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의
행동심리증상(BPSD)에 대한
임상지침

치매의
행동심리증상(BPSD)에 대한
임상지침

치매의
행동심리증상(BPSD)에 대한
임상지침

1. BPSD 정의 및 종류
2. BPSD 역학
3. BPSD 약물치료 적응증
4. BPSD 증상별 약물 치료적응증(Drug indication for target symptom)
5. 치매의 약물치료의 일반적 지침
(General guidance of psychopharmacology for dementia)
6. 항정신병 약물 처방 시 고려사항
7. 항정신병 약물(Antipsychotic medication)
8. 항정신병 약물의 일반적인 부작용(General side effects of antipsychotic medication)
9. 비전형적 항정신병 약물의 일반적 약물부작용
(General side effects of atypical antipsychotic)
10. 비전형적 항정신병 약물의 특수 약물부작용
(Specific side effect of atypical neuroleptic)
11. 항우울제 처방 시 고려사항
12. Benzodiazepine 처방 시 고려사항
13. 신체보호대 사용 시 고려사항

1. BPSD 정의 및 종류
○ BPSD (Behavioral &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 치매 환자에게 발생하는 이질적인 행동 및 심리증상들을 아우르는 용어
○ BPSD (Behavioral &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평가
1) BPSD는 간병인 (care giver) 고통 및 입원의 주된 원인으로 약물로 조절이 가능함. 병의 진행과정
에서 이상행동 양상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재평가 요함.
2) 진단 및 추적관찰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객관적 지표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항정신병약물 사용 및 약물
조정의 근거로 사용 가능함.
3) 신경정신행동검사 (NPI :Neuropsychiatric Inventory) -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평가도구
- 평가항목 : 망상(Delusion) / 환각(Hallucination) / 초조, 공격(Agitation, Aggression)
우울, 낙담(Depression, Dysphoria) / 불안(Anxiety)
다행감, 들뜬 기분(Euphoria, Elation)
무감동, 무관심(Apathy, Indifference)
탈억제(Disinhibition) / 과민, 기분변동(Irritability, Lability)
비정상적 반복 행동(Aberrant motor behavior)
수면, 야간행동(Sleep, Night-time behavior)
식욕 혹은 식습관 변화(Appetite or Eating change)
- 빈도: 드묾(0) / 가끔(1) / 자주(2) / 매우 자주(3)
- 심한 정도(환자): 경함(0) / 보통(1) / 심함(2)
- 고통 정도(주변사람): 없음(0) / 매우 적음(1) / 경함(2) / 보통(3) / 심함(4) / 매우 심함(5)

2. BPSD 역학
○ 요양시설 거주 치매환자: 70-95%
○ 재가 치매환자: 60%
○ 인지장애 시작 후 1가지 이상 BPSD의 누적 발생률: 80%
○ BPSD 유형과 심각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는 경향 (예: 배회와 같은 증상들은 지속되는 경향)
○ BPSD의 ‘자연 경과”는 여전히 잘 알려져 있지 않음
○ Prevalence of behavioral &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Symptom

Prevalence (%)

Disinhibition

9-35

Psychosis

10-35

Sleep disturbance

12-42

Anxiety

17-45

Irritability

20-55

Depression

20-57

Agitation/aggression

22-52

Apathy

29-76

참고문헌: Ment Health Clin [Internet]. 2018;8(6):284-93. DOI: 10.9740/mhc.2018.1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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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PSD 약물치료 적응증
○ 비약물학적 접근에 실패한 경우
○ 갑작스러운 위험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 확실한 정신증이 발생한 경우
○ BPSD 증상이 환자의 삶의 질이나 기능에 심각한 영향 초래
○ BPSD 증상이 간병보호자의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
○ BPSD 증상이 환자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할 정도로 해를 줄 가능성이 있을 때
○ BPSD 증상이 관리 환경을 방해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할 때
참고문헌: Rabins PV, Lyketsos CG, Steele C. Practical Dementia Care 3rd ed

4. BPSD 증상별 약물 치료적응증(Drug indication for target symptom)
행동심리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약물에는 치매약물, 항정신병약물(antipsychotics),
항우울제(antidepressant), 진정-수면제(sedative-hypnotic) 및 항경련제(antiepileptic) 등이 있
다. 항정신병약물은 의심증(suspiciousness), 망상(delusion), 환각(hallucination), 초조/공격성
(agitation/aggression)과 같은 정신과적 증상(psychotic symptom)에 효과가 있다.
항우울제(antidepressant)는 우울증(depression), 불안(anxiety), 망상(delusion)과 관계가 없는
단순 초조 행동(simple agitated behavior)에 효과적이다.
벤조디아제핀(benzodiazepine)은 불안 혹은 비공격성 초조행동 및 수면장애에 효과가 있다.
항경련제(antiepileptic), propranolol 등은 급성 초조행동(acute agitated behavior),
탈억제행동(disinhibited behavior), 폭발적 분노 및 기분의 변화가 심한 경우에 단기적으로 이용한다.1

