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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의 치료에서 COX-2 선택적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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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e of COX-2 Selective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for the Treatment of Osteoarthritis
Young-Joon Song, M.D. and Chul-Won Ha, M.D.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NSAIDs), are characterized by their anti-inflammatory, analgesic, and
antipyretic activities; they have been widely used for the management of acute pain and chronic inflammation.
The mechanism of action of NSAIDs is inhibition of prostaglandin biosynthesis. Inflammatory prostaglandins
are primarily derived from COX-2, while the prostaglandins formed by COX-1 have in general a more
homeostatic role. Based on their selectivity for COX-1 or COX-2, NSAIDs are classified into non-selective
NSAIDs and COX-2 selective NSAIDs. Non-selective NSAIDs and COX-2 selective NSAIDs have similar effects
on pain relief and inflammation. One major problem associated with the use of non-selective NSAIDs is their
adverse effects on the gastrointestinal tract, caused by inhibition of COX-1. Compared with non-selective
NSAIDS, the main advantage of COX-2 selective NSAIDs is reduced gastrointestinal complications. Reviews
have suggested that COX-2 selective NSAIDs increase the risk of cardiovascular events; however,
cardiovascular risk may vary among the selective NSAIDs. Because of their anti-inflammatory properties, the
use of NSAIDs is essential for the relief of pain and the symptoms associated with inflammatory conditions
such as active osteoarthritis. When NSAIDs are prescribed, age, additional medication such as aspirin,
gastrointestinal and cardiovascular status, and co-morbidity must be taken into account. COX-2 selective
NSAIDs have minimal effects on platelet function and thus, can also be used for pre and postoperative pain
control in patients with osteoarthritis waiting for the surgery.
Key Words: NSAID, COX-2 selective, Osteoarthritis, Treatment

COX-2 선택적 소염진통제 개발 배경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onsteroidal anti-inflam통신저자：하 철 원

matory drug; NSAID; 이하 소염진통제)는 항염(ant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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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mmatory), 진통(analgesics), 해열(antipyretic)작용을
공통된 특징으로 하는 화학적으로 이질적인 화합물군이다.
1897년 최초의 소염진통제인 아스피린(acetylsalicyl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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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출시된 이래 40여종이 넘는 많은 소염진통제들이 개발
되었으며, 현재 급성 통증 및 만성 염증 관리를 위해 광범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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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

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 소염진통제의 근본적인 작용기

최근 심혈관계 안전성 특히 혈전성 질환(급성심근경색,

전은 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의 생성 억제이며 프

불안정성 협십증, 급사, 중풍)에 대한 이들 COX-2 선택적

로스타글란딘은 arachidonic acid(AA)로부터 cyclooxy-

소염진통제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고 있다

42)

1,19,24,35)

. 이러한

genase (COX) 라는 효소를 통해 생성된다. 우리 몸에는

위험성으로 인해 celecoxib를 제외한 나머지 COX-2 선택

15,21)

COX-1과 COX-2 두 가지 아형(isoform)이 존재하는데

적 소염진통제들은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FDA에 승인받

이들 효소의 선택성에 따라 소염진통제는 비선택적 소염

지 못하였다. 현재까지 FDA에 승인되어 시장에 나와있는

진통제(non-selective NSAID)와 COX-2 선택적 소염진통제

COX-2 선택적 소염진통제는 celecoxib가 유일하다(Table 1).

(COX-2 selective NSAID)로 구분한다. COX-1과 COX-2
의 기능이 밝혀지면서 비선택적 소염진통제라 불리는 대

COX-2 선택적 소염진통제의 약동학

부분의 소염진통제의 위장관 합병증은 아마도 생리작용을
담당하고 있는 COX-1을 억제하기 때문이며 소염진통제의
치료 효과는 주로 COX-2의 억제 때문이라는 소위‘COX-2
40)

Cyclooxygenase (COX)라는 효소는 우리 몸 속에
15,21)

COX-1과 COX-2의 두 개의 아형으로 존재한다

. 그

가설’이 등장하게 되었다 .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cel-

중 COX-1은“보호 작용(house-keeping)”을 맡은 효소로

ecoxib, rofecoxib, valdecoxib, etorocoxib, lumiracoxib 와

서 몸 어디에나 있으며 혈소판에서는 유일하게 발견되는

8,30)

.

