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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ntermine 및 Phendimetrazine으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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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ZZRecently, weight loss has emerged as a national concern in South Korea, and this has resulted in an increase in the frequency of use of central nervous system (CNS)-stimulating appetite suppressants. This study aimed to collect cases of psychotic disorders and bipolar disorders triggered by phentermine and phendimetrazine and explore the clinical features and courses.
MethodsZZIn this retrospective study, we analyzed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s of patients and selected eight patients who developed psychotic symptoms and manic symptoms for the first time after taking phentermine and phendimetrazine. All cases were reviewed, and their clinical features and course were summarized.
ResultsZZAll eight patients developed psychotic symptoms, and one had accompanying manic symptoms. The final diagnosis was
appetite-suppressant-induced psychotic disorder in four patients, schizophrenia in three, and appetite-suppressant-induced bipolar
disorder in one. In addition, three patients were diagnosed as having substance-use disorder. The key psychotic symptoms of these patients were hallucinations and paranoia.
ConclusionsZZThese case findings suggest that phentermine and phendimetrazine can cause psychotic disorder, bipolar disorder, or
substance use disorder and that medical professionals and the public should practice caution when prescribing and using these dru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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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WHO 아시아태평양 비만 기준)1) 유병률(만 19세 이상, 표준

론

화)은 2019년 남자 2.3%, 여자 7.7%로 남자보다 여자에서 3.3
2019년 대한민국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비만(체질량지수,
2

배 높고, 20대가 15.2%로 가장 높았다.2) 식품의약품안전처의

body mass index [BMI] 25 kg/m 이상, WHO 아시아태평

의료용마약류 취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에 펜디메트라진

양 비만 기준)1) 유병률(만 30세 이상, 표준화)은 2019년 남자

이 143555756정 처방된 것에 비해, 2020년에는 147129234정

2)

2

43.1%, 여자 27.4%이다. 한편 저체중(BMI 18.5 kg/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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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방되었고, 펜터민의 경우에는 2019년에 89917467정이
처방된 것에 비해 2020년에는 91377395정이 처방되어 식욕
억제제의 처방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3)
비만은 당뇨, 고혈압 및 고지혈증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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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4) 비만의 1차 치료 방법으로
5)

제제 중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으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

식이요법, 운동, 생활습관 변화가 추천되고 있다. 세계보건

및 양극성 장애의 증례를 수집하고, 입원 당시 치료 경과와

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침에 따르면 아시아인의 경우 BMI

외래 통원 치료 경과를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펜터민 및 펜

2

2

≥ 25 kg/m 인 환자군 또는 BMI ≥ 23 kg/m 이며 비만과

디메트라진으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 및 양극성 장애의 특

관련된 합병증을 앓고 있는 환자군에서 비만 치료제 사용을

징적인 임상 양상을 탐구하고 장기간의 경과를 보고하고자

1)

2

권고하고 있다. 대한비만학회에서는 BMI ≥ 25 kg/m 인 비

연구를 계획하였다.

만 환자들 중 생활습관 변화를 이루지 못한 환자들을 대상
으로 비만 치료제를 권장하고 있다.5) 그러나 임상진료 현장에

방

법

서는 비만이 아니어도 비만 치료제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저체중을 목표로 처방을 요구하는 환자들도 있는 것

200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서울성모병원

이 현실이다. 몇가지 약제들이 비만 치료제로서 U.S. Food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했던 환자 중 ICD-10 코드로 물질 유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서 승인을 받았다. 현재

발 정신병적 장애(F12, F15, F18, F19), 조현양상장애(F20),

FDA에 비만 치료제로서 단기 투여(≤ 12주) 승인된 약제에는

정신병적 장애(F23, F29), 양극성 장애(F31), 정신병적 증상을

6)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및 디에틸프로피온 등이 있다. 우리나

동반한 우울장애(F33), 기분장애(F39) 및 식이장애(F50)가

라의 경우, 중추신경흥분성 식욕억제제로 허가받아 현재 처

주진단으로 기입된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확인했다. 그 중 의

방되고 있는 약물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무기록을 확인하여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을 복용한 과거력

마진돌 및 펜터민/토피라메이트 복합체 성분 제제가 있다.7)

이 있는 환자를 1차로 선정했다.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 복

FDA는 펜터민은 일일 30 mg 이하, 펜디메트라진은 1회 17.5-

용 전 정신병적 장애 및 양극성 장애를 진단받은 경우는 제

6)

외하였다. 펜터민 또는 펜디메트라진 복용을 시작한 이후에

70 mg, 1일 3회 이하로 단기 투여를 권고하고 있다.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은 암페타민과 유사한 교감신경흥
분제(sympathomimetics)로 시상하부에서 노르에피네프린
분비를 자극하고, 그보다는 약하나 도파민 및 세로토닌 방출
8)9)