Negative symptoms
Vocalization, screaming
Passive resistance
Wandering
Purposeless hyperactivity
Apathy
Social isolation, withdrawal

Nonpharmacological interventions
Behavioral management techniques
Cognitive / emotional approaches
Sensory stimulation interventions
Psychoeducational approach for caregivers
Adult day program

Positive symptoms
Agitation, aggression
Hallucination
Delusion
Misidentifications
Disinhibition
Depression, anxiety

Pharmacologic interventions
Antipsychotics (FGA, SGA)
Cholinesterase inhibitor
Memantine
Antidepressant
Anticonvulsant
Benzodiazepine

대한요양병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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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치매의 약물치료의 일반적 지침 (General guidance of psychopharmacology for dementia)1
1) 투약 전(Before administration)
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치매의 원인과 동반질환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각각의 행동심리
증상에 따라 적용하는 정신작용약(psychotropic drug)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
이 필요하다. 또한 인지기능 악화 또는 섬망 등의 유발 유인 약제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약물사용을 최소화하고 비약물학적 시도(non-pharmacological intervention)를 고려한다.
이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환자의 행동심리증상의 원인이 되는 내부적 혹은 외부적 요인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를 요한다. 예를 들어 초조/공격성(agitation/aggression)이 주기적으로 발생
하는 배뇨장애(micturition difficulty), 변비(constipation), 배고픔(hunger), 통증(pain) 등을
파악하여 먼저 이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울증(depression)이나 무감동증(apathy)
의 경우 항우울제 등을 투여하기 전 2-3주 정도 음악요법, 향기요법, 원예요법 등의 비약물학적
접근을 우선 시도할 수 도 있다.
③ 비처방약물(over-the-counter)이나 사용했던 약물의 반응도 등을 포함한 약물사용에 대한 과
거력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약물을 선정한다.
④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약물치료를 회피할 필요는 없다.

2) 투약 도중(During administration)
① 치료를 하고자 하는 특수한 증상을 선택하고 치료에 대한 반응도를 모니터링 한다.
② 젊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용량의 1/3 혹은 1/2의 용량을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다양한 약역학(pharmacodynamics)과 약동학(pharmacokinetics)을 보이기 때문에
이를 과신해서는 안 된다. 비교적 안전한 범위의 용량이라 할지라도 약물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
링을 필요로 한다.
③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보다 적은 용량을 투여하고 서서히 증량한다.
④ 약에 대한 정보 즉 약리학(pharmacology), 부작용(side effect), 효능(effect) 및 약물 상호작
용(drug interaction)에 대해 자세히 파악해야 한다.

3) 투약 후(After administration)
① 약물순응도(drug compliance) 및 약물부작용(drug side effect)을 평가한다. 외래를 통하여
치료할 경우 특히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이에 대한 사전정보가 없기 때문
에 심각한 부작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 약물순응도 감소로 인하여 규칙
적인 투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② 심각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을 때는 부분적인 효과가 있더라도 수용하도록 한다.

8

치매의 행동심리증상 임상지침

③ 사용하고 있는 약물들을 자주 검토하여 불필요한 약물들은 중단하고, 투약스케줄은 단순화 시킨
다. 특히 치매 환자들은 다양한 질환이나 상태를 동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에 대한 치료
약제를 투여해야 할 경우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토를 통하여 약의 종류를 줄이거나
감량을 할 필요가 있다.
④ 혈장 내 약물농도를 검사한다. 그러나 정상 혈장농도를 보인다 할지라도 이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 보다 낮은 농도에서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⑤ 정기적으로 약물 부작용을 모니터링 한다.

6. 항정신병 약물 처방 시 고려사항
○ 섬망, 폭력 등의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 항정신병제의 사용은 초조 (agitation) 나 정신병 (psychois)
등의 BPSD 증상이 심하고 위험한 경우 또는 유의한 고통 (significant distress) 을 유발할 경우
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참고문헌: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Practical guideline on the use of antipsychotics to treat agitation
or psychosis in patients with dementia (2016)

