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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 평가에 따른 편두통 예방치료 약물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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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동탄성심병원 신경과

Pharmacotherapy of migraine prevention based on
the assessment of headache
Hee-Jin Im, MD·Soo-Jin Cho, MD

Department of Neurology, Dongtan Sacred Heart Hospital, Hally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Hwaseong, Korea

Migraine as a recurrent, relapsing, and chronic disease is one of the most disabling disorders globally. Most patients are
women in their reproductive age and their migraines are classified as episodic migraine. Although less than half of the
episodic and most chronic migraineurs require preventive intervention, early discontinuation rates are high, owing to
poor tolerability and insufficient awareness about migraine.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recent update of migraine
prevention based on the practice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episodic migraine published by the Korea Headache
Society and the position statement of the American Headache Society in 2019. The goal of migraine prevention
is to reduce migraine attack frequency by at least 50 %, the number of migraine days, and the attack severity to
ultimately improve quality of life. The guidelines recommend considering the initiation of preventive medication when
recurring migraines significantly interfere with daily life or when acute treatment is contraindicated or inappropriate.
Preventive medications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various qualified assessments. Pharmacologic treatments
are recommended for migraine prophylaxis include antidepressant (amitriptyline), anti-epileptic drugs (topiramate,
divalproex sodium), beta-blockers (propranolol, metoprolol), calcium channel blocker (flunarizine), and intramuscular
injection of onabotulinumtoxin A. Furthermore subcutaneous or intravenous injection of 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monoclonal antibodies was recently approved as a new therapy for migraine prevention. Migraine is a
chronic debilitating disorder. The initiation of evidence-based preventive management is necessary and management
methods should be individually selected to improve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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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되는 뇌질환이다. 국내 인구집단연구에 의하면 편두통의 유
병률은 여성은 25.9%, 남성은 12.8%이고, 이 중 2/3는 편

편두통은 매우 흔하고, 일상생활의 가역적인 장애가 반복

두통의 특징적 소견이 일부 누락되는 개연편두통이다[1]. 세
계질병부담연구(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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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편두통은 두 번째로 질병부담이 크며, 당뇨병,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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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증보다 “장애생활연수(Years Lived with Disability)”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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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2].
편두통의 진단과 분류는 임상증상을 바탕으로 한글판 국
제두통질환분류 제3판에 따라 이루어진다[3]. 편측, 박동성,
중등도 이상의 통증, 움직임 악화 중 두 가지가 있고, 구역,

Im HJ·Cho SJ·Pharmacotherapy of migraine prevention

Table 1. Practical classification of migraine based on monthly headache
days and candidate for preventive therapy
Monthly headache days

Term and candidate

15 Or more days for 3 or more
Chronic migraine
months (8 Or more days of migraine
headache)
a)

두통 평가에 근거한 예방약물치료 대상 선택

10 Or 15 days with abortive
medications for 3 or more months

Medication overuse headache

8 (Or 10) to 14 days

High frequency episodic migraine

4-7 (Or 9) days without disability

Low frequency episodic migraine

3 Days with some disability

-

2 Days with severe disability

-

a)

Triptans or ergotamine or combinations usage of abortive medications.

편두통 예방약물은 편두통일이나 두통일과, 편두통에 의
한 일상생활의 장애, 급성기 치료제 사용빈도, 효과 및 금기
를 고려하고 환자의 선호도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편두통이
심하지 않을 때 치료제를 복용하면 심한 두통, 구역, 움직임
악화가 없는 긴장형 두통의 임상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
로 편두통일과 두통일을 같이 파악하여야 한다. 환자들은 심
한 두통만 기억하고 의사에게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통이 없는 날을 확인하여 두통일을 계산하는 것도 타당하다.

구토, 빛공포증과 소리공포증 중 한 가지가 동반되는 두통

매년 삽화편두통 환자의 2-3%가 만성편두통이 되고, 월

이 5회 이상 반복되고, 다른 원인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편

10일 이상의 고빈도 편두통 환자의 임상양상은 저빈도 환자

두통을 진단한다. 만성편두통은 3개월 이상 월 15일 이상 두

보다 만성편두통 환자와 더 유사하다[14]. 편두통의 만성화

통이 반복되고, 그 중 8일 이상이 편두통에 합당할 때 진단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빈도 삽화편두통 환자의 예방치료는

하며, 나머지 편두통을 삽화편두통(episodic migraine)으로

중요하다. 또한 편두통의 장애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편두

분류한다.

