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022년 3월 21일 월요일 제 1086호 

Pharm Info

룬드벡의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SSRI) 계열 항우울제 렉사프로(성분명 에스

시탈로프람)의 우울증 치료제 시장에서 강

세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렉사프로의 이중 작용기전은 뇌 내의 세

로토닌 수송체(Serotonin Transporter; 

SERT) 기본 부위(primary binding site)

에만 결합하는 다른 SSRI계열 항우울제

와 달리 기본 부위와 알로스테릭 결합부위

(allosteric site)에도 작용해, 기본 부위 작용

을 증강시킨다. 

이에 따라 세로토닌이 재흡수 되는 것을 

더 강력하게 저해해 우수한 항우울효과를 

보인다.

룬드벡에 따르면 렉사프로는 투약 1주차

부터 위약과 시프람, 다른 SSRI 계열 약물에 

비해 효과 차이가 현저했다. 항우울효과는 

7~8주까지 지속됐다. 

렉사프로는 범불안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메타 분석에서 기분증상 개선 

효능이 입증됐고, 좋은 내약성을 보였다. 

연구팀(중국 Xian Jiaotong대학 Hairong 

He 교수 연구팀)은 1980년부터 2019년 1월 

1일까지 급성 범불안장애 성인 환자 치료에 

사용된 11개 약물에 대한 위약 대조 연구와 

일대일 연구를 검색, 분석했다. 

1차 목표점으로는 효능과 수용성으로 설

정했다. 연구 결과, 렉사프로는 주요 우울장

애 또는 범불안장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유의하게 개선시켰다.

연구팀은 주요 우울장애와 불안장애 환자

에서 삶의 질 및 만족도 설문지(Q-LES-Q)

를 통한 분석을 시행했다. 

연구 결과, 렉사프로 치료 시 주요 우울장

애 환자에서는 대부분의 환자가 Q-LES-Q 

수치가 보통에 도달했고, 범불안장애 환자

에서는 67%가 도달했다. 

연구팀은 “렉사프로 치료 시 주요우울장

애 또는 범불안장애 환자의 삶의 질적 즐거

움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특히 렉사프로는 대규모 리얼월드(Real 

World) 연구에서 낮은 약물 교체 빈도, 즉 

유지·교체 비율(continuation·change 

ratio)을 보이면서 우울증 환자에 대한 수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였다. 

효능과 내약성 조합, 즉 수용 가능성에 따

라 항우울제의 순위를 지정하면 환자의 1차 

약물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프랑스 파리대학 Cedric Lemogne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6개월 동안 

항우울제 약물(처방)을 비교한 결과, 렉사프

로가 유지·교체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치료 약물을 변경하지 않고 지속

했을 때 우울 증상이 낮아질 것으로 가정하

고 연구를 진행했다. 

치료를 유지한 경우와 교체했을 경우 우

울 증상 정도의 연관성을 평가, 수용 가능

성의 대리지표로 적합한지 검증하고 항우울

제별 우울 증상 개선 수준 순위를 평가한 것

이다. 우울 증상은 CES-D를 토대로 평가

했다.

이 연구는 프랑스 Constanses 코호트에 

포함된 6만 4467명 중 2009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항우울제 치료를 진행한 프랑스 국

민건강보험청구 데이터베이스가 기반이다. 

2010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675명

의 환자가 항우울제 치료를 새로 시작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48.3세였고, 34.5%는 남

성이었다. 

6개월간 치료를 진행한 하위 샘플을 분석

한 결과, 치료 약물을 유지한 치료군이 변화

를 준 치료군보다 우울 증상 수준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CES-D 점수, 18.9 VS 26.5; 

P<0.001).

특히 6개월 동안 추적관찰한 결과, 렉사프

로는 가장 양호한 유지·교체 비율을 보였

다. 설트랄린, 벤라팍신, 시탈로프람, 플루

옥세틴, 파록세틴 등의 성분 약물이 뒤를 이

었다. 

연구팀은 “유지·교체 비율은 지역사회에

서 항우울제 수용 가능성에 대한 척도로 이

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우울장애 및 불안장애를 가진 광범

위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임상 연

구 경험을 통해 렉사프로의 강력한 치료 효

과, 빠른 효과 발현 및 우수한 내약성, 복

약 순응도 및 낮은 약물 교체 빈도를 확인

했다. 

렉사프로가 꾸준히 우울증 치료제 시장

에서의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대

규모의 다양한 임상에 근거한 제품력에 기

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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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우울장애 및 범불안장애 환자서 삶의 질 만족도 향상

항우울제 시장 리드하는 렉사프로 …비결은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