을 자극하여 식욕억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암페

정신병적 증상이 발생하였고, 증상 발생 당시에도 복용하고
있었던 환자 총 8명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환자 8명의 인구학적 정보와 가족력, 정신과적 과거력을 의
무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환자가 펜터민 또는 펜디메트

타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환자의 8%-46%에서 약제에

라진 복용 시작 후 처음으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정신병적

의한 정신병적 장애가 보고된 바 있다.10) 암페타민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걸린 기간 및 복용 용량을 기술하였다.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도 정신병적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입원 당시 측정한 키(cm)와 체중(kg)을 바탕으로 BMI (kg/

있다. 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펜터민으로 유발된 정신병적

m2)를 계산하였다. 입원 이후 시행한 뇌자기공명영상 검사

장애 7례,11-18) 기분 변화 3례가 보고되었다.19-21) 국내에서 펜

소견을 명시하였다. 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

디메트라진으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는 5례가 보고된 바 있

(PANSS) 총점은 입원 1주일 이내 정신과 전문의가 평가한

으며,22-25) 펜터민으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는 5례가 보고되

것을 기록하였다. 약물과 관련된 정신병리를 기록하였고, 정

25)26)

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펜터민으로 유발된 양극성 장애

증례보고는 없었다.

신병리에서 우울, 불안, 환각, 망상, 공격성은 PANSS의 각 항
목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3점 이상을 양성(+)으로 표기하였

약물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의 경우 1개월 이내로 증상의

다. ‘병식의 결여’는 PANSS의 G12 항목 점수에 따라 ‘없음’에

소실이 있어야 하나, 최근 보고에 따르면 물질 유발 정신병적

서 ‘최고도’까지 7단계로 나누어서 기록하였다. 입원 초진과

장애 환자에서 장기 추적 관찰시 조현병 또는 양극성 장애를

입원 경과 기록, 임상심리평가 자료를 검토하여 환각과 망상

진단받은 경우가 있었다. 스웨덴의 코호트 조사에 따르면 암

의 종류를 명시하였다. 자살사고와 불면은 Self-rated Level

페타민을 복용하고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났던 환자를 추적

I Cross Cutting System Measure Adult에서 각 항목이 3점

관찰한 결과, 10년 뒤 조현병으로 전환될 확률은 20%였으며,

이상을 양성(+)으로 표기하였다. 또한 약제 중단 시점부터 정

양극성 장애로 전환될 확률은 약 4%였다.27) 국내의 펜터민

신병적 증상이 호전되기까지 걸린 기간을 기록하였다. 환자가

및 펜디메트라진으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 환자 증례연구

퇴원 6개월 후 외래에서 처방받은 항정신병 약물 종류와 용

중 장기간 추적 관찰한 경우는 없었다.

량을 기록하였고, 퇴원 뒤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그 전

본 연구는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약 10년 간 입
원한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중추신경흥분성 식욕억

에 추적관찰이 중단된 환자는 마지막 퇴원약을 기록하였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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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ied

Phentermine

Family history

Types of appetite

110

33

21

56

PANSS

Positive

Negative

General

delusion

Auditory

Persecutory

delusion

Hallucination

Delusion

Idea of reference

Somatic delusion

Persecutory

+

reference

Delusion of

watched

Delusion of being

Denied

+

+

Anxiety

-

43

21

32

96

Depression

psychopathology

N/S

MRI findings

N/S

22.76

19.2

Body mass index

(kg/m2)

None

5 months

None

21 months

87.5 mg

30 mg

Phendimetrazine

Phentermine

completion

Father: suicide

Female

35

Case 2

Prior psychiatric Hx

presentation

before symptom

substance use

The period of

daily received

Approximate dose

60 mg

Female

Sex

suppressants

21

Age

Case 1

disorder

reference

Delusion of

delusion

Persecutory

Auditory

+

+

53

13

29

95

Not performed

22.96

reference

Delusion of

watched

Delusion of being

Auditory

Not performed

Not performed

Not performed

Not performed

Not performed

Not performed

N/S

20.75

None

6 months

60 mg

Phentermine

use disorder

Uncle: alcohol

Female

28

Case 4

induced psychotic

Phentermine

11 months

150 mg

Phentermine

Denied

Female

25

Case 3

reference

Delusion of

watched

Delusion of being

Auditory

Not performed

Not performed

Not performed

Not performed

Not performed

Not performed

Not performed

28.88

use disorder

Benzodiazepine

Depression

7 months

45 mg

Phentermine

Denied

Female

42

Case 5

Table 1. Demographics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8 cases of appetite suppressants induced psychosis

reference

Delusion of

delusion

Persecutory

Auditory

Not performed

Not performed

Not performed

Not performed

Not performed

Not performed

N/S

20.08

None

6 months

60 mg

Phentermine

depression

grandmother:

