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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본부 게시판

■ 상품명 (회사) 
: 앰겔러티프리필드펜주 (릴리) 

■ 원내코드 : DGNZM120F
■ 성분 및 함량 : 

: Galcanezumab 120mg/1mL Pen
■ 약리 : Galcanezumab은 IgG4 단일클론항체로 CGRP(Calcitonin gene
related peptide) 리간드에결합하여수용체와의결합을차단함.

■ 효능/효과 : 성인의편두통예방.
■ 용법 : 부하용량으로 240mg(120mg씩 2회 연속 SC) 1회 투여. 이후 월 1회
120mg SC. 
■ 금기 : 이약또는이약의첨가제에대한중대한과민성이있는환자.
■ 이상반응 : 주사부위반응, 과민반응.
■ 주의
①제품을흔들지않고, 얼리지않음. 
②복부, 허벅지, 상완뒤쪽또는엉덩이에SC. 
③단회투여용. 
④차광·냉장보관(2-8°C). 최소 30분이상실온에방치후투여. 
⑤ 30°C까지의온도에서보관시7일까지보관가능.
일단냉장고밖에보관했다면다시냉장고에넣지않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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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otherapy

편두통은 신체활동에 의하여 악화되는 박동성 두통을 특징으로 하며, 두통 중 빛공포증, 소리공포증, 구역, 구토를 동
반하는 만성신경질환이다. 편두통은 국내에서도 유병률이 17%에 이를 정도로 매우 흔할 뿐만 아니라, 2017년 발표한 세
계질병부담연구(Global Burden of Disease)에서 모든 질환 중 두 번째로 일상생활에서의 장애도가 큰 질환이다. 특히
사회적활동이왕성한 15~49세에서는장애생활년수가가장큰질환으로, 환자의삶의질을저하시킬뿐아니라사회경제
적부담도크다.

■ 편두통의 발병기전
1) 혈관성 이론 : 전통적으로 혈관성 이론은 뇌혈관의 수축으로 인해 뇌에 혈액이 부족해지는 뇌 허혈 상태가 되어 전조증
상이발생하게 되고다시혈관이 확장하면 두통이발생한다는 이론이다. 이와같은혈관의 이상반응이 계속되면 혈관벽이
나 혈관 주위조직에서 무균적 염증이 생겨서 처음의 욱신욱신 하던 박동성 두통이 나중에는 욱신거림이 없어지는 비박동
성두통으로변할수있다. 하지만이것만으로는편두통의모든증상을설명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

2) 신경성 이론 : 신경성 이론은 전조증상 동안의 혈류 감소가 혈관분포를 따라 일어나지 않고 후두엽에서부터 점차 뇌의
앞부분으로 진행하는 것이 관찰되어 전조증상의 혈류 감소가 혈관의 변화보다 뇌신경세포 기능이 저하되면서 뇌의 대사
요구량이줄어들고이에따라이차적으로대뇌피질로의혈류가감소하는것으로추청하는이론이다.

신경성이론에서는어떠한자극에의해뇌막에있는삼차감각신경이활성화되면이들신경에서 substance P와 CGRP
등 신경펩타이드성 혈관활성물질들이 방출되게 되고 혈관확장과 신경인성 염증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삼차신경절의 신경세포가 활성화 되어 통증 자극이 뇌로 전달되게 되고 시상을 통한 대뇌통증부가 활성화 되면서 통증이
느껴지게된다.

■ 편두통의 약물치료
편두통의치료는급성기치료(treatment of acute migraine)와예방치료(preventive treatment)로크게구분한다.

편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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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otherapy

1. 급성기치료
편두통은 두통이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통증과 동반증상을 해소 또는 감소시키거나 심한 두통으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여일상에복귀하게하는것이중요하다. 급성기약제는부작용없이효과가적절히나타나야하고, 편두통유형, 두통의
강도, 구역과구토같은동반증상의유무등을고려해선택한다. 

경도의 편두통은 acetaminophen이나 NSAID 등의 일반의약품으로 조절될 수 있고, 이러한 비특이적 진통제에 반응
하지않는중등도이상의편두통일경우 triptan제나 ergotamine제와같은편두통특이약물을사용한다.

Triptan 제제의 경우 5-HT1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혈관확장으로 인한 편두통 증상을 완화시킨다. 이 제제들
은 모두 5-HT1 수용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므로 비특이적 편두통 치료제에 비해 전신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하나의 triptan에 효과가 없어도 다른 triptan에는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른 triptan으로
변경한다. Ergotamine제는 단독으로 사용하면 치료효과가 약하기 때문에 카페인과 복합제로 상용화되었다. Triptan과
는달리5-HT1, 5-HT2 수용체에작용하여혈관을수축시켜편두통급성발작치료에사용할수있다. 