○ 비전형 항정신병약물 선택 시 1차로 Quetiapine, Olanzapine, Risperidone 중 결정
○ Aripiprazole은 반감기가 75시간으로 길고 적정 스케줄도 김.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약물
처방이 제한 받지는 않음. 단, 급성 상황에서는 권고되지 않음
○ 항정신병약물 투여는 보수적으로 투여하고 최소 유효용량으로 적정량을 정함
○ 최초 사용시 또는 용량 증량할 경우 가능하다면 보호자와 상의하고 사용할 것을 권고함.
○ 1-4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면 반응 (+) 추정
○ 4주 이내 효과 없으면 해당 약물을 점차 감량하다가 중단
○ 약물에 대한 효과 징후 - 초조/공격성 감소
- 병동 내에서 환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배회 가능할 정도 호전
- 의학적 관리를 거부하지 않음
- [PRN] 처치 필요성 감소
○ 효과가 있을지라도, 치료 시작 일로부터 4-6개월 이내에 점차 감량하다가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치료 첫 해에 최소 2회 정도 3-6개월 간격으로 감량 시도
○ 첫 번째 약물을 결정할 때는 환자의 동반질환과 약물을 고려
○ 루이소체치매 / 파킨슨병 치매
○ Risperidone,Olanzapine보다 Quetiapine을 1차 약제로 사용하되 호전 보이지 않을 경우 2차
약제로 clozapine을 사용함이 바람직함. 특히 루이소체치매에서는 최소량으로만 사용함이 권고됨.
참고문헌: Ment Health Clin [Internet]. 2018;8(6):284-93

7. 항정신병 약물(Antipsychotic medication)
1) 분류(Classification)
항정신병약물은 전형적 항정신병약물과 비전형적 항정신병약물로 나눈다.
전형적 항정신병약물에는 haloperidol, thioridazine, thiothixene, pimozide, loxapine 등이
있으나 자주 발생하는 심각한 부작용들로 인하여 현재 임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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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적 항정신병약물에는 clozapine, ziprasidone, quetiapine, olanzapine, risperidone
등이 있으며 전형적 항정신병약물에 비해 심각한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임상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설명할 내용들은 주로 비전형적 항정신병약물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2) 용량(Dosage)
항정신병약물의 시작용량과 사용범위는 임상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투여한다.
전형적 항정신병약물 중 haloperidol은 초기용량을 0.25-0.5mg으로 시작하고, 1일 0.5-3.0
(5.0)mg 이내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전형적 항정신병약물는 다음과 같이 투여한다. Clozapine은 6.25-12.5mg으로 시작하며
12.5-100mg 정도까지 증량한다. Quetiapine은 12.5-25mg에서 시작하고 25-150mg (최대200mg)
정도까지 증량할 수 있다. Olanzapine은 2.5mg으로 시작하고 2.5-7.5mg (최대10mg) 정도
까지 증량한다. Risperidone은 0.25-0.5mg에서 시작하고 0.25-3.0mg까지 사용함을 원칙으
로 한다.1 Aripiprazole은 일반성인의 권장용량은 1일 15-30mg이나 노인의 경우 2.5mg으로 시
작하여 5mg (최대15mg)정도 사용한다.
표1. 치매의 행동심리증상을 위한 비전형적 항정신병약물 종류 및 용량
종류

시작용량(mg)

사용범위(mg)

Clozapine

6.25-12.5

12.5-100

비전형적

Quetiapine

12.5-25

25-150(200)

항정신병약물

Olanzapine

2.5

2.5-7.5(10)

Aripiprazole

2.5

2.5-5(15)

Risperidone

0.25-0.5

0.25-2(3)

참고문헌: Ment Health Clin [Internet]. 2018;8(6):284-93

3) 효과(Effectiveness)
현재 전형적 항정신병약물은 치매에서 발생하는 행동심리증상에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비전적 항정신병약물을 중심으로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Risperidone, olanzapine, quetiapine을 포함한 비전형적 항정신병약물(atypical antipsychotic)
의 효과에 대한 비교연구인 CATIE-AD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처음 약물을
투여한 후 중단할 때까지의 시간 즉 약물중단 시간(discontinuation time)을 이용하여 각 약물의
효과를 추적한 결과 약물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다양한 원인에 입각한 약물들의 평균 약물
중단 시간은 olanzapine 8.1주, risperidone 7.4주, quetiapine 5.3주, 위약 8.0주였다(p=0.52).
그러나 부작용으로 인한 약물중단 효과를 제외하고 효능 부족(lack of efficacy)을 원인으로 약물
을 중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olanzapine 22.1주, risperidone 26.7주, quetiapine 9.1주, 위
약 9.0주였다(p=0.002). Olanzapine과 risperidone의 효과는 비슷하였고 quetiapine의 효과는
위약과 큰 차이가 있는 바, olazapine과 risperidone에 비해 quetiapine의 효과가 적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3
10 치매의 행동심리증상 임상지침

치매환자들을 대상으로 aripiprazole(3개), olanzapine(5개), quetiapine(3개), risperidone(5개)
을 포함한 비전형적 항정신병약물들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한 16개 무작위 위약대조 시험들(randomized,
placebo-controlled trials)의 비교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들이 주장되었다. 각 연구에서 사용
된 평가 척도상 통계학적으로 작은 효과 크기(small statistical effect size)를 토대로 aripipazole
과 risperidone이 olanzapine과 quetiapine에 비해 효과가 있다.4

