 평균 2.41±5.24점
이 감소하여 paired t-test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001)(Table 2).

Table 2. Changes in depression, anxiety, sleep, sexual function, and quality of life in depressive patients with nefazodone treatment*
Variable**

Baseline

HAM-D1)

N＝230

Week of study
week 1

24.02±5.88
BDI1)
STAI-SA1)
HAM-D
Weekly Sleep

Q1)

HAM-D (4＋5＋6)1)
Weekly Sleep Q2)
(1-5)
Weekly Sleep Q3)
(6＋7)
Sexual Functioning Q
GHQ-QOL-12

week 4

N＝199

N＝188

15.90±6.82

†

week 8
N＝165

12.22±6.55

†

8.98±5.51†

N＝208

N＝179

N＝168

N＝149

28.22±10.12

20.86±9.66†

16.98±9.98†

13.64±9.21†

N＝208

N＝188

N＝179

N＝168

N＝150

63.14±10.28

57.11±11.13†

54.00±10.82†

50.85±11.39†

47.27±11.46†

N＝199

N＝188

N＝165

N＝230

(9＋10＋11)1)

week 2

5.59±1.82

3.60±1.77

†

2.88±1.78

†

2.09±1.46†

N＝207

N＝189

N＝180

N＝168

N＝151

20.10±4.76

16.32±5.29†

14.76±5.74†

13.25±5.43†

11.87±5.71†

N＝230

N＝199

N＝188

N＝165

3.68±1.65

2.25±1.84†

1.62±1.55†

1.10±1.32†

N＝207

N＝189

N＝180

N＝168

N＝151

14.83±4.28

11.50±4.62†

10.18±4.87†

8.96±4.50†

7.91±4.44†

N＝207

N＝189

N＝180

N＝168

N＝151

5.27±1.61

4.82±1.74‡

4.58±1.80†

4.29±1.83†

3.95±2.06†

N＝179

N＝130

17.24±4.48

14.85±4.50†

N＝206

N＝150

27.51±6.95
20.91±7.46†
*：Values represent Mean±SD
**：HAM-D：Hamilton Depression Scale,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STAI-SA：Spielberger Trait Anxiety Inventory,
HAM-D (9＋10＋11)：Items 9, 10, 11 of HAM-D, Weekly Sleep Q：Weekly Sleep Questionnaire, HAM-D (4＋5＋6)：
Items 4, 5, 6 of HAM-D, Weekly Sleep Q (1-5)：Items 1, 2, 3, 4, 5 of Weekly Sleep Questionnaire, Weekly Sleep Q (6
＋7)：Items 6, 7 of Weekly Sleep Questionnaire, Sexual Functioning Q：Sexual Functioning Questionnaire, GHQQOL-12：12 items for quality of life in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The valu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compared to baseline (p＝0.0001)
‡：The valu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compared to baseline (p＝0.0002)
1) Significant difference (p＝0.0001) between week 2 & 4, 2 & 8 and 4 & 8
2) Significant difference (p＝0.009) between week 4 & 8, Significant difference (p＝0.0001) between week 2 & 1,
4 & 1, 8 & 1, 2 & 4, 2 & 8 and 4 & 8
3) Significant difference (p<0.01) between week 4 & 1, 8 & 1, 8 & 2 and 8 & 4, No significant difference (p>0.05)
between week 2 & 1 and 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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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ost-treatment satisfaction with nefazodone
Post-treatment
satisfaction

Patient
N (%)

장애, 체중증가는 각각 0.4%(1/230명)씩 나타났다.