효소로 다양한 생리적인 반응을 매개하며 위장관 점막, 신

Celecoxib와 rofecoxib는 1세대 COX-2 선택적 소염진통

47)
혈류역학(hemodynamic) 및 혈소판 응집과정 에 중요하

제로서 1999년 시장에 나오게 되었으며 이후에 개발된 것

다. 반대로 COX-2는 주로 염증과 관계되는 세포(대식세

은 2세대 약물로 불리워진다. 모든 COX-2 선택적 소염진

포, 단핵세포, 활액막세포)에서 높게 발현되며 세균의 지

통제는 비선택적 소염진통제와 상응하는 우수한 소염 진

질다당류(lipopolysaccharides), 사이토카인, 성장 인자 그

통 효과를 지니면서도 위장관에 보다 나은 안정성을 보여

리고 종양 인자(tumor promotor)에 의해 표현이 증가된

골관절염이나 류마치성 관절염의 증상을 치료하고 기타

다. 하지만 몇몇 조직(척수, 뇌, 신장, 혈관내피)에서는

급성기 통증을 치료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COX-2 또한 생리적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constitutively)

같은 COX-2 선택적 소염진통제들이 개발되게 되었다

Table 1. Classification and Basic Difference of COX-2 Selective NSAIDs
39)

Classification
1st generation
2nd generation

Drug

Selectivity
(COX-2/COX-1)

Chemical structure

Celecoxib
Rofecoxib
Valdecoxib
Etoricoxib
Lumiracoxib

30
272
61
344
433

Sulfonamide
Sulfone
Sulfonamide
Sulfone
Phenylacetic acid derivative

Fig. 1. Regulation of prostaglandin biosynthesis by COX41).

Market status
Available
Withdrawn in
Withdrawn in
Not approved
Not approved

2004
2005
by the FDA
by the 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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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표현이 되며

COX-1 또한 염증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38)

의 억제는 아세틸화에 의한 비가역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표현이 증가될 수 있다 . 이론적으로 COX-2를 선택적으로

그 결과 응집은 막고 혈관은 이완시키는 효과로 인해 뇌

억제하면 위장관 점막의 세포보호 및 혈소판 기능을 억제

졸중 및 심근경색증을 예방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

하지 않으면서 항염작용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Fig. 1).

하지만 COX-2 선택적 소염진통제는 COX-2에 대한 높은

실제로 COX-2 선택적 소염진통제들은 위장관과 관련

특이성으로 인해 혈관내피세포의 COX-2를 상대적으로

된 합병증의 감소로 인해 시장에 나오자 마자 강력한 위

더 억제하게 되므로 그 결과 PGI2의 합성이 감소되고 따

치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혈전성 질환(급성심근경색, 불안

라서 혈소판 응집이 촉진되고 혈관이 수축되는 쪽으로 생

정성 협십증, 급사, 뇌졸중)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

리학적 균형이 이동되게 되는 것이다 .

13)

13)

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celecoxib를 제외한 다른 COX-2

심혈관계 위험성은 COX-2 선택적 소염진통제에서 높

선택적 소염진통제들은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FDA에 승

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심혈관계에 미치는 혈전성 질

1,19,24,35)

. 혈전성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

환의 위험도는 COX-2 선택적 소염진통제의 선택성(selec-

키는 이유를 알기 위해선 우선 COX-2 선택적 진통소염제

tivity)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비선택적 소염진통제

가 비선택적 소염진통제 및 심장보호효과가 있는 아스피린

(예를 들어 diclofenac,etodolac 등등) 들 또한 어느 정도

과의 약리학적 작용기전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

의 COX-2 선택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인받지 못하였다

13)

다 . PGI2는 혈관내피세포의 COX-2에 의해 만들어지며

있다(Fig. 2).

혈소판의 응집을 막고 혈관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
면 TxA2는 혈소판의 COX-1에 의해 만들어지며 혈소판

골관절염 치료에서 소염진통제의

응집을 촉진시키며 혈관을 수축시킨다. 비선택적 소염진

위장관계 안전성

통제인 아스피린은 혈관내피세포의 COX-2와 혈소판의
COX-1 모두를 억제하여 PGI2및 TxA2 합성을 모두 감소

비 선택적 소염진통제의 사용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시키지만, 저용량 사용시에는 혈관내피세포에 대한 COX-2