8. 항정신병 약물의 일반적인 부작용(General side effects of antipsychotic medication)
1) 중추신경계 부작용(CNS side effect)
① 급성 추체외로부작용(Acute extrapyramidal side effect)
급성 추체외로부작용에는 파킨슨 증후군(parkinsonian syndrome), 급성 근육긴장이상증(acute dystonia),
정좌불능증(akathisia) 등이 있다. 주로 전형적 신경이완제에서 흔히 발생하지만, 상당수의 risperidone
혹은 olanzapine 투여 환자와 일부 quetiapine 사용 환자에서도 발생하므로 조심을 해야 한다.5
Clozapine과 quetiapine에서는 발생이 상대적으로 드물다.
파킨슨 증후군에서 보이는 증상으로는 가면모양 얼굴(mask-like face), 안정떨림(resting tremor),
톱니바퀴경축(cogwheel rigidity), 보폭이 짧으면서 끄는 걸음(shuffling gait), 정신운동지연
(psychomotor retardation) 등이 있다.5 특히 노인들의 경우 약물로 인한 파킨슨 증후군이 발
생할 위험도가 높다. 이는 노인에서의 파킨슨병 발생 증가와 연관이 있거나, 도파민성 흑색질
신경세포(nigral dopaminergic neuron)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6 일부 환자들
은 파킨슨병의 임상 전단계(preclinical stage)로 있다가 약물로 인한 도파민성 스트레스
(dopaminergic stress)때문에 사전에 비대칭적 파킨슨병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어떤 경우
에는 원인이 되는 약물을 중단한 후 증상이 호전되었다가 약물과 무관하게 재발하기도 한다.7
급성 근육긴장이상증(acute dystonia)은 젊은 사람들에서는 사경(torticollis) 혹은 목후굴
(retrocollis) 등을 포함한 목 부분의 근육긴장이상증이나 안구운동발작(ocuogyric crisis) 등
으로 나타난다.5 노인들의 경우 상기 증상들은 비교적 드물게 발생하는 대신 몸통이 한쪽으로 기
울어지는 피사증후군(pisa syndrome)이 잘 나타나는 데, 이는 매너리즘(mannerism) 및
상동증(stereotype)과 감별을 요한다.8 퇴행성 척수질환이나 요통으로 인한 자세 변화와도 감별
해야 한다.
정좌불능증(akathisia)은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충동(urge)으로 인하여, 가만히 앉아있지 못
하고 앉았다 섰다를 반복하거나 서성이는 행동을 계속하는 운동성 안절부절증(motor restlessness)
으로서, 노인에서 흔히 발생하는 부작용이다. 정신병적 초조(psychotic agitation), 상동증
(stereotypy), 보속증(perseveration), 강박행동(compulsion), 하지불안증후군(restless leg syndrome),
주기사지운동장애(periodic limb movement disorder), 급속안구운동수면운동장애(RBD)
등과 감별을 요한다.5 비전형적인 증상들 즉 ‘가슴이 갑갑하다’ ‘아래에서 무언가 올라오는 기
분이다’ ‘잠이 오지 않는다’ ‘짜증이 난다’ 등의 비전형적 증상들이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조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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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연성 추체외로부작용(Late-onset expyramidal side effect)
지연운동이상증(tardive dyskinesia)은 2년 이상 항정신병약물을 복용한 후에 발생하는 불수의 운동이
상(abnormal involuntary movement)을 말한다. 간혹 1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나이가 증가
할수록 발생 위험성이 높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잘 나타나고, 급성 추체외로 증상의 과거력과도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5
볼혀씹기 운동(buccolingomasticatory movement), 몸통과 사지의 무도병성 혹은 무정위성 운동
(choreiform or athetoid movement of the extremities and/or truncal areas) 및 혼합형이 있다.
노인들에서는 혀를 휘감거나 내미는 행동(tongue twisting and protrusion), 입술을 빨거나 다시거나
오무리는 행동(sucking, smacking and puckering of lip), 씹는 행동(chewing movement) 및 턱을
옆으로 움직이는 행동(lateral jaw movement) 등의 볼혀씹기 운동이 잘 발생한다.5
기타 지연성 증후군에는 상동증, 지연성 근육긴장이상증(tardive dystonia), 지연성 뚜렛증후군(tardive
tourettism),지연성 떨림(tardive tremor), 지연성 간대성근경련증(tardive myoclonus), 지연성 정좌
불능증(tardive akathisia) 등이 있다. 9
③ 신경이완제악성증후군(Neuroleptic malignant syndrome)
신경이완제악성증후군은 체온조절(thermoregulation)과 신경운동조절(neuromotor control) 기능의
갑작스러운 장애로 인하여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21%에 이를 정도로 가장 심각한 중추신경계
부작용이다.5
40°C 이상의 고열, 납관과 같은 심한 근육경축(lead pipe like muscle rigidity), 의식변화(altered
consciousness), 혈압변화(fluctuating blood pressure)·빠른 호흡(tachypnea)·발한(sweating)을
포함한 자율신경계 이상, 혈중 CPK 증가 등이 발생한다. 약 80%에서 약물투여 후 2주 내에 발생하거나
증량했을 때 나타나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24-48시간 내 최고조에 도달하며, 평균 7-14일 지속된다.5
신경이완제악성증후군은 전형적 신경이완제 뿐만 아니라 다른 약물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즉 clozapine,
quetiapine, olazapine, risperidone과 같은 비전형적 신경이완제에서도 발생한다. 진토제(antiemetic),
amphetamine, cocaine에 의해서도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다. 항파킨슨 약물을 갑자기 감량하거나 중단
했을 때도 나타날 수 있다.5
④ 금단증후군(Withdrawal syndrome)
항정신병 약물은 전형적인 금단증상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갑자기 중단하는 경우, 2-7일 이내에 오심(nausea),
구토(vomiting), 발한(sweating), 불면증(insomnia), 과민성(irritability), 두통(headache)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5
⑤ 진정(Sedation)
진정은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한 후 수일 내로 발생하는 부작용이다. 대개 진정은 1-3주 경과 후 사라지지
만 노인들의 경우에는 상당기간 지속되기도 한다. 진정효과가 강한 thioridazine이나 chlorpromazine과
같은 low potency 약물들을 불면증 혹은 심한 초조성 행동에 이용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약제들은 정신
기능에 영향을 주며 특히 노인들에게는 착란이나 지남력 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8