통 특이 예방약물인 CGRP항체치료제가 저빈도(월 4-7일)

편두통은 두통과 뇌의 민감화에 기인한 동반증상이 심하므
로 치료가 필요하다. 급성기 치료는 모든 편두통 환자에게 필

편두통 환자에서 예방효과를 보고되어, 예방치료의 권고 혹
은 고려대상이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11,15].

요하고, 예방치료는 두통부담정도와 치료에 따른 부담을 고

미국두통학회는 월두통일과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편두통

려하여 권고한다. 삽화편두통의 약 40%, 대부분의 만성편두

환자에게 다음과 같이 예방치료를 권하도록 제시하였다. 예

통 환자에서 예방치료가 필요하지만, 절반 이하의 환자들이

방치료의 “권고대상”은 두통일이 월 6일 이상, 중등도의 장

예방치료를 받고, 3개월 이전에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4,5].

애를 동반한 월 4일 이상, 심한 장애를 동반한 월 3일 이상

예방치료의 치료목표는 두통일의 감소와 두통강도, 지속

의 편두통 환자이다. 예방치료의 “고려대상”은 월 4일 이상,

시간, 장애의 감소, 급성기 치료제의 사용 감소와 효과 증

중등도의 장애를 동반한 월 3일 이상, 심한 장애를 동반한

진, 응급실 사용 등의 의료비용 감소, 업무일 손실에 의한

월 2일 이상의 편두통 환자이다[6]. 만성편두통이나 약물과

간접적인 비용손실 감소, 삶의 질 증가 등이다[6]. 예방치

용두통이 있는 환자는 대부분 예방약물치료 권고대상이고,

료는 생활습관 교정과 유발요인 조절, 바이오 피드백이나

삽화편두통 환자는 아래의 경우에 전문가 의견에 근거하여

인지행동치료 등의 다양한 비약물적 치료를 같이 시행할

예방약물치료를 권고한다[13]. 첫째, 생활습관개선과 편두

수 있으며, 약물치료로는 경구예방약물, 보툴리눔독소A형

통 급성기 치료제를 적절하게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편

(onabotulinumtoxinA)과[7,8] 칼시토닌유전자관련펩티드

두통으로 인하여 의미 있는 일상생활의 장애를 겪는 경우,

(calcitonin-gene related peptide, CGRP) 작용을 억제하기

둘째, 편두통 급성기 치료를 하였을 때 편두통이 효과적으

위한 단클론항체 등이 있다[9-12]. 본 종설에서는 2019년

로 치료되지 않거나, 두통으로 인한 장애를 경험하거나, 편

발간된 대한두통학회의 “삽화편두통 예방치료약물 진료지

두통 급성기치료가 효과적이더라도 두통빈도가 잦은 경우,

침”과 미국두통학회(American Headache Society)의 새로

셋째, 편두통 급성기 치료제를 월 10-15일 이상 사용하는

운 편두통 치료에 대한 합의문을 중심으로 예방약물치료의

경우이다.

최신경향을 정리하고자 한다[6,13].

편두통 환자에서 월두통일은 예방치료 선택의 중요한 기
편두통 예방 약물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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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된다(Table 1). 삽화편두통 환자가 편두통 예방치료를

판정에 부가적으로 고려한다[20].

선호하는 경우이거나 담당의사가 임상적으로 예방치료가 필

예방효과가 확립된 경구약제 중에서 환자의 동반질환과

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예: 뇌간조짐, 반신마비편두통)나

선호도, 약물금기증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원칙적으로 단일

편두통 환자가 편두통 급성기 치료의 의학적 금기를 가지고

약제의 저용량으로 시작하여, 1-2주 간격으로 점진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예방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목표용량 이내에서 목표한 치료효과가 나오거나 부작용이

따라서, 예방약물 치료대상의 선별을 위하여 두통일, 급

나타날 때까지 증량한다. 단일약물로 효과가 미흡하거나 증

성기 치료제 사용일, 급성기 치료제의 효과, 편두통에 인한

량이 어려우면 두 가지 이상의 예방약물을 병용하거나 다른

일상생활의 장애를 측정하여 두통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타

약제로 변경한다.