Investigator
N (%)

고

찰

Very much dissatisfied

0(

0)

2 ( 1.1)

Very dissatisfied

4 ( 2.8)

3 ( 1.7)

Dissatisfied

8 ( 5.5)

8 ( 4.6)

Neither dissatisfied nor satisfied

26 (17.9)

33 (19.0)

Satisfied

43 (29.7)

45 (25.9)

다수의 환자를 포함하고 있어 그런대로 nefazodone의

Very satisfied

51 (35.2)

64 (36.8)

임상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하겠다. 연구결과 nefazo-

Very much satisfied

13 ( 9.0)

19 (10.9)

done은 항우울효과 뿐만 아니라 항불안효과를 갖고 있

본 연구는 single open study로서 이중맹 대조연구
에 비해 해석에 주의해야 하겠지만, 다기관 연구로서

으며, 수면과 성기능, 삶의 질을 호전시키고, 따라서 우

7.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울증환자에서 약물에 대한 만족감은 늘었고 부작용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건강질문지-삶의질 12

적어 안전한 약물로 평가된다.

점수에 있어 치료 전 점수(N＝206, 점수 27.51±6.95)

1980년 이전에는 항우울제 치료제로서 주로 삼환계

와 치료 후 8주의 점수(N＝150, 점수 20.91±7.46)로

약물, MAOI, lithium 등이 사용되었다. 이들 항우울제의

서 평균 6.86±8.46점이 감소하여 paired t-test 결

항우울효과는 noradrenergic과 serotonergic기능 조절

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001)

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 약물들은 muscarinic, choli-

(Table 2).

nergic, H1-histaminergic, alpha1 adrenergic 수용체

8. 환자 및 의사만족도
투여 종료 후 시험약 처방에 대해서 환자의 복약만족
도와 의사의 처방만족도를 설문지를 통해서 측정한 결
과‘만족스럽다’
로 대답한 경우가 각각 73.9%, 73.6%
였다(Table 3).

등 많은 수용체와 결합하기 때문에 항우울효과와 관련
되지 않은 요저류, 구갈, 진정, 기립성 저혈압 등의 부작
용을 많이 일으킨다. 특히 MAOI는 식이성 tyramine
으로 인해 강력한 혈압 상승을 일으켜 식이조절을 해야
한다. 이 위험은 reversible MAO inhibitor(RIMA)에
는 적어져 식이제한에 대한 부담이 많이 낮아졌다. 특

9. 이상반응

히 삼환계약물과 MAOI는 과량투여시 사망할 수 있으

연구기간 중 한번이라도 이상반응을 경험한 환자는

며 MAOI의 경우 다수의 약물들과 위험한 상호작용을

28.3%(65/230명) 이었고 발생빈도율은 41.7%(96/

일으킬 수 있다.8)

230명)이었다. Nefazodone과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

1980년 후반부터 fluvoxamine, fluoxetine, sertr-

이 있다고 연구자가 판단한 nefazodone 관련 부작용

aline, paroxetine, citalopram을 포함하는 새로운 SSRI

을 한번이라도 경험한 환자수는 24.8%(57/230명)이

가 도입되었다. 이들 계열의 약물은 비교임상결과 삼환

었고 발생빈도율은 35.2%(81/230명)이었다.

계약물이나 MAOI와 유효성은 동일하고 안정성과 내약

Nefazodone관련 부작용 중 1%이상의 빈도로 발생

성이 우수하며 투여의 간편함으로 인해 많이 사용되었

한 부작용은 현기증 11.7%(27/230명), 구갈 3.0%(7/

다. 그러나 SSRI 역시 소화불량, 신경과민증, 불안초조,

230명), 변비 2.2%(5/230명), 두통 2.2%(5/230명),

성기능장애, 장기간 사용시 체중증가 등의 부작용을 가

진정 2.2%(5/230명), 오심 1.7%(4/230명), 불면 1.7%

지고 있으며,8)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ben-

(4/230명), 시야 흐림 0.9%(2/230명), 경련 0.9%(2/

zodiazepine계 약물 또는 수면제를 함께 처방 받는 환

230명) 이었고 그외 정신이 나간 것 같은 느낌, 초조,

자가 많다.9,10)

불안, 흉통, 설사, 현기증으로 인한 대퇴경부골절(fe-

Nefazodone은 SNRI 중의 하나로서 SSRI와는 다른

mur neck fracture), 눌어증, 발기부전, 홍조, 보행장애,

새로운 계열의 약물이다. Nefazodone은 5HT2 rece-

위병, 손 떨림, 기면, 조증, 심계항진, 이명, 착각, 배뇨

ptor에 길항하여 5-HT1A 결합을 증가시켜, 5-HT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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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길 등
mediated neurotransmission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