12 치매의 행동심리증상 임상지침

2) 자율신경계 부작용(Autonomic side effect)
일부 항정신병약물이나 삼환계 항우울제(tricyclic antidepressant)는 중추성 및 말초성 무스카린
콜린성 수용체(muscarinic cholinergic receptor)를 차단하여 시야혼탁(blurred vision), 입마름
(dry mouth), 변비(constipation), 배뇨곤란(urinary difficulty), 녹내장(glaucoma) 악화를 야기
한다.5
중추성 항콜린성 부작용은 젊은 사람들보다 노인들에서 자주 발생한다. 특히 low potency 약물과
항콜린성 약물을 병행하는 경우 잘 발생한다. 의식혼탁(confusion), 지남력장애(disorientation),
기억장애, 환시, 과민성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8

3) 기타(Others)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심혈관계 부작용(Cardiovascular side effect)으로 체위성 저혈압
(postural hypotension)이 있다. 체위성 저혈압(postural hypotension)은 a-adrenergic 수용
체를 억제하는 신경이완제를 사용할 때 발생한다.
대발작(generalized seizure), 체온저하(hypothermia), 체온상승(hyperthermia), 황달(jaundice),
무과립구증(agranulocytosis), 체중증가, SIADH, 피부 부작용 등도 간혹 발생한다.1

9. 비전형적 항정신병 약물의 일반적 약물부작용(General side effects of atypical antipsychotic)
1) Risperidone
5-HT2 ,D2 ,a1-adrenergic, a2-adrenergic, H1 수용체에는 친화성이 강하지만, b-adrenergic
및 muscarinic 수용체에는 거의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Haloperidol에 비해 추체외로증상이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행동심리증상 중 정신증상이
심한 치매 환자에게 자주 사용한 바 있다. 그러나 상당 수 환자들에서 예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추체외로증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1차약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학자
들은 저용량에서만 비전형적 항정신병 약물의 범주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신경이완제악성증후군
이 발생했다는 보고도 있다.5
약 40% 환자에서 고용량을 투여하면 진정이 발생한다. 간혹 부정맥이나 심장차단(heart block)
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10

2) Clozapine
D2 수용체 대항제(antagonist)로서의 작용은 약한 반면, muscarinic 수용체 및 H1 수용체에 대
해서는 중간 정도의 친화력을 갖고 있으며, D1 ·D3 ·D4 ·5-HT2·a-adrenergic 수용체에 친화성
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Risperidone과 효능은 비슷하면서도 추체외로증상과 지연이상운동증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다
만 clozapine은 2가지 심각한 부작용 즉 경련(seizure)과 무과립구증(agranulocytosis)을 야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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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환자의 약 1-2%에서 무과립구증이 발생한다. 투약을 시작한 지 주로 6개
월 이내에 발생한다. 주기적인 혈액검사에서 무과립구증이 발생될 경우 즉시 약을 중단하면 회복이
가능하다. 노인과 여성은 무과립구증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여성 노인 치매환자에게 투여할 때
에는 유의해야 한다. 경련발생은 투여 용량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일 600mg 이상을
투여하는 환자들의 5%, 300-600mg을 투여하는 환자들의 3-4%, 300mg 이하를 투여하는 환
자들의 1-2%에서 발생한다. 초기에 진정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기타 특수한 부작용으로서 M4작용
제(agonist) 역할로 인하여 약 1/3 환자에서 과다침분비(hypersalivation)가 있다. a-adrenergic
차단효과로 인하여 약 3-5% 환자에서 체위성 저혈압(orthostatic hypotension)이 나타난다. 다
른 항정신병 약물과는 달리 갑자기 중단할 경우 금단 증상이 발생하므로 투약을 중단하고자 할 때
는 서서히 감량한다.5,10