당하다[16]. 두통 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도구는 두통일기,

예방약의 효과가 1개월 후 천천히 나타나거나, 졸림이나

한국판 두통영향검사(Headache-Impact Test-6) [17],

손발의 저림 등의 약물이상반응이 점차 감소하는 경우가 많

한국판 편두통장애척도(Migraine Disability Assessment

기 때문에 편두통 예방약물의 치료효과는 적정 용량 혹은 최

Scale) 등이 있다[18]. 두통일기는 환자가 스스로 유발요인,

대 내약 용량에서 2개월 사용 후 평가하고, 효과가 미흡하면

두통유무, 시간, 유발요인, 급성기 치료의 사용유무 및 효

다른 약제를 변경 혹은 추가한다.

과 등을 기록하고, 진료실에서 의사와 함께 치료전략을 세

대한두통학회 진료지침은 전문가 의견에 근거하여 예방치

우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두통영향검사는 최근 1달간의 통

료의 유지기간은 두통의 빈도, 강도, 편두통이 일상생활에

증, 사회기능, 역할기능, 인지기능, 심리적인 고통, 활력도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고, 예방치료

를 측정하기 위한 여섯 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

가 효과적인 경우 3개월 이상 지속한 후 용량을 감량하거나

은 36-78점으로, 50-55점은 일부 영향, 56-59점은 상당

중단하는 것을 시도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환자가 두통일기

한 영향, 60점 이상이면 심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한다. 편

를 기록하면 예방치료의 효능, 부작용, 순응도를 평가에 도

두통장애척도는 최근 3개월간 편두통으로 인한 직장일이나

움이 되고, 유지기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예방약물을 감량하

학업, 가사일, 여가활동의 세 가지 영역에서 절반 이하로 능

거나 중단했을 때 편두통의 빈도가 증가하면 약물용량을 증

률이 감소하거나 참여하지 못한 날짜를 더하여 평가한다.

량하거나 다시 시작하기를 제안한다[21].

6-10점을 경도 장애, 11-20점을 중등도 장애, 21점 이상
을 심한 장애로 분류한다. 하루의 두통이 있더라도, 직장생
활, 가사일, 여가활동 모든 영역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3일

편두통 예방을 위한 경구투약

로 측정하므로, 두통의 강도와 지속시간을 함께 반영하는
지표이다. 두통 교육을 통한 유발요인 파악, 생활습관 개선,

편두통의 예방치료가 결정되면, 두통의 분류에 따라 효과

효과적인 급성기 치료제의 사용은 편두통 치료의 기본이다.

가 증명된 경구치료제를 먼저 사용한다. 대한두통학회 진료
지침은 삽화편두통의 예방약물로 항경련제(anticonvulsant)
로 토피라메이트(topiramate)와 디발프로엑스나트륨

편두통 경구 예방약물의 치료원칙

(divalproex sodium), 베타차단제 중에서 프로프라놀롤
(propranolol)과 메토프롤롤(metoprolol), 항우울제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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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두통의 예방치료는 일반적으로 월 두통일수나 편두통일

서 아미트리프틸린(amitriptyline)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

수가 50% 이상 감소하는 것을 일차 목표로 한다[19]. 만성

였고, 항경련제 중 발프로산(valproic acid), 칼슘통로차단

편두통은 월두통일수나 편두통일수가 30% 이상 감소하거나

제 중에 플루나리진(flunarizine), 베타차단제 중에서 아테

두통강도의 감소도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므로 치료효과

놀롤(atenolol)과 나돌롤(nadolol), 항우울제 중에서 벤라팍

대한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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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mmary of Clinical practice guideline of recommended preventive
medications for episodic migraine
Level of evidence
High

Moderate

Low

Very low

Strength of recommendation
Strong

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감량하도록 설명하면, 환자의 방문횟
수와 약물부작용을 줄이고, 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

Weak

Topiramate
Divalproex sodium
Propranolol
Metoprolol

Valproic acid
Flunarizine
-

Amitriptyline
-

Atenolol
Nadolol
Venlafaxine
Candesartan

-

Nebivolol
Cinnarizine
Lisinopril
Levetiracetam
Zonisamide

감기가 짧아서 매일 복용하여야 하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

Nortriptyline

치료로 1-3개월간 효과가 유지되고 단일 용량의 장점이 있

Adapted from Korean Headache Society. Treatment guideline of pharmacological
preventive therapy for episodic migraine. Seoul: Medical Publisher Corp.; 2019,
with permission from Korean Headache Society [13].

