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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pranolol, a non-selective beta-adrenergic receptor antagonist, is known to be a
representative old drug. In the 1960s, it was developed as a treatment for
hypertension, but now, selective beta-1 blockers with high cardiac selectivity are
recommended for hypertension treatment, and the role of propranolol as a treatment
for hypertension is gradually fading. However, even today propranolol is prescribed
for many diseases other than high blood pressure. It is not only used for approved
indications such as tachycardia prevention, arrhythmia, and adjuvant therapy for the
thyrotoxicosis, but also for off-label uses such as essential tremor, migraine
prevention, anxiety, and hemangiomas. Since propranolol’s efficacy and effects are
diverse, it is important that pharmacists correctly understand the patients’ disease
states and provide guidance on the proper use to optimize efficacy and safety of
propranolol to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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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프로프라놀롤(propranolol)은 대표적인 비선택적 베타
차단제(beta blocker)이자, 대표적으로 오래된 약물로 알려
져 있다. 1960년대 후반, 당시의 betanidine, guanethidine,
methyldopa과 같은 고혈압 치료약물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
며 체위성 및 운동 저혈압(postural or exercise hypotension)
의 부작용을 줄인 획기적인 약으로 소개되었으나,1) 현재 외
국의 고혈압치료가이드라인에서는 고혈압치료의 1차 선택
약물에서 베타 차단제가 제외되었을 뿐 아니라 국내 고혈
압가이드라인에서도 협심증, 심근경색, 빈맥성 부정맥을 동
반한 경우 심장 선택성이 높은 베타-1 선택성 베타차단제가
추천되며2,3) 프로프라놀롤의 고혈압 치료제로서의 역할이
많이 희미해지고 있다.
하지만, 2021년 현재에도 프로프라놀롤은 고혈압 이외의

다른 여러 질환에서 처방되고 있으며,4) 프로프라놀롤을 연
구한 자료들도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5,6) 프로프라놀롤
이 처방되는 질환에는 빈맥 예방, 부정맥, 갑상샘중독증의
보조요법과 같은 국내 허가사항 외에도 두통 예방, 불안, 혈
관종 등 다양하여,4,7) 약사들은 프로프라놀롤의 다양한 효
능효과를 숙지하여 환자에게 적절한 복약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실제 처방 사례를 살펴보며 프
로프라놀롤의 다양한 효능효과를 익혀보고자 한다.

1. 프로프라놀롤의 작용 기전
프로프라놀롤은 비선택적 베타 차단제로 베타-1과 베타
-2 교감신경 수용체 모두에서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
린과 같은 카테콜아민의 작용을 저해한다. 베타 수용체를
차단함으로써 교감신경계 효과를 억제시킨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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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프라놀롤의 허가된 효능효과7)
1. 기외수축(상실성, 심실성), 발작성빈맥의 예방, 빈맥성
심방세동, 발작성심방세동, 동빈맥, 협심증, 고혈압, 비후성
대동맥판하협착증, 크롬친화세포종
2. 갑상샘중독증의 보조요법

3. 프로프라놀롤의 허가된 효능효과의 처방사례
프로프라놀롤은 심장의 베타-1 수용체에 작용하여 심박
수를 감소시킨다.8)

3.1 발작성빈맥의 예방
∙ 26세 여성, 두근거림
인데놀정 10 mg (propranolol): 1일 3회 1정씩 10일간
복용, 1일 3회 8시간마다 복용

1정씩
- 토파맥스정 100 mg (topiramate): 1일 1회 0.5정씩
- 인데놀정 40 mg (propranolol): 1일 2회 1정씩
- 조믹정 2.5 mg (zolmitriptan): 필요시
- 포리부틴서방정 300 mg (trimebutine): 1일 2회 1정씩
국내의 경우는 허가 외 처방사례이지만 미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서는 편두통예방에 허가되어
있으며,10) 2015년 두통 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도 편
두통예방의 일차 선택 약물로 권고되고 있다.11) 편두통 예
방에 사용되는 프로프라놀롤의 작용기전은 프로프라놀롤
이 엔도씰린-1 (endothelin-1)을 증가시켜, 엔도씰린-1의 강
력한 혈관 수축작용으로 편두통 예방작용을 하게 된다.12)

4.2 본태성 떨림
3.2 빈맥성심방세동
∙ 77세 남성, 상세불명의 심방세동, 동기능부전증후군
- 인데놀정 10 mg (propranolol): 1일 2회 1정씩 30일간
복용
- 리트로놈서방캡슐 225 mg (propafenone): 1일 2회 1
캡슐씩 30일간 복용
- 자렐토정 20 mg (rivaroxaban): 1일 1회 1정씩 30일간
복용
- 디고신정 0.25 mg (digoxin): 1일 1회 0.5정씩 30일간 복용

∙ 52세 남성, 본태성 떨림
- 인데놀정 10 mg (propranolol): 1일 2회 2정씩
- 리보트릴정 0.5 mg (clonazepam): 1일 2회 0.5정씩
- 동아가스터정 20 mg (famotidine): 1일 2회 1정씩
본태성 떨림에서 있어서 프로프라놀롤의 효과에 대한 여
러 연구가 보여주고 있다.13) 국내의 경우 허가 외 처방사례
이지만 미국 FDA에서는 본태성 떨림에 허가되어 있어 사
용되고 있다.10) FDA 허가기준에는 40 mg 1일 2회 사용을
시작하여 1일 120-320 mg을 분할투여 하도록 권고된다.