3) Olanzapine
a2 -adrenergic 및 b-adrenergic 수용체를 제외한 5-HT2 ,D1 ,D2 ,D3 ,D4 ,a1 -adrenergic,
M1-4 ,H1 수용체에 대한 강한 친화성을 갖고 있다. 졸림이 1일 10-15mg을 사용하는 환자의 약
30%에서 발생한다.10 용량을 증가함에 따라 추체외로증상이 발생한다. 노인 환자에서는 약 5mg
정도의 소량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급성 근육긴장이상증, 신경이완제악성증후
군이 간혹 발생하기도 한다. 약 1%이하에서 체위성 저혈압이 발생한다.10

4) Quetiapine
5-HT2 ,5-HT6 ,H1 ,a1-adrenergic, a2-adrenergic 수용체에 강한 친화성을 보이는 반면, D2 수용
체에는 중간 정도의 친화성을 그리고 D 수용체에 약간의 친화성을 보이며, D4 와 M1수용체에는 친화
성이 거의 없다. 추체외로증상은 risperidone이나 olanzapine에 비해 적은 편이다. 흔히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졸림, 체위성 저혈압 등이 있다.10

5) Ziprasidone
5-HT1D ,5-HT2A ,5-HT2C ,D2,D3수용체에 대해 강력한 대항제(antagonist) 역할을 한다. D4 와
a1 -adrenergic 수용체에 대해 중등도의 친화성을 보이고, H1 수용체에 대해서는 친화성이 거의
없다. 추체외로증상과 체위성 저혈압은 위약(placebo)과 유사한 빈도를 보일 정도로 적은 편이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졸림, 어지러움, 오심 등이 있다.10

6) Aripiprazole
D 2 수용체와 5-HT1A 수용체의 강력한 부분 작용제(partial agonist)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즉 지나치게 자극을 받으면 수용체가 차단되고, 자극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수용체를 활성화하
여 결합부위를 안정화 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다.

7) 비전형적 신경이완제의 부작용에 대한 비교연구
추체외로부작용은 olanzapine군과 risperidone군에서 각각 12%, quetiapine군에서 2%, 위약
군에서 1%에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olanzapine과 risperidone이 quetiapine보다 훨씬 높은 추체
외로부작용 발생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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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은 olanzapine, risperidone, quetiapine군의 15-24%에서 발생함으로써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위약군에서는 5%에서 발생하였다.
의식혼탁(confusion)은 위약군의 5%, olanzapine군의 18%, risperidone군의 11%에서 발생
하였다.
종합적으로 olanzapine군의 24%, quetiapine군의 16%, risperidone군의 18%, 위약군의 5%
가 부작용으로 인하여 약을 중단하였다.3

10. 비전형적 항정신병 약물의 특수 약물부작용(Specific side effect of atypical neuroleptic)
1) 뇌졸중 및 사망(Stroke and Death)
2002년 risperidone(4%)은 위약(2%)에 비해 알츠하이머병 혹은 혈관성 치매환자에서 뇌졸중의
발생을 2배 증가시킨다고 보고된 바 있다. 11
비전형적 항정신병약물의 뇌졸중 발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2004년에는 FDA에서도
risperidone에 대해 유사한 경고를 한 적이 있다.12
그 후로 많은 연구들은 비전형적인 항정신병약물들이 치매 환자에서 뇌졸중 발생률과 사망률
(mortality rate)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5년 FDA는 비전형적 항정신병약물을 투여한 치매환자에서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경고를 한
바 있다. 비전형적 항정신병약물을 투여한 환자가 위약을 투여한 환자에 비해 1.6-1.7배 정도 사
망률이 높다. 이는 위약군의 사망률은 2.6% 그리고 olanzapine, aripiprazole, risperidone,
quetiapine을 사용한 환자군의 사망률은 4.5%라고 보고한 연구에 근거를 두고 있다.13
2006년 Cochran review의 저자들은 비록 risperidone과 olanzapine이 치매에서의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특히 risperidone은 치매와 관련있는 정신증(psychosis)을 감소시키지만, 사망과 같
은 심각한 부작용에 대하여 의미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으며, 단기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4