Mother,

Female

22

Case 6

20.58

None

72 months

35 mg

Phendimetrazine

disorder

Brother: bipolar

Female

28

Case 8

controlled

Delusion of being

watched

Delusion of being

delusion

Persecutory

Auditory

+

-

43

22

36

101

white matter

in left cerebral

T2 hyperintensities

controlled

Delusion of being

watched

Delusion of being

delusion

Persecutory

Auditory

+

-

42

21

26

89

A few non-specific N/S

Unknown

Depression

20 months

35 mg

Phendimetrazine

Denied

Female

46

Cas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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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performed

Insomnia

2 years

disorder

Alcohol use

disorder

depressive

Other specified

disorder

psychotic

induced

Phentermine-

None

11 years

disorder

Phentermine use

Schizophrenia

4 mg

Blonanserin

11 days

Not performed

Not performed

Very severe

+

Case 2

2 years

2 years

disorder

Phentermine use

disorder

depressive

3 years

disorder

1.5 years

disorder
disorder

2 years

psychotic disorder
and related
Phentermine use

induced
induced bipolar

Other specified

800 mg

Amisulpride

52 days

+

-

Very mild

-

Case 8

1.5 years

Phendimetrazine- Schizophrenia

10 mg

Aripiprazole

28 days

-

-

Very mild

+

Case 7

psychotic

Phentermine-

2 mg

Aripiprazole

22 days

+

-

Not performed

Not performed

Case 6

induced

Phentermine-

50 mg

Quetiapine

4 days

+

-

Not performed

Not performed

Case 5

psychotic disorder

Schizophrenia

600 mg

Amisulpride

30 mg

Aripiprazole

28 days

-

-

Not performed

Not performed

Case 4

induced

Phentermine-

10 mg

Aripiprazole

11 days

-

-

severe

Moderately

+

Case 3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N/S, non-specific; PANSS, 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 DSM-5,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5th edition

Follow-up period

(DSM-5)

Final diagnosis

of antipsychotics

Maintenance dose

suppressants

appetite

after stop taking

The recovery period 12 days

Not performed

Suicidal idea

measure-adult

cross-cutting system

Self Rated Level I

Moderately

Lack of insight

severe

+

Hostility

Case 1

Table 1. Demographics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8 cases of appetite suppressants induced psychosi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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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성모병원 임상시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
았다(KC22RISI0057).

친구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며 불안해하였고, 집안에 도청
장치가 있다고 물건을 부수려는 모습을 보이고 안절부절 못
하고 불면을 호소하여 입원하였다.

결

과

이학적 검사, 면역혈청검사, 심전도, 뇌자기공명영상을 시행
하였으며 모두 정상이었다. 정신과적 과거력은 없으며 아버지

증례 1

가 정확한 병력은 모르나 자살로 사망하였다. 입원 7병 일째

21세 여자 환자로 내원 3개월 전부터 시작된 환청, 피해망

BMI는 22.76 kg/m2였다. 입원 후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을

상, 관계망상 및 신체망상을 주소로 외래를 경유하여 입원하

중단했고 리스페리돈 2 mg 투여를 시작하여 4 mg까지 증량

였다. 내원 4년 전 미상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1년 간 복

하였다. 환자는 11병 일째 피해망상, 불안증상이 없어져 16병

용하며 체중을 감량한 적이 있다. 내원 2년 전부터 다시 인근

일째 퇴원하였다. 퇴원 시 조현양상장애 및 펜터민으로 유발

의원에서 펜터민 30 mg, 플루옥세틴 10 mg, 토피라메이트

된 정신병적 장애 의증을 진단받았다.

25 mg을 복용하기 시작하였고, 내원 약 3개월 전부터 소화

퇴원 후 추체외로 증상이 의심되어 리스페리돈 4 mg에서 블

가 되지 않을 때 펜터민 30 mg을 추가로 복용하였다. 환자는

로난세린 4 mg으로 약제를 변경하여 유지하던 중, 스트레스

내원 5개월 전부터 매일 소주 2병 가량씩 음주하였다. 이후

상황에서 우울감이 발생하여 에스시탈로프람 10 mg을 추가

자신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으며 몸에 자

하였다. 1년 6개월 동안 정신병적 증상의 재발이 없어 항정신

신을 감시하는 물체가 심어져 있어 자신이 해킹당한다는 표

병 약제 투여를 중단하였다. 이후 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외

현을 하였다. 내원 1개월 전, 피해망상이 악화되며 외출을 거

래 추시하였으며, 6년 뒤 피해망상이 재발하여 본원에 입원

의 하지 않았으며 여러 차례 피해망상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

하여 조현병으로 진단되었다. 당시 환자는 펜터민 복용을 부

였다. 내원 2주 전, 환청에 반응하여 커터칼로 손목을 그었으

인하였으나 이후 본원 외래에 내원하여 첫 번째 입원 이후 지

며 혼잣말을 하고 안절부절 못하여 입원하였다.