편두통 주사 예방약물
현재까지의 편두통 경구 예방약물은 예방치료의 중심축이
지만, 여러 한계가 있다. 편두통 특이 예방약물이 아니고, 반
시간과 용량조절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2달 내에 환자의
약 1/2이 예방치료를 중단한다[22]. 편두통 주사치료는 한번
고, 경구예방약제에 비하여 약가 부담이 높다. 편두통 예방
을 위한 주사치료로 보툴리눔독소A형은 만성편두통에 적응
증이 있고[7] 항CGRP단클론항체는 월 4일 이상 편두통 환

신(venlafaxine), 안지오텐신수용체 차단제 중에서 칸데사

자에게 적응증이 있으므로 삽화편두통과 만성편두통 환자에

르탄(candesartan)을 고려하도록 제안하였다(Table 2) [13].

게 사용 가능하다.

만성편두통의 경구치료제로 토피라메이트가 권고되고, 가

보툴리눔독소A형은 PREEMPT (Phase 3 Research Eva-

바펜틴, 티자니딘, 소디움 발포레이트(sodium valproate)를

luating Migraine Prophylaxis Therapy) 프로토콜에 따라

고려할 수 있다[20].

각 주사부위마다 5단위씩 31부위에 총 155단위를 주사한다

치료제의 선택은 편두통 환자의 분류, 특성과 동반질환,

[8]. 주사부위는 눈썹주름근 2부위, 눈살근 1부위, 전두근

약물의 부가작용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편두통이 월 10일 이

4부위, 측두근 8부위, 후두근 6부위, 경부척추옆근 4부위,

상 발생하여 만성편두통의 위험이 높다면, 만성편두통에도

등세모근 6부위이다. 압통이 있거나, 약물과용두통이 있으

효과가 증명된 토피라메이트를 사용할 수 있다. 동반질환이

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후두근과 측두근에 총 8부위를 추가

우울이나 불면이면 항우울제를, 고혈압이면 베타차단제나

하여 총 195단위까지 주사한다.

안지오텐신수용체억제제를, 뇌전증(epilepsy)이면 뇌전증약

유럽두통협회(European Headache Federation)의 합의선

을, 과체중이면 토피라메이트나 조니사마이드(zonisamide)

언문은 보툴리눔독소A형 치료는 2-3종류의 경구예방약물을

를, 전정기관질환이면 플루나리진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시도하고, 약물과용두통 환자는 과용약물을 중단하면서(가능

편두통 예방효과는 동반질환의 치료 적정용량보다 소량에서

하면 과용약물 중단 먼저) 시행하도록 권고한다[23]. 그러나

나타날 수 있으므로, 편두통과 동반질환을 각각의 약제로 조

만성편두통에서 효과가 증명된 약제는 토피라메이트가 유일

절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연령, 임신가능성, 요로결

하고 동반질환으로 다른 약제 사용이 어려운 경우도 가능한

석, 녹내장, 천식 등의 병력을 확인하고, 치료제의 신중투여

점을 고려해야 한다. 치료효과는 2-3번의 치료까지 진행한

와 금기사항을 고려하여 약제를 선택하여야 한다. 체중증가

후 확인하고, 증상이 개선되어 3개월 이상 월 10일 이하의 두

등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과 식이제한, 운동, 수분섭취

통으로 지속되면 치료를 중단하거나 치료간격을 연장하여 만

등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증량 중 확인이 필요하다.