3.3 갑상샘중독증의 보조요법
∙ 35세 여성, 갑상선중독증
- 메티마졸정 5 mg (methimazole): 1일 2회 3정씩
- 인데놀정 40 mg (propranolol): 1일 2회 0.5정씩
갑상샘중독증이 경우 교감신경계에 카테콜아민의 과잉을
유발할 수 있는데 프로프라놀롤이 교감신경을 차단하는 효
과가 갑상샘중독증의 증상을 개선하고, 말초에서 T4의 전
환을 억제하기도 한다.9)

4. 프로프라놀롤의 허가 외 효능효과의 처방사례
4.1 편두통 예방
∙ 58세 여성, 상세불명의 편두통
- 데파코트서방정 500 mg (divalproex sodium): 1일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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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불안
∙ 44세 남성, 사회공포증
- 리보트릴정 0.5 mg (clonazepam): 1일 2회 1정씩
- 렉사프로정 20 mg (escitalopram): 1일 1회 정씩
- 인데놀정 10 mg (propranolol): 1일 2회 1정씩
- 명인벤즈트로핀정 2 mg (benztropine): 1일 1회 1.5정씩
- 인데놀정 10 mg (proproanolol): 필요시(발표 1시간 전)
사회공포증(social phobia)는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상황
에서 공포나 불안을 경험하는 장애이다.14) 치료는 인지행동
치료나 선택적 세로토닌 수용체 차단제(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SSRI)가 권고되나, 프로프라놀롤의 항불
안 효과에 관한 연구나 사회공포증에서의 효과에 관한 연
구들도 있다.15) 불안증에서의 사용은 미국 FDA에서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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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외 사용이지만 Micromedex에서는 무대 공포증 등의 불
안증에서 발표와 같은 사건 1시간전에 10 mg을 사용하도
록 하고 있다.10)

4.4 항정신병약물로 인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좌불안석
(akathisia)의 증상 완화
∙ 18세 여성,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 리스페달정 2 mg (risperidone): 1일 1회 1정씩
- 리스페달정 1 mg (risperidone): 1일 1회 1정씩
- 인데놀정 10 mg (propranolol): 1일 2회 1정씩
- 벤즈트로피정 2 mg (benztropine): 1일 2회 0.5정씩
좌불안석(akathisia)은 항정신병 약물의 이상반응으로 몸
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운동불안 증상이다.
이러한 운동불안 증상은 중추의 도파민과 베타-2 신경계
의 불균형으로 야기되며, 프로프라놀롤이 베타-2 수용체를
차단하여 좌불안석과 같은 운동불안 증상을 개선한다.16)

4.5 위식도 정맥류의 예방
∙ 68세 남성, 간세포암종의 악성신생물
- 비리어드정 300 mg (tenofovir): 1일 1회 1정씩
- 인데놀정 10 mg (propranolol): 1일 2회 1정씩
- 리박트과립(L-isoleucine, L-leucine, L-valine): 1일 2회
1포씩
- 아미로정 5 mg (amiloride): 1일 1회 1정씩
- 라식스정 40 mg (furosemide): 1일 1회 0.5정씩
프로프라놀롤은 간경화 환자에서 간문맥 압력을 낮추고,
재발성 정맥류에 의한 출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17) 국
내와 미국 허가사항에는 허가되어 있지 않으나,7,10) 국내의
간경병증 진료가이드라인에서는 식도정맥류의 진행예방을
위하여 프로프라놀롤이 사용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18)

5. 프로프라놀롤의 이상반응
프로프라놀롤의 흔한 이상반응으로는 위장관장애, 서맥,
저혈압, 기관지경련, 저혈당, 어지러움, 피로, 불면 등이 나
타날 수 있다.4)

결론
프로프라놀롤은 처음 고혈압 약물로 개발되었으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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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양한 질환에서 사용되고 있다. 빈맥, 심방세동, 갑상샘
중독증과 같은 허가된 적응증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편두
통 예방, 본태성 떨림, 불안, 좌불안석 증상 완화, 위식도 정
맥류 예방, 그리고 신생아 혈관종에 사용되기도 한다.
환자 복약지도에 있어서 환자가 가진 질환을 이해하며
질환에 적절한 프로프라놀롤의 효능효과와 프로프라놀롤
의 이상반응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설명함으로서 환자의 복
약이행도를 개선하고 치료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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