속적으로 펜터민을 복용하였음을 보고하여 펜터민사용장애

이학적 검사, 면역혈청검사, 심전도, 뇌자기공명영상을 시행

또한 진단되었다. 이후 5년 간 펜터민 복용을 중단하였고, 아

하였으며 모두 정상이었다. 정신과적 과거력은 없으며 가족력

리피프라졸 5 mg을 투약하고 있음에도 피해 사고가 지속되

2

도 부인하였다. 환자의 입원 당시 BMI는 19.2 kg/m 였다. 입

어 조현병으로 추적 관찰 중이다.

원 직후 환자는 펜터민 복용을 중단하였으며 항정신병약제를
투여하지 않고 경과 관찰하였다. 입원 4병 일째 환청이 지속되

증례 3

어 아미설프리드 400 mg을 투약하기 시작했고 이후 환청이

25세 여자 환자로 내원 6주 전부터 시작된 피해망상, 관계

감소했다. 환자는 12병 일째 환청 증상이 모두 없어져 18병

망상 및 환청을 주소로 외래를 경유하여 입원하였다. 내원 5년

일째 퇴원하였다. 퇴원 당시 펜터민으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

전부터 체중 감량을 위해 인근 의원에서 펜터민 30 mg을 처

애 및 알코올사용장애를 진단받았다.

방받아 간헐적으로 복용하였다. 내원 4년 전, 펜터민을 150 mg

퇴원 후 3개월 간 아미설프리드 200 mg을 유지 후 정신병

씩 과량 복용하기 시작하였고, 3-4주 뒤 우울감, 피해망상,

적 증상의 재발이 없어 항정신병 약제는 중단했고, 우울감에

관계망상으로 인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대해 항우울제를 복용하며 외래 통원 치료하였다. 환자는 2년

권유받았으나 치료하지 않았고, 펜터민 복약을 자발적으로

간 외래 통원치료를 지속하며 정신병적 증상의 재발이 지속

중단하여 3주 뒤에 정신병적 증상이 호전되었다. 내원 1년 전

적으로 없고 우울감이 호전되어 치료 종결하였다.

부터 환자는 다시 펜터민을 복용하기 시작하였고 점차 복용
빈도 및 양이 증가하며 내원 2개월 전에는 펜터민을 150 mg

증례 2
35세 여자 환자로 내원 1개월 전부터 시작된 피해망상, 관
계망상을 주소로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하였다. 내원 6개월

씩 복용하였다. 이후 직장동료들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피해
사고가 발생했다. 내원 6주 전, 피해망상과 환청이 발생하였
으며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 입원하였다.

전, 체중 감량을 위해 인근 의원에서 펜터민 30 mg, 펜디메

이학적 검사, 면역혈청검사, 심전도를 시행하였으며 모두 정

트라진 87.5 mg, 토피라메이트 25 mg을 복용하였다. 이 무

상이었다. 정신과적 가족력은 없었다. 환자의 입원 당시 BMI

렵 가족들에게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신경질

는 22.96 kg/m2였다. 입원 3일 전부터 보호자에 의해 펜터민

적인 모습을 보였다. 내원 2주 전부터 자신의 딸이 납치될지

복용을 중단했으나 입원 당시에도 정신병적 증상이 지속되어

도 모른다는 피해망상 증상이 나타났다. 내원 1주 전, 남자

아리피프라졸 10 mg을 추가하여 15 mg까지 증량하였다. 8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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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째 환자의 과민함, 피해망상 및 관계망상 증상은 호전이 되

의욕이 증가한다며 1일 복용량을 초과하여 복용하였다. 내원

고 병식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28병 일째 퇴원하였다. 퇴원 당

3개월 전, 입면의 어려움, 피해망상 및 관계망상 증상이 발생

시 진단은 펜터민으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였다.

했다. 이후 인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올란자핀 5 mg,

퇴원 후 5개월 뒤 다시 펜터민을 한 차례 복용하다가 가족
들의 권유로 중단하였고, 아리피프라졸 10 mg을 유지하며

아리피프라졸 7.5 mg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펜터민도 같
이 복용하였으며 환청 증상이 지속되어 입원하였다.