성편두통으로 악화여부를 확인하도록 권고한다. 1년 연장연

저용량부터 시작하여 증량일정을 포함한 치료제를 처방하

구에서 지속적인 효과가 보고되고, 수년 이상 만성편두통 병
편두통 예방 약물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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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있는 경우는 1년 이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미국식품의약국에서 편두통 예방목적으로 승인된 항

향검사나 편두통장애척도에서 의미 있는 개선이 있으면 지
속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CGRP단클론항체는 총 네 개로 CGRP수용체에 작용하는

치료중단 기준과 중단 시기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erenumab (Aimovig, Amgen/Novartis, Thousand Oaks,

권고기준이 월 4일 이상 두통이므로 두통이 3-12개월 이상

CA, USA; 70/140 mg 월 1회 피하주사)이 있고, CGRP 리

월 3일 이하이면 치료중단이나 다음 치료시기를 늦추는 것

간드(ligand)에 작용하는 eptinezumab (Vyepti, Lundbeck,

을 고려할 수 있다.

Copenhagen, Demark; 100/300 mg 3개월 1회, 정맥주사),
fremanezumab (Ajovy, Teva, Peteh Tikva, Israel; 월 1회
225 mg/3개월에 1회 675 mg, 피하주사), galcanezumab

결론

(앰겔러티, 한국 릴리, 서울, 한국; 초회 240 mg 피하주사
후 매달 120 mg 피하주사)이 있다. 이 중 국내에는 2019년

편두통은 예방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다. 월두통일과 두

9월부터 앰걸러티가 승인되어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다. 항

통부담, 환자 선호도, 약제효과와 특성, 권고기준에 근거한

CGRP단클론항체의 치료효과는 두통일이 50% 감소되는 비

예방약제의 선택은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편두통의

율이 삽화편두통은 43.3-62.3%이고, 만성편두통은 27.6-

악화나 만성화를 예방할 수 있다. 경구 예방치료제, 보툴리눔

57.6%로 위약 대비 20%가 높다[22].

독소A형 주사, 항CGRP단클론항체 주사의 비교연구나 병용

항CGRP단클론항체는 분자량이 커서 혈액뇌장벽을 통과

치료효과, 장기적 예후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 못하고, 간대사나 신배설을 거치지 않고, 망상내피계
에서 대사가 되므로, 약물상호작용이 없다. 원칙적인 금기
대상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임신이나 수유 시 권고되지
않으며, 임신을 계획하면 반감기의 5배 기간인 5-6개월 전
에 중단하도록 권고된다[24]. 부작용으로 주사부위 통증 염
증 외에는 위약과 비슷하여 galcanezumab 공개연장연구

찾아보기말: 두통; 편두통; 예방; 삶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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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년동안 약제 유지비율이 77.9%였고, 이상반응으로
중단한 비율이 4.8%로 예방약물에 대한 순응도가 우수하
였다[11].
미국두통학회는 환자상태와 과거 치료반응에 따라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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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RP단클론항체를 권고한다. 환자 상태는 월 4-7일의 두
통과 중등도 이상의 장애(두통영향검사 50점 이상, 편두통
부담지수 11점 이상)가 있거나 월 8일 이상의 두통이 기준
이다. 과거 치료반응은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예방약물에 부
작용으로 복용하지 못하거나, 6주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
도 적절한 효과가 없거나, 두 번의 보툴리눔독소A형 치료 후
(6개월) 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으로 중단한 경우가 권고
기준이다.
치료효과 평가는 매달 주사는 3회 후, 3개월마다 주사는
2회 후 평가하고, 50% 이상의 두통일 감소가 있거나 두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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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편두통은 세계적으로 남자의 10%, 여자의 20% 정도가 겪을 정
도로 흔하며, 일상생활에 장애를 줄 정도로 심한 경우가 많아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급성기 치료약에 반응하지
않거나 금기 사항이 있는 경우, 급성기 치료제의 남용, 그리고
두통이 자주 있는 경우에는 예방적 치료를 고려하여야 하나 일
반적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어떤 경우에 편두통 예방치료를 고려해야 하는지, 어떻게 치료
해야 하는지, 어떤 약물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정리
하여 소개해 주고 있다. 특히, 최근 개발되어 국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된 항CGRP단클론항체에 대해서도 잘 기술하고 있어,
두통 전문가를 포함한 모든 의료진들이 편두통 환자를 진료하
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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