2) 대사성 부작용(Metabolic side effect)
90년대 말부터 olanzapine, clozapine, risperidone에서 체중증가, 당뇨, 고지혈증 등과 같은 대
사성 장애가 발생한다는 증례보고가 되면서 이에 대한 약물의 빈도 및 원인에 대한 비교 연구가 활
발해지고 있다.
American Diabets Association,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merican Association
of Clinical Endocrinology, North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Obesity에서는
공동으로 다음과같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비전형적 항정신병약물들은 전형적 항정신병약물에
비해 추체외로증상과 같은 부작용은 적은 반면, 당뇨·비만·고지혈증 등의 대사성 부작용과 관계가
있으며 이는 risperidone과 quetiapine에 비해 clozapine과 olanzapine에서 더 잘 발생한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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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항우울제 처방 시 고려사항
○ SSRI는 치료 시작 후 2-3주 지나야 효과 발생
○ 심각한 공격성을 보이는 환자에게 항정신병약물을 사용할 경우 항정신병약물과 SSRI를 병행하는 것도 고려
○ 부작용 - 위장장애, 저나트륨혈증, 떨림, 좌불안석, 낙상위험, 골밀도 저하
- Citalopram: QT 간격을 연장시킴
그러나 QTc 간격 연장 기준을 넘어서는 환자는 거의 없음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1일 20mg 이상 초과 citalopram은 사용 금지 권고
○ SSRI 선택 - Sertraline 또는 citalopram을 먼저 선택
- 심장 위험요인이나 심전도 상 이상 소견 없는 노인에서 적정량을 투여할 경우
Citalopram, Escitalopram도 안전하고 효과적. Citalopram은 우울증 뿐 아니라
BPSD를 부분적으로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다.
- Fluoxetine은 반감기가 길고 약물 상호작용이 다른 SSRI에 비해서 더 많아 노령의 환
자에서 사용에 신중을 기하는게 좋다. Paroxetine은 SSRI 중 항콜린성 효과가 가장
저명하여 이론적으로는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 Venlafaxine 이나 bupropion 같은 비정형 항우울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아직 관련
연구가 충분하지 않으며 mirtazapine은 현재 연구에서는 아직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
로 나와 있다. 삼환계 항우울제 (TCA) 는 항콜린성 효과로 인하여 인지기능을 악화시
킬 수 있기 때문에 SSRI 만큼 오래 사용하기에는 어렵다. TCA에서도 항콜린성 효과가
적은 nortriptyline이 amitriptyline 에 비해 오랫동안 사용될 수 있다.
참고문헌 : Ment Health Clin [Internet]. 2018;8(6):284-93

○ 투여 방법 - 저용량 (예: sertraline 25mg) 시작 / 1-2주 마다 적정량으로 증량
- BPSD를 위한 SSRI 사용기간에 대한 정확한 자료 지침 없음
- 치료 첫해에 최소 2회 정도 3-6개월 간격으로 감량 시도
- 1년 후에도 SSRI를 필요로 할 경우, 감량 적어도 1년 1번 시도
○ 기타 - Trazodone 1일 50-250mg : 초조/공격 치료에 효과 (Haloperidol 1일 1-5mg과 유사한 효과)
- Trazodone 1일 50mg : 수면장애 AD 환자에도 효과
- Melatonin 사용도 수면에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으나 더 많은 연구에서 아직
까지는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 힘든 것으로 보임.

12. Benzodiazepine 처방 시 고려사항
○ 노인들에게 고위험 의약품으로 분류
- 진정, 역설탈억제, 섬망, 인지저하
- 보행장애, 낙상, 체위성 저혈압
- 호흡억제 위험성
- BPSD 치료에 권장되지 않음
참고문헌 : Ment Health Clin [Internet]. 2018;8(6):2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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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체보호대 사용 시 고려사항
○ 신체보호대 사용은 치매 환자의 관리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지속적인 필요성에 대한 빈번한 평가
와 함께 자신이나 타인에게 신체적 해를 끼칠 위험이 임박한 환자에게만 사용되어야 한다.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한 이유는 적절히 문서화되어야 한다.
○ 구속의 필요성은 추락이나 유랑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환경변화와 가능한 동요의 원인에 대한 세심한
평가와 치료를 통해 감소될 수 있다.
○ 신체보호대 사용은 관련법규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7]) 를 준수하여 사용한다.