2. 예방적치료
편두통 예방적 치료의 목적은 편두통 발작의 빈도나 강도, 기간을 줄여주는데 있다. 예방 치료제를 선택할 때에는 약물

효능, 치료자의 경험, 약물 부작용, 환자의 선호도, 편두통 아형 및 동반질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대한두통학회
삽화편두통의 예방 치료 약제에 대한 진료지침에 따르면 경구 예방 치료로 항전간제 중에는 topiramate를, 베타차단제
중에는propranolol, 항우울제중에는amitriptyline, 칼슘통로차단제에서는 flunarizine 등을권고하 다. 만성편두통
의경구예방치료제로는 topiramate가가장높은수준의근거를가진다.

편두통 예방을 위한 주사 치료제는 보툴리눔 독소 A형(onabotulinumtoxinA)과 CGRP의 작용을 억제하기 위한 단클
론항체(galcanezumab)가있다. 항 CGRP 단클론항체는삽화편두통과만성편두통에모두승인을받았다. 

항 CGRP 단클론항체들은기존의경구약제와는달리용량조절이필요없고효과의발현이빠르고다른약제와상호작
용이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모두 수일에서 1주일 이내에 빠른 치료효과를 나타내며 경구 예방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환자 뿐 아니라 이전에 예방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게도 효과적이다. 간에서 대사되거나 신장으로 배설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약제와의약물상호작용이적어서다른편두통경구약제또는주사예방치료와함께사용할수있다. 

계열 성분 원내코드 일/전 상품명 함량 용량

Ibuprofen
DIPF200 일반 부루펜정 200mg/Tab 1회 200~400mg, 

1일 3~4회.

NSAIDs
DIBAR200 일반 캐롤에프정 200mg/Tab (Max 2.4g/day)

Naproxen DNAXCR1G 전문 낙센에프서방정 1g/Tab 1일 1회.

Mefenamic acid DMFN250 전문 폰탈캡슐 250mg/Cap 초회 : 500mg, 이후
6시간마다250mg. 

DAAPER650 일반 타이레놀이알서방정 650mg/Tab 8시간마다2정씩.
(Max. 4g/day)

Analgesics Acetaminophen 1회 300~1,000mg, 
DAAP300 일반 아세트아미노펜정 300mg/Tab 1일 3~4회. 

(Max. 4g/day)

오심동반편두통에서

항구토제 Metoclopramide DMCP5 전문 맥페란정 5mg/Tab 보조적항구토제. 
1일 10~30mg, 
2~3회분할투여.

<표 1. 비특이적 급성 편두통 치료 원내 보유 경구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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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 치료] 원내 Triptan 계열 약물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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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치료] 원내 편두통 예방 경구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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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Review

■ Evaluation of Galcanezumab for the Prevention of Episodic Migraine
편두통(Migraine)은 심한 두통 발작의 특징을 가지는 신경학적 장애 질환이다. 치료 선택은 많은 환자들의 편두통 빈

도를감소시키지만, 부작용은많은환자의중단으로이어진다. 목적은전조증상유무와관계없이삽화성편두통(Episodic
Migraine)의예방에서Galcanezumab이위약대비우수한지설명하기위함이다.

EVOLVE-1(Evaluation of LY2951742 in the Prevention of Episodic Migraine 1)은 Galcanezumab(120mg,
240mg)과 위약을 비교하는 이중맹검, 무작위, 위약 대조 임상시험(2016년 1월 11일 ~ 2017년 3월 22일)이다. 환자들은
6개월 동안 매월 프리필드 시린지를 통해 피하주사 치료를 받았으며 마지막 주사 후 5달 동안 추적 관찰했다. 북미 90개
장소를대상으로다기관, 진료소기반의연구 다.

연구 참여자들은 최소 1년의 편두통 이력, 월 4 ~ 14일의 편두통 일수 그리고 과거 3년 이내에 한 달에 최소 2번의 편
두통발작이있는50세이전에편두통을진단받은 18~65세성인이다.

연구 중에 다른 예방 약물은 허용되지 않았다. 총 환자 1671명이 평가되었고, 809명은 연구 항목 또는 기준선 범위에
맞지 않았다. 858명은 ITT(Intent To Treat) 분석 대상군에 포함되었다. 환자들은 매월 위약, Galcanezumab 120mg,
240mg에무작위로배정되었다. (2 : 1 : 1)