효과도 우수하며, 특히 성기능과 삶의 질에도 유의한 효

져온다. 그래서 serotonin에 대한 효과가 SSRI보다 특

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당연히 본 약물은 환자, 의사

이적이며, SSRI와는 매우 다른 약물 부작용 양상을 보

모두 만족시킨 경우가 많았다. 한편 부작용으로 현기증,

인다.8) Nefazodone은 trazodone의 진정작용과 기립

오심, 두통 등이 있었고, 불면증, 진정, 변비, 심계항진

성저혈압 유발 등의 부작용등을 개선시키기 위해 개발

등도 소수에서 발견되었다.

된 약으로 α1 -adrenergic receptor와의 친화력이 적

항우울 효과에 있어 치료 2, 4, 8주 후에 유의하게

어 이들 부작용을 개선시켰다. Nefazodone은 α2 –adr-

HAM-D 점수, BDI점수 모두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

energic, β-adrenergic, 5-HT2 receptors에 대한

다. 항우울 효과에 있어 반응율도 CGI의 경우 62.4%,

친화력이 약하며 H1-histaminergic, muscarinic, cho-

HAM-D의 경우 75.2%로서 nefazodone에 대한 다

linergic, 및 dopaminergic을 포함하는 다른 수용체와

른 임상연구결과들과19-21) 일치하는 것이다. 특히 다른

는 결합하지 않는다.8)

연구21)에서 nefazodone 491～503 mg/day는 효과가

Nefazodone은 위약을 대조로한 임상시험에서 항우울
11-14)

빠르게 나타나며, 치료에 비교적 저항적이기 쉬운 심한

16-18)

주요우울장애와 만성 기분부전장애 그리고 double depr-

등과 동등한 효과가 증명되었다. 삼환계약물인 amitri-

ession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비록 nefazodone이 장

ptyline19) (50～200 mg/day)과의 비교임상결과, ne-

기간 투여 또는 유지요법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나,22-24)

fazodone의 항우울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본 연구는 nefazodone을 장기간 투여한 연구 아니기

는 nefazodone의 1일 평균용량이 200 mg으로 임상적

때문에 한국인에게 장기간 투여한 연구는 추후 시행되

항우울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용량 범위 보다 적었기 때

어야 할 것이다.

효과가 증명되었으며,

11-15)

삼환계약물,

SSRI

문으로 생각된다. 즉 nefazodone의 유효량 범위는 300～

불안에 있어서도 STAI-SA 점수상으로 또한 HAM-

600 mg/day이며, 이보다 낮은 혹은 높은 용량에서 반

D의 불안항목상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수면에 있

응율이 유의하게 떨어진다.20) 126명의 심각한 우울증

어서도 주간수면상태와 HAM-D 수면항목에서 모두

으로 입원한 환자를 대상(환자의 85%는 멜랑콜리성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특히 nefazodone은 야간의 수면

(melancholic) 우울증 환자임)으로 한 6주간 위약 대

의 질을 개선시켜 주간의 졸림 상태 유발을 줄여 주었

조시험에서 nefazodone은 위약에 비해 유의한 효과를

다. 제 2 세대 항우울제인 fluoxetine 등이 수면의 질을

21)

장기투여에서 nefazodone은 imipramine

호전시키는 효과가 덜한 반면, nefazodone은 항불안 효

과 유사한 항우울효과를 보이며 1년이상의 유지요법 기

과와 더불어 수면효과가 비교적 크므로, 불안과 불면증

나타냈다.

22,23)

간 동안 위약에 비해 현저한 효과를 나타냈다.