정신병적 증상의 재발은 계속 없었다. 퇴원 후 2년 간 환자는

이학적 검사, 면역혈청검사 및 심전도를 시행했으며 모두 정

정신병적 증상의 재발없이 외래 통원 치료하던 중 자의로 치

상이었다. 정신과적 과거력으로는 내원 4년 전, 주요우울장

료를 중단했다.

애 및 벤조디아제핀사용장애로 인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외
래에 통원 치료한 적 있으며 가족력은 없었다. 환자의 입원
당시 BMI는 28.88 kg/m2였다. 정신상태 검사에서 기분이 우

증례 4
28세 여자 환자로 내원 6개월 전부터 시작된 환청 및 관계

울했으며 피해망상, 관계사고 및 환청이 있었다. 펜터민 복용

사고, 내원 3주 전부터 악화된 피해망상 및 관계망상으로 외

을 중단시키고 아리피프라졸 10 mg을 투약하였으며 정신병

래를 경유하여 입원하였다. 내원 1년 전, 체중 감량을 위해

적 증상이 없어져 8병 일째 아리피프라졸 투약을 중단하였다.

펜터민 30 mg 복용을 시작하였고, 효과가 없다며 약제 복용

이후 무기력감에 대해 둘록세틴 30 mg을 투약하였고 13병

량을 임의로 증량하였다. 내원 6개월 전, 누군가 자신을 감시

일째 퇴원하였다. 퇴원 당시 환자는 펜터민으로 유발된 정신

하는 느낌에 불안해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환청을 듣기 시작

병적 장애 및 달리 명시된 우울장애 의증을 진단받았다.

하였다. 내원 3주 전, 다이어트 약제를 중단하였음에도 지나

퇴원 후 외래에서 추적 관찰하였고, 환청, 망상 등 정신병

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미행하고 욕한다며 피해망상, 관계망

적 증상은 없어 수면 유도 목적으로 쿠에티아핀 50 mg을 복

상이 악화되고 불안이 증가하여 입원하였다.

용하는 것 외에 항정신병 약제는 복용하지 않았다. 환자는

이학적 검사, 면역혈청검사, 뇌자기공명영상, 심전도를 시행

이후 본원에서 처방받은 둘록세틴 60 mg을 복용하면서도

했으며 모두 정상이었다. 정신과적 과거력 및 가족력은 없었

무기력할 때면 펜터민 15 mg을 복용하였고, 1년 뒤 우울감이

2

다. 환자의 입원 당시 BMI는 20.75 kg/m 였다. 정신상태 검

악화되고 피해망상이 다시 발생하여 본원에 입원하였다. 당

사에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눈물을 흘렸으며, 피해망상,

시 환자는 아리피프라졸 10 mg을 복용하며 피해망상이 호

관계망상, 환청이 있었다. 입원 3주 전부터 펜터민 복용을 중

전되어 1주일 만에 퇴원하였다. 이후에도 환자는 외래 추시

단하였으며, 정신병적 증상에 대해 아리피프라졸을 30 mg까

를 하였고 간헐적으로 펜터민을 복용하면 환청 증상이 재발

지 투약하였고 환청이 지속되어 아미설프리드를 추가하여

했다가 복약을 중단하면 없어지는 것을 반복했다. 이에 환자

600 mg까지 증량하였다. 입원 7일째부터 환청의 크기 및 빈

는 펜터민 사용장애도 진단받았다.

도가 감소했음을 표현하였으며, 11병 일째 병실 생활에 대한
답답함 토로하며 퇴원을 요구하여, 환청이 잔존하나 자의 퇴

증례 6

원하였다. 당시 진단은 달리 명시된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22세 여자 환자로 내원 6개월 전부터 시작된 과민한 기분

정신병적 장애 의증 및 펜터민으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 의

및 환청, 내원 2개월 전부터 악화된 관계망상, 피해망상 및

증이었다.

폭력적인 행동을 주소로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하였다. 내

환자는 퇴원 후 외래 통원 치료를 하였으나 2개월 만에 자

원 3년 전부터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간헐적으로 펜터민 30

의로 중단하였다. 2년 뒤 한 차례 외래에 내원하였으며 펜터

mg을 복용하였다. 내원 1년 전 환자는 몸무게가 증가하자 펜

민을 중단하고 타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항정신병약제를 처방

터민 30 mg, 토피라메이트 50 mg을 매일 복용하였으며, 2주

받아 복용하였으나 환청이 지속되어 조현병으로 진단할 수

이상 복용 시 위험할 수 있다는 의사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타

있었다.