위장관에 미치는 다양한 합병증 즉 무증상의 위점막 손상,

억제는 일과성으로 약하게 나타나며, 혈소판에서 COX-1

속쓰림, 소화불량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위 출혈이나 십이
지장의 궤양과 관련이 있다. 1주간의 짧은 복용에도 위장
관계 합병증은 발생할 수 있으며, 수개월간 비선택적 소염
진통제 복용 시 위장관계 합병증의 발생 빈도는 소화불량
이 20%, 위십이지장 궤양이 5%, 궤양의 합병증 즉 위장관
천공이나 출혈이 0.25%에 달하며 용량이 증가할수록 그
32)

위험도는 더 커진다 . 특히 전통적인 궤양성 질환과 달리
통증이 적으면서도 궤양의 합병증 즉 위장관 천공이나 출

Table 2. Classical and NSAID-Induced Ulcers

Classical ulcer
Etiology
Fig. 2. The spectrum of selectivity for cyclooxygenase
(COX) inhibition11,31). The drug concentrations required to
inhibit COX-1 and COX-2 by 50% (IC50) have been measured
using human whole blood assays of COX-1 and COX-2
activity in vitro. The line indicates equivalent COX-1 and
COX-2 inhibition. Drugs plotted below the line are more
potent inhibitors of COX-2 than drugs plotted above this
line. The distance to the line is a measure of selectivity.

H. pylori
Favored
Localization
Frequency
Symptoms
Age
Prognosis

36)

NSAID-ulcer

Multifactorial
＋＋＋
Duodenum

NSAID
?
Stomach

Mostly solitary
Fasting pain
＜ 60 years
Low risk

Often multiple
40% without pain
＞ 60 years
High risk of perforation
and bl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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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isk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a NSAIDGastropathy36)

Senior age (＞60 years)
Ulcer history within the last 5 years
H. pylori infection
High dosing and long duration of NSAID therapy
Combinations of different NSAID
Simultaneous glucocorticoid therapy
Combination with low-dose aspirin
Co-medication with anticoagulants
Serious comorbidity
Stress
Alcoholism

합병증 발생률이 0.76% 대 1.45% (p=0.09), 증상을 동반
한 궤양 발생률이 2.08% 대 3.54% (p=0.02)로 나타났다.
하지만 aspirin 복용군을 따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각각
2.01% 대 2.12% (p=0.92) 그리고 4.70% 대 6.00%
(p=0.49)로 나타나 아스피린 복용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32)

없었다 . 이에 따라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있어
celecoxib의 위장관 보호효과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기 위
하여 SUccessive Celecoxib Efficacy and Safety Study-1
(SUCCESS-1)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저용량의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관절염 환자의 치료
를 위해 celecoxib 복용군(100 또는 200 mg을 하루 두번
복용)과 비선택적 소염진통제 복용군(diclofenac 50 mg

혈의 위험도가 높다는 것이 비선택적 소염진통제 사용과
37)

하루에 두 번 혹은 naproxen 500 mg 하루 두번 복용)의

관련된 궤양의 특징이다 (Table 2). 이러한 비선택적 소

12주 치료 후 상부 위장관 궤양 및 합병증의 발생 빈도를

염진통제의 위장관계 합병증을 피하기 위해선 위험인자를

조사한 결과 각각 궤양 합병증 발생률이 0.8% 대 1.6%

알고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Table 3). 특히 H. pylori

(p=1.00), 증상을 동반한 궤양 발생률이 2.4% 대 6.6%

감염의 경우 소염진통제와 별도로 위험도를 높이기 때문

(p=0.23)로 나타나 전체적인 수에서는 celecoxib 복용군

에 H. pylori감염률이 높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더욱

에서 상부 위장관 합병증의 낮은 유병률을 보였지만 통계

주의를 요한다. 예방을 위해선 비선택적 소염진통제의 용

33)
학적인 차이는 없었다 . 아스피린 복용과 관련된 celecoxib

량을 줄이거나, 프로톤펌프 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의 대규모 역학조사에서 위장관계 합병증과 관련된 비선

를 함께 복용하거나 COX-2 선택적 소염진통제를 사용하

택적 소염진통제의 입원율을 1로 보았을 때 celecoxib군은

면 된다. 참고로 비선택적 소염진통제의 서방형(delayed

위험비율(hazard ratio)이 0.41 (95% confidence interval

release preparation) 혹은 장용제(enteric coated tablet)와

(CI) 0.33∼0.50)로 나타났으며 celecoxib와 아스피린을

같은 것은 위에서 약제들의 방출이 적기 때문에 소화불량

동시에 복용하는 군의 위험비율은 비선택적 소염진통제와

을 줄일 순 있지만 위장관 궤양은 막지 못하는데, 이는 궤

아스피린을 동시에 복용하는 군과 비교하였을 때는 위험

양과 관련된 비선택적 소염진통제의 영향은 위장관 속에

25)
비율이 0.62 (95% CI 0.48∼0.80)로 모두 낮게 나타났다 .