1차 결과는 치료 기간 동안 월간 편두통 일수에서 기준선 대비 전체 평균 변화 다. 2차 측정에는 월간 편두통 일수
(MHDs, Migraine Headache Days), 급성 약물 사용 시 편두통 일수(MHDs), Migraine-Specific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MSQ), Patient Global Impression of Severity(PGI-S), Migraine Disability Assessment(MIDAS)
점수의 ≥50%, ≥75%, 100% 감소를 포함했다. 치료로 인한 부작용과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었다. 평가된 1671명의 환
자중 858명 (평균연령, 40.7세; 718명의여성 [83.7 %])이연구시작기준을충족하고최소 1회용량의임상시험제품을
받았다. 1차 목적은 두 Galcanezumab 용량 모두에 대해 충족되었다. Galcanezumab 치료는 위약(2.8일)에 비해 월간
편두통 일수 (P < 0.001)를 4.7 일(120mg) 및 4.6일(240mg) 줄 다. 모든 주요 2차 목적은 다중성 조정 후에도 중요했
다. 120mg과 240mg의Galcanezumab 용량 사이에 효능측정에 있어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치료 중완료율은 높
았고 (81.9 %, n = 718), 모든치료군에서부작용에따른중단발생률은5% 미만이었다.

Galcanezumab 120mg 및 240mg 매월주사는임상적이점과삶의기능적향상을제공한다. 부작용의발생률은낮았
으며Galcanezumab의내약성은좋았다.

JAMA Neurol. 2018 Feb 1;75(2):187-193

■Galcanezumab in Chronic Migraine: The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REGAIN Study.
만성 편두통의 예방 치료에서 CGRP(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인간화 단일 클론

항체인Galcanezumab의효능과안전성을평가한다.
만성 편두통 환자를 대상으로 한 LY2951742의 3상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대조 연구(Evaluation of Galcanezumab

in the Prevention of Chronic Migraine [REGAIN])는 3개월의이중맹검을사용한3상연구위약-대조치료단계와9
개월의 라벨 공개 연장 연구(OLE, Open-Label Extension)가 있었다. 만성 편두통이 있는 18~65세의 적격 환자는 위
약 (n = 558), Galcanezumab 120mg (240mg 부하 용량, n = 278) 또는 Galcanezumab 240mg (n = 277)의 피하주
사 2 : 1 : 1로 무작위 배정되었다. 일차 평가 변수는 3개월 이중맹검 치료 단계 동안 월간 편두통 일수(MHDs, Migraine
Headache Days)의기준선대비전체평균변화 다. 

전체 표본에서 월간 평균 편두통 일수(MHDs)의 기준선은 19.4일이다. 두 Galcanezumab 용량 그룹은 위약과 비교하
면 월간 MHDs에서 더 큰 전체 평균 감소세를 보여주었다. (위약 -2.7, Galcanezumab 120mg -4.8, Galcanezumab
240mg -4.6) (위약과 비교하여 각 용량에 대해 p <0.001). 치료 시 발생하는 주사 부위 반응 (p <0.01), 주사 부위 홍반
(p <0.001), 주사 부위 가려움증(p <0.01), 위약 대비 Galcanezumab 240mg 그룹에서의 부비동염 (p <0.05)의 더 높은
발생률을 제외하고는 모든 안전성 또는 내약성 결과에서 Galcanezumab 용량과 위약 간에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두 용량의 Galcanezumab은 월간 편두통 일수를 줄이는 데 있어 위약보다 우수했다. Galcanezumab은 만성 편두통
의예방치료에효과적이며안전하고내약성이좋았다.

Neurology. 2018 Dec 11;91(24):e2211-e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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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약제정보

■ 현재 편두통 발생 및 치료 현황
국내 편두통 유병률은 여성에서 25.9%, 남성에서 12.8%로 보고되어 있다.1) 2017년 발표한 세계질병부담연구(Global

Burden of Disease)에서 편두통은 모든 질환 중 두번째로 일상생활에서의 장애도가 큰 질환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
시킬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부담도 큰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2) 현대적인 편두통 치료로 사용하는 약물의 경우 위장관, 심
혈관계 이상반응 등 복약순응도 및 이상반응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어 한계점이 있다. 이에 한방 치료에 의존하는 편두통
환자들이늘어나고있다.3)

■ 편두통에서 한약 치료의 효과 [Journal review] 
1. Chuanxiong Formulae for Migrain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High-Quality Randomized
Controlled Trials3) (천궁처방)

본 연구에서는 편두통의 치료에 사용한
천궁처방의효과에대해현재까지발표된
높은 품질의 무작위 대조 연구(RCTs)로
설계된연구를근거로평가하고자하 다.
문과 중문 전자 데이터베이스에서 2017

년 3월까지발표된논문을 검색하 고, 메
타분석에는 최종적으로 총 19개 연구,
1,832명의 환자가 포함되었다. 64종의 약
재가 19개의 각각 다른 천궁 처방에 사용
되었으며, 가장 높은 빈도로 천궁과 함께
사용된 약재는 백지, 조구등, 세신, 당귀,
전갈, 감초, 작약등이었다. 