의원에서 펜터민 30 mg을 추가로 처방받아 하루에 60 mg

증례 5

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과민하

이상을 복용하였다. 내원 6개월 전부터 환청이 발생했고, 갑
42세 여자 환자로 내원 3개월 전부터 시작된 불안, 불면,

고 충동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내원 2개월 전, 사람들이 자

관계사고 및 환청을 주소로 외래 경유하여 입원하였다. 내원

신을 보고 수근거린다며 갑자기 뛰쳐나가거나 이를 말리는

1년 전, 체중이 증가하여 펜터민 15 mg을 복용하기 시작했

부모님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입원하였다.

다. 환자는 펜터민을 복용하면 우울감이 호전되고 평소보다

이학적 검사, 면역혈청검사, 뇌자기공명영상, 심전도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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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모두 정상이었다. 정신과적 과거력은 없었으며 가족

다. 이후 정신병적 증상이 모두 없어져 21병 일째 퇴원하였다.

중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치

퇴원 당시 펜디메트라진으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를 진단

료를 받은 가족력이 있었다. 입원 당시 BMI는 20.08 kg/m2

받았다.

였다. 정신상태 검사에서 환자는 긴장한 표정이었으며 모든
증상을 부인하고 체중 감량에 몰두하였다. 입원 직후 펜터민

퇴원 후 아리피프라졸 5 mg을 복용하며 정신병적 증상 발
생없이 1년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외래 통원 치료 중이다.

복용을 중단시키고, 아리피프라졸을 투여하였으나 15 mg에
서 발열, 강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중단 후 블로난세린

증례 8

으로 변경하여 8 mg까지 증량하여 유지하였다. 환자 22병

29세 여자 환자로 내원 2개월 전부터 피해사고 및 환청, 내

일째 환청, 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은 없어졌으나 감정 기

원 1개월 전부터 피해망상 및 관계망상이 발생하여 외래를

복, 수면량 저하 및 과다 활동이 발생하여 경조증이 의심되

경유하여 입원하였다. 내원 6년 전부터 펜디메트라진 35 mg,

었으나 30병 일째 보호자 의사에 따라 조기 퇴원하였다. 퇴

토피라메이트 2 mg, 플루옥세틴 20 mg을 지속적으로 복용

원 당시 펜터민으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 및 펜터민으로 유

하였다. 내원 2개월 전 환자는 전 남자친구가 집에 무단 침입

발된 양극성 및 관련 장애 의증을 진단받았다.

을 한 뒤로 피해사고가 악화되고, 자신을 비난하는 환청으로

퇴원 후 외래 추시하며 경조증 증상에 대해서 아리피프라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내원 1개월 전, 피해망상 및 관계망상

졸 2 mg을 다시 투여하였으나 자의로 치료를 중단했다. 2년

이 악화되며 안절부절 못하고 환청에 반응하며 혼잣말을 하

뒤 환자는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다시 펜터민 30 mg을 복

여 입원하였다.

용하기 시작하였으며 3개월 뒤 과대망상, 과민함, 과다 소비

이학적 검사, 면역혈청검사, 뇌자기공명영상, 심전도를 시행

증상이 있어 본원에서 입원치료 하였다. 당시 환자는 조증

했으며 모두 정상이었다. 정신과적 가족력은 없었고 남동생이

증상이 두드러져 valproic acid 1300 mg, 쿠에티아핀 950 mg

양극성장애를 진단받고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치료를 받은 적

을 복용하였고 펜터민으로 유발된 양극성 장애 및 펜터민사

이 있었다. 환자의 입원 당시 BMI는 20.58 kg/m2였다. 정신

용장애를 진단받았다. 이후 환자는 4개월 이상 외래 추시하

상태 검사에서 환청에 반응하며 불안해하였으며 피해망상을

며 정신병적 증상, 조증 증상의 악화 소견은 없었다.

표현했다. 환자는 입원 1개월 전부터 펜디메트라진을 중단했
고 입원 후 올란자핀 25 mg을 투약하였다. 12병 일째 올란자

증례 7

핀의 효과가 부족하여 아미설프리드 1200 mg으로 변경하였

46세 여자 환자로 내원 4개월 전부터 시작된 조종망상, 내

다. 24병 일째 환자 피해망상 및 환청이 감소하고 대인관계

원 1개월 전부터 시작된 환청, 피해망상 및 공격적인 행동으

증가하여 34병 일째 퇴원하였다. 당시 진단은 조현양상장애

로 외래를 경유하여 입원하였다. 내원 2년 전부터 체중 감량

를 진단받았다.