1) 신체보호대 사용 규정은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신체보호대 사용 대상, 종류
○ 신체보호대 사용 전 절차
- 신체보호대를 대신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인지 확인
- 환자 (또는 보호자) 설명 및 동의 (설명 및 동의 받기 어려운 경우 대처방안 포함)
- 의사의 처방
·내용 : 사용 사유, 방법/신체부위/종류 등
·처방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새롭게 처방
○ 신체보호대 사용 환자 지속적 관찰* 및 기록, 부작용 발생 시 중재
* 예시 : 보호대 위치 변화, 사지말단부위의 맥박, 체온, 피부색 등
○ 신체보호대 사용 환자 상태의 주기적 평가 및 필요시 사용 중단
- 신체보호대 사용 중단 기준 : 신체보호대의 사용 사유가 해소된 경우, 신체보호대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 신체보호대의 사용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 신체보호대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예방활동
* 예시 : 규칙적으로 신체보호대 풀어 놓기, 능동적ㆍ수동적 관절가동범위 운동, 자세 변경 등
○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한 관련 직원 교육
- 신체보호대의 정의ㆍ사용방법ㆍ준수사항
-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 신체보호대 외의 대체수단
- 환자권리 등
○ 신체보호대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활동
* 예시 : 신체보호대 사용 건수 조사, 신체보호대 사용 제로 환경 캠페인, 안전한 신체보호대 사용방법 포스터 제작 등
2) 규정에 따라 신체보호대 사용 전 절차를 준수한다.
3) 규정에 따라 신체보호대 사용 환자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4) 규정에 따라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신체보호대 사용 중단 기준에 따라 중단한다.
5) 규정에 따라 신체보호대 사용 환자에게 보호대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기록한다.
6) 규정에 따라 관련 직원은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이해한다.
7) 규정에 따라 신체보호대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매년 1가지 이상 시행한다.

참고문헌 :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3.2.3 : 신체보호대를 적절하고 안전하게 사용한다.

대한요양병원협회

17

참고문헌: JAMA, February 2, 2005—Vol 293, No. 5

참고문헌: Ment Health Clin [Internet]. 2018;8(6):284-93

18 치매의 행동심리증상 임상지침

Reference
1. 대한치매학회. 치매 임상적 접근. 서울: 아카데미아, 2006: 615-639
2. Carson S, McDonagh MS, Peterson K. A systematic review of the efficacy and safety of atypical antipsychotics
in patients with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symptoms of dementia. J Am Geriatr Soc 2006; 54(2): 354-61
3. Schneider LS, Tariot PN, Dagerman KS, et al. Effectiveness of atypical antipsychotic drugs in patients with
Alzheimer’s disease. N Engl J Med 2006; 355: 1525-38
4. Schneider LS, Dagerman KS, Insel PS. Efficacy and adverse effects of atypical antipsychotics for dementia:
Meta-analysis of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trials. Am J Geriatr Psychiatry 2006; 14: 191-210
5. Janicak PG, Davis JM, Preskorn SH, Ady FJ. Treatment with antipsychotics. In: Principles and Practice of
Psychopharmacotherapy. 3rd ed. Philadelphi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2001: 83-192
6. Friedman JH. Drug-Induced Parkinsonism. In: Lang AE, Weiner WJ. Drug-Induced Movement Disorders. New York:
Future Publishing, 1992: 41-83
7. Rajput AH, Rozdilsky B, Hornykiewicz. Reversible drug-induced parkinsonism: Clinicopathologic study of 2 cases.
Arch Neurology 1982; 39: 644-6
8. Lohr JB, Jeste DV, Harris MJ, Salzman C. Treatment of Disordered Behavior. In: Salzman C. Clinical geriatric
psychopharmacology. 2nd ed. Baltimore: Williams & Wilkins, 1992: 79-113
9. Gershanik OS. Drug-Induced Dyskinesia. In: Jankovic JJ, Tolossa E. Parkinson’s Disease and Movement Disorder.
4th ed. Philadelphi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2002: 366-79
10. Sadock BJ, Sadock VA. Biological Therapies. In: Kaplan and Sadock’s Synopsis of Psychiatry: Behavioral Science/
Clinical Psychiatry. 9th ed. Philadelphi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2003: 974-1150
11. Wooltorton E. Risperidone(Rispedal): increase rate of cerebrovascular events in dementia trials. CMAJ 2002;
167:1269-70
12. Safety alert: Risperidal(risperidone). Washington, DC: US FDA, 2004 Mar 1
13. Public Health Advisory. Deaths with antipsychotics in elderly patients with behavioral disturbances. Rockville (MD):
US FDA, 2005 Apr 11
14. Ballard C, Waite J. The effectiveness of atypical antipsychotics for the treatment of aggression and psychosis
in Alzheimer’s disease. Cochran Database Syst Rev 2006; 7(6): CD003476
15.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merican Association of Clinical Endocrinologist,
North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Obesity. Consensus development conference on antipsychotic drugs
and obesity and diabetes. Diabest Care 2004; 27: 596-601

대한요양병원협회

19

치매의 행동심리증상(BPSD)에 대한 임상지침
발 행 처 : 대한요양병원협회
발 행 인 : 손덕현
편집위원 : 가혁(가정의학과), 기평석(정신건강의학과), 김기주(신경과),
김영진(신경과), 한일우(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발 행 일 : 2020년 11월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1504호(마포동, 현대빌딩)
TEL. 02-719-5678 FAX. 02-719-5679
E-mail. kagh@kagh.co.kr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1504호(마포동, 현대빌딩)
TEL. 02-719-5678

FAX. 02-719-5679 E-mail. kagh@kagh.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