최

에 동반된 우울증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근의 double-blind placebo-substitution 시험에서

부작용에 대한 소견도 nefazodone에 대한 다른 연구

131명의 외래환자를 계속해서 치료하는 동안 재발률

와 유사하다. Feighiner등32)은 nefazodone의 부작용

(두번의 연속적 방문에서 17-item HAM-D 18점이

으로 졸림, 두통, 오심, 현훈, 구갈, 소화장애, 무력, 변비

상)은 placebo 18.3%에 비해 nefazodone 1.8%로 유

등은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약물투여 초기에 빠르

24)

의하게 낮았다.

18)

Fluoxetine과의 비교임상연구 에서

게 증량할 때 나타나는 것이며,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

nefazodone은 수면의 질을 유의하게 개선시켰으며 외

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도 그러하려니와, 전반적으로

래환자를 대상으로 sertraline과의 double blind par-

nefazodone에는 유의한 안전성 문제는 없는 것 같다.

allel group 임상시험결과 nefazodone은 유의하게 성
기능장애를 일으키지 않음을 알 수 있다.17)

비록 병용약물로 benzodiazepine을 사용한 환자가
53.0%에 달하였지만, 그러한 약물을 투여한 환자들의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비추어 본 다기관 연구 결과는

STAI-SA 및 주간수면상태 점수가 투여하지 않은 환

nefazodone(200～300 mg/1day)이 항우울 효과가 있

자의 점수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benzodiazie-

으며, 항불안 효과도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수면

pine을 감량 또는 중단했던 환자나 증가시켰던 환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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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8주후 STAI-SA 및 주간수면상태 점수에 유의한

이상 점수가 감소되거나 치료 후 점수가 10점이하인 반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병용약물의 효과가 본 연

응자 비율은 75.2%(124/165명)였다. 우울증 이외 불

구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웠다.

안, 수면, 성기능 그리고 삶의 질 등 모든 척도에서 ne-

흥미있는 바는 nefazodone의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

fazodone은 투여 전에 비해 투여 후 평가치를 유의하게

이다. 즉 nefazodone은 치료 전에 비해 치료 후에 성기

변화시켰다. 반면 nefazodone 관련 부작용은 경미하였다.

능이 유의하게 호전하였다. 대부분의 TCA나 SSRI들이

결 론： 본 연구결과 nefazodone은 항우울효과, 항

사정지연 등 성기능장애를 부작용으로 일으킨다는 사실

불안효과, 수면효과, 성기능호전 효과, 삶의 질 호전 효

을 생각할 때 nefazodone은 이점에서 좋은 항우울제로

과 등이 유의한 항우울제임이 입증되었다. 반면 nefazo-

17)

생각된다. Feighner 등 은 nefazodone 이 sertraline
에 비해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여성에서 극치감
과 만족감을 느끼는 능력이 개선되고 남자에서도 성을
즐기거나 만족하게 한다는 면에서 nefazodone이 ser-

done 관련 부작용은 경미하였다.

중심 단어 ： Nefazodone·항우울효과·항불안효과·
수면효과·성기능호전효과·삶의질 호전효과.

traline 보다 낫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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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요우울장애 및 기분부전장애 환자가 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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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기준은 DSM-IV였으며, 연령은 14세 이상의 신
체적으로 건강하고 다른 정신과적 장애가 없는 남녀 환
자로 하였다. 평가도구는 CGI(Clinical Global Improvement), 17-items Hamilton Depression Scale
(HAM-D),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State
and Trait Anxiety Inventory-State Anxiety(STAI-SA), 주간수면상태(weekly sleep questionnaire),
성기능 변화에 관한 자가 평가 설문지, 삶의 질 척도 등

6)
7)
8)
9)
10)

이었다. 매 방문 시 마다 부작용에 관한 조사도 병행하
였다. 1일 평균 유지 복용량은 346 mg이었고 8주간 투
약하였다. 평가는 약물투여 전, 투여 후 1, 2, 4, 8주에
시행되었다. 약물의 효과는 약물투여 전 상태와 투여 후
상태를 비교하여 약물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11)
12)

결 과：8주를 종료한 환자에서 CGI에서는 많이 호
전됨으로 평가된 반응자 비율은 62.4%(103/165명)이
며, HAM-D(17 items)에서는 치료전과 비교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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