을 목적으로 펜디메트라진 35 mg, 토피라메이트 25 mg을

퇴원 후 외래 추적관찰 하였고, 환청 및 피해망상이 호전되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내원 4개월 전, 누군가 자신에게 접속

어 아미설프리드 200 mg으로 감량한 채로 유지하였으나 이

하여 조종한다는 조종망상을 보이며 불안해하였다. 내원 1개

후 환자는 다시 펜디메트라진을 복용하고 환청이 증가하여 아

월 전, 환청이 들린다며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거나 남편

미설프리드 800 mg으로 다시 증량하였다. 이후 유즙분비 부

이 자신을 죽일것이라며 칼을 휘두르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작용이 발생하여 올란자핀 15 mg으로 약제를 변경하여 1년

보여 입원하였다.
이학적 검사, 면역혈청검사, 심전도를 시행했으며 모두 정

이상 외래 추적관찰 중이나 환청이 지속되어 조현병으로 진
단받았다.

상이었다. 뇌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 좌측 후두엽 뇌백질에
3 mm 크기의 비특이적인 T2 고신호강도 소견 2개를 보였다.

고

찰

내과적 기저질환은 없었다. 환자는 내원 10년 전부터 간헐적
으로 펜디메트라진을 복용하였다고 하며, 내원 5년 전 우울

이 연구는 중추신경흥분성 식욕억제제 중 펜터민 또는 펜

감으로 1년 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통원치료를 하였으며 가

디메트라진을 복용한 후 처음으로 정신병적 증상 및 조증 증

족력은 부인하였다. 환자는 내원 3주 전부터 펜디메트라진

상이 발생하여 입원 치료를 한 총 8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

복약을 중단했으나 입원 직후에도 망상, 환청 및 폭력적인 모

다. 8례 모두 정신병적 증상이 발생했고, 1례에서 조증 증상이

습은 지속되었다. 이에 아리피프라졸 15 mg까지 복용하였으

동반되었다. 최종 진단을 살펴보면 4례는 식욕억제제로 유발

며 7병 일째 환청 및 피해망상이 감소하고 병식이 회복되었

된 정신병적 장애, 3례는 조현병, 1례는 식욕억제제로 유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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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성 및 관련 장애였으며, 3례는 식욕억제제사용장애가 같

재발하였다. 이들의 경우 내성, 지속적인 갈망, 약물로 유발된

이 진단되었다. 정신병적 증상은 환청 및 피해망상이 두드러

정신병적 증상 발생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사용

졌다. PANSS를 확인할 수 있었던 5례를 살펴보았을 때 모두

하여 펜터민사용장애를 진단할 수 있었다. 특히 증례 2번의

양성 증상의 점수가 음성 증상 점수보다 높았다. 퇴원 6개월

경우 두 번째 입원 당시 식욕억제제 복용을 부인하여 조현병

뒤를 추적한 결과, 증례 4와 증례 8을 제외한 나머지 증례의

으로 진단하였으나 퇴원 이후 외래 추적 기간에 식욕억제제

경우 항정신병 약제를 중단하거나 블로난세린 4 mg, 아리피

복용 사실을 언급하였다.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으로 유발

프라졸 2-10 mg, 쿠에티아핀 50 mg으로 소량을 유지하였다.

된 정신병적 장애 환자의 경우, 해당 약물 의존을 동반하고

증례 6 환자의 경우 첫 번째 입원 치료 당시 정신병적 증상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런 환자들의 경우 주변 사람들이나

이 감소했으나 경조증 증상으로 펜터민으로 유발된 양극성

의료진에게 식욕억제제 복약 유무를 숨길 가능성이 높다. 따

장애도 의심되었다. 퇴원 2년 뒤 펜터민을 다시 복용하며 재

라서 퇴원 이후에도 식욕억제제 복용 유무를 지속적으로 확

발했을 당시 과대망상, 발화량 증가 및 소비량 증가 등이 주

인하고 추적관찰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상으로 펜터민으로 유발된 양극성 장애로 진단되었다. 다

8례 모두 여자 환자이며 6례의 환자 BMI가 정상 범위로

만 첫 번째 삽화 당시 약물 중단 1개월 후에도 증상이 남아

비만 치료제 사용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았다. 또한 총 6례

있어 추후 지속적인 관찰을 통하여 펜터민으로 유발된 양극

에서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을 최대 처방 용량 이상으로 증

성 장애와 독립적인 양극성 장애와의 감별이 필요하다.

량하여 복용하였고, 8례 환자들 모두 권장된 12주보다 장기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이 정신병적 장애를 일으키는 명확

간 복용하였다.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마른 체형이 선호

한 기전은 알려진 바가 없지만 대뇌 도파민의 농도 증가 또는

되는 사회적 통념상 여성이 식욕억제제를 더 쉽게 접하게 되

도파민 수용체 수의 증가와 관련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8)

고 허용용량으로는 목적을 이루기 어려워 승인된 용량 이상

29)

을 복용하여 결국 중독(intoxication)에 이르게 된다고 볼 수

펜터민 투입 시 도파민 농도가 증가했던 연구 결과가 있다.