서 방출된 약물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혈중에 흡수된 약물

특히 비선택적 소염진통제와 연관된 위장관계 합병증 병

성분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력이 있는 환자에서 celecoxib의 복용은 비선택적 소염진

COX-2 선택적 소염진통제의 안전성과 관련된 가장 큰
특징은 비선택적 소염진통제와 비교하여 위장관계 합병증
5,17,25,32,33)

통제와 프로톤펌프 억제제를 함께 복용하는 것에 해당하
9,16)

는 위장관 보호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

. COX-2

따라서 위장관 합병증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환자

선택적 소염진통제의 위장관계 합병증 발생 빈도를 낮춘

에서 소염진통제의 복용 특히 관절염의 급성기에 진통 작

다는 최초의 대규모 연구는 Vioxx Gastrointestinal Out-

용과 관절 증상 완화를 위해 소염 작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come Research (VIGOR)이다. 이 연구에서 Rofecoxib군

비선택적 소염진통제의 경우 프로톤펌프 억제제를 함께

의 위장관계 합병증의 발생 빈도는 naproxen군에 비해 절

복용하거나 COX-2 선택적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이

의 발생 빈도를 크게 낮춘다는 점이다

5)

반 이하로 나타났다(p＜0.001) . Celecoxib Long-term

안전하겠다. 물론 위험인자 여부와 관계없이 COX-2 선택

Arthritis Safety Study (CLASS)는 관절염 환자의 치료를

적 소염진통제를 6개월 이상 장기 복용이 필요할 때에는

위해 celecoxib와 비선택적 소염진통제(diclofenac and

프로톤펌프 억제제와 함께 복용토록 해야 하며 특히 최근

ibuprofen)의 장기 복용 시 상부 위장관 궤양 및 합병증의

에 궤양 출혈 병력이 있거나 여러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

발생 빈도를 조사한 연구로서 6개월 치료 후 각각 궤양

에게서는 프로톤펌프 억제제의 복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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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혈관 내 용적의 변화에 의해 조절되며10), COX-2
억제는 일시적으로 소변으로의 sodium의 배설을 감소시켜

골관절염 치료에서 소염진통제의

6,29)

심혈관계 안전성

혈압의 상승을 유도할 수도 있다

. 신독성과 관련하여

COX-2 선택적 소염진통제는 비선택적 소염진통제와 비
위에서도 기술했듯이 COX-2 선택적 소염진통제는

슷하며 신 기능부전(renal insufficiency), sodium 저류에

TxA2와 PGI2의 불균형을 만들기 때문에 혈전성 질환(급

따른 고혈압, 말초 부종(peripheral edema), 고칼륨혈증

성심근경색, 불안정성 협심증, 급사, 중풍 )의 위험을 높일

및 신유두 괴사(papillary necrosis)를 야기할 수 있다.

수 있다. COX-2 선택적 소염진통제의 혈전성 질환의 위
험이 처음 보고된 것은 VIGOR 연구이며 rofecoxib 군에

골관절염의 치료에서 COX-2 선택적

서 naproxen군에 비해 혈전성 질환(주로 급성심근경색)이

소염진통제의 임상적 이용

발생이 5배 높게 나타났으며 Adenomatous Polyp Prevention
on Vioxx (APPROVe) study에서 다시 한번 혈전성 질환

증상을 동반한 골관절염 환자의 치료에 있어 일차약제

의 위험도가 확인되어 결국 rofecoxib는 시장에서 퇴출되

로 쓰이는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에 반응이 없

5,7)

게 되었다 .

을 때 특히 관절염의 급성기에는 소염작용을 통한 관절

하지만 Celecoxib의 경우 많은 연구에서 celecoxib는 심혈
2,18,32,34,44)

증상의 완화를 위해 소염진통제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소

.

염진통제를 처방할 때에는 환자의 나이, 아스피린과 같은

CLASS 연구에서 celecoxib과 비선택적 소염진통제(ibu-

이미 복용 중인 다른 약물, 위장관계 및 심혈관계 상태 및

profen과 diclofenac)사이에서 혈전성 질환의 유병률에 있

동반질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골관절염의 환자

어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Prevention of Colorectal

들은 대부