메타분석 결과 천궁 처방은 편두통의
빈도, 지속시간, 발생일수, 통증의 중등도
를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총 임상적 유효율을 개선시켰다(P<0.05, Fig 1). 이상반응 모니터링은 19개 연구 중 16개의 연
구에서이루어졌으며, 이상반응발생률은낮게나타났다.

2. Treatment of Migraines with Tianshu Capsule: A Multi-
Center, Double-Blind,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Clinical Trial4) (천궁, 천마)

중국 전통의학 처방으로 개발되어 두통 예방 치료 임상 현장에
서 널리 사용되어온 Tianshu 캡슐(구성약재: 천궁, 천마)에 대한
시판 후 연구를 위해 국제두통장애분류를 활용하여 편두통으로 진
단받은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Tianshu 효능과 안전성을 재평가
하 다. 본 연구는 이중맹검, 무작위, 위약 대조 임상 연구로 중국
내20개임상센터에서 1,000명의환자를대상으로수행되었다. 

12주의 추적관찰 기간 후 Tianshu 복용군에서 두통 발작의 빈
도가 50% 이상 상대적으로 감소한 환자 비율, 두통 발생 감소율,
두통 발작의 중증도, 급성 진통제 사용일수, 50% 이상 두통 중증
도 감소환자 비율에서 모두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 다(Fig 2). 치료 종료 후에도 Tianshu 투여군과 위약군의 효능 지표
차이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양상을보여Tianshu의편두통예방효과도확인할수있었다.

편두통의한약치료

1) Song TJ, et al. Headache. 2019;59(2):215-23.
2) Global, G.B.D. Lancet. 2017;390:1211-59.
3) Shan CS, et al. Front Pharmacol. 2018;9:589.
4) Yu S. et al. BMC Complement Altern Med. 2019;19:370.

Figure 2. 두통 빈도가 50% 이상 감소한 환자 비율4)

Figure 1. 편두통 발생빈도에 대한 천궁 처방의 유효성 forest plot3)

TSC 투여군

위약군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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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드 성분 및 함량 상품명(제약회사) 비 고

DJICGJ Indocyanine green 25mg/Vial 
DID-Indocyanine green

기능검사용시약
(동인당)

DJSNMCR200
1Tab 중Carbidopa 50mg (Carbidopa 

Perkin CR(명인) 기타의중추신경용약
hydrate 54㎎), Levodopa 200㎎

DELOCT250J F moroctocog alfa 260IU/Vial 
Eloctate

기타의혈액및체액용약
(사노피아벤티스)

DELOCT1000J F moroctocog alfa 1081IU/Vial Eloctate(사노피아벤티스) 기타의혈액및체액용약
DJPFND200 Pirfenidone 200mg/Tab Fybro( 진) 기타의호흡기관용약
DJPFND600 Pirfenidone 600mg/Tab Fybro( 진) 기타의호흡기관용약
DBLXVR40 Baloxavir marboxil 40mg/Tab Xofluza(종근당) 기타의화학요법제

DOLOMXA
1Tab 중Olmesartan 20mg, Amlodipine 5mg, 

Olomax(대웅) 기타의순환계용약
Rosuvastatin 5mg

DOLOMXB
1Tab 중Olmesartan 20mg, Amlodipine 5mg, 

Olomax(대웅) 기타의순환계용약
Rosuvastatin 10mg

DSUFE2.5G Sucroferric oxyhydroxide 2,500mg/Tab 
Velphoro chew

기타의순환계용약
(프레제니우스)

Purified inactivated influenza virus antigen 
Flu V Tetra Vaccine

DV-FLUF A(H1N1, H3N2), type B(Phuket, Washington) 
(보령)

백신류
60mcg/0.5ml/Syr

DVITCCT1J Calcitriol 1mcg/mL/Amp Neobon(알보젠) 비타민A 및D제
DRBP5 Rabeprazole sodium 5mg/Tab Pariet(에자이) 소화성궤양용제
DAKYN 1Tab 중Netupitant 300mg, Palonosetron 0.5mg Akynzeo(HK이노엔) 최토제, 진토제
DC-VNCX10 Venetoclax 10mg/Tab Venclexta(애브비) 항악성종양제
DC-VNCX100 Venetoclax 100mg/Tab Venclexta(애브비) 항악성종양제
DC-ZAFBC100J Ziv-aflibercept 100mg/4mL/Vial Zaltrap(사노피아벤티스) 항악성종양제
DC-ZAFBC200J Ziv-aflibercept 200mg/8mL/Vial Zaltrap(사노피아벤티스) 항악성종양제

DJ5ABMJ250 Human serum albumin 12.5g/250ml BTL
SK albumin Inj. 5% 

혈액제제류
(SK 플라즈마)

■ 약제본부 소식
▶경희의료원개원49주년기념식(2020.10.05.) 

- 우수교직원포상(황지선파트장), 30년근속상포상(김갑중조무기사)
▶김세환약사입사(20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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