펜디메트라진은 체내에 흡수되어 활성대사산물인 페메트라

있다. 따라서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의 남용과 부작용을 줄

진(phenmetrazine)을 생성하여 암페타민처럼 작용하기도 하

이기 위해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을 허가된 용량 이상으로

지만, 대사되지 않은 전구약물 그 자체로도 도파민 수송체 억

장기간 처방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제제(dopamine transporter inhibitor)로 작용하여 도파민의
30)

분비를 늘린다고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수집된 의무기록 자료를 이용한 후향적 연구로
여러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 번째로, 이 연구는 의무기록에

또한 펜터민이 기분장애와 관련있다는 외국의 증례가 4례

의존한 연구이므로 환자가 펜터민 또는 펜디메트라진을 복용

있었으며, 그 중에 3례의 경우에는 조증 유사 증상이 나타났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당시에 숨긴 사례는 이 연구에서 배

19)21)31)

음을 보고했다.

특히 한 증례의 경우에는 기분장애의

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도 입원 당시 의무기록에는

가족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6번 증례의 경우에도 외할

식욕억제제 복용과 관련된 기록이 없지만 외래 추시 중 식욕

머니 및 어머니가 우울증 과거력 및 입원력이 있어 기분장애

억제제 복용 후 정신병적 증상이 발병하여 입원했었다는 사

의 가족력이 펜터민 복용 후 조증 증상이 나타나는 것과 관

실을 밝힌 사례가 1례 있었다. 그러나 식욕억제제 종류, 용량

15)

등 관련 자세한 기록들이 확인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최

증례 2, 4번의 경우 퇴원 당시 식욕억제제로 유발된 정신병

종적으로 배제하였다. 따라서 의료진은 원발성 정신병적 장

적 장애를 진단하였으나 1년 이상 추적 관찰 결과 조현병으로

애의 병력없이 정신병적 증상이 급성으로 발생한 환자의 경

진단을 받았다. 물질 유발 정신병적 장애 환자의 경우 장기간

우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 복용력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추적 관찰한 결과 23%-30%에서 조현병을 진단받았으며, 특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로, 복용 용량 정보가 불분

히 암페타민을 복용한 뒤 정신병적 증상이 발생하였던 환자

명하여 어느 정도의 용량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용량과

련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27)32)33)

의 20%-30%가 조현병을 진단받았다.

이는 펜터민 및

정신병적 장애 혹은 양극성 장애 발병과의 상관관계를 설명

펜디메트라진으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 환자들의 경우 조현

할 수 없다. 세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정신병적 증상의 발병

병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정신병적 증상이 호전

과 펜터민 또는 펜디메트라진 복용의 시간적 인과관계가 확

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외래 추적관찰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실한 증례를 포함하여 연구했지만,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

증례 2, 3, 5, 6번 환자의 경우 퇴원 전 식욕억제제 복용의

한 약물 이외의 정신병적 증상의 발병 요인이 있을 가능성을

위험성에 대한 교육과 함께 병식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정신병적 혹은 조증 증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을 다시 복용하고 정신병적 증상이

상이 모두 소실된 후에 외래 추적을 지속하는 환자의 경우,
journal.biolpsychiatry.or.kr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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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정신병약제 투약을 중단하고 병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사례들이 있는 것이 한계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서울의 한 3차 의료기관이자
대학병원에서 11년 10개월 동안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했던
환자들 중에서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을 복용한 이후 처음
으로 정신병적 증상 및 조증 증상이 발생한 증례를 후향적으
로 확인한 연구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의 증례를 보고했
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입원 기록을 요약한 보고 외에도 수
년간의 외래 경과관찰 기록까지 요약하여 보고한 장점이 있
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펜터민으로 유발된 양극성 장애 사
례를 보고하였다.
최근 국내에서 체중감량이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의 사용 빈도가 증가하였으나, 이 약
물의 안전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약제를 처방하거나 복용
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
진으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 양극성 장애, 또는 약물사용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료인과 국민들이 깨닫
고 처방 및 복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을 처방하는 것에 대한 국가적
인 처방지침, 규제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펜터
민 및 펜디메트라진으로 유발된 정신병적 및 양극성 장애에
대한 전향적 연구, 환자-대조군 연구, 발병위험요인에 대한
연구, 또는 예방에 대한 연구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중심 단어: 물질로 유발된 정신증, 물질 관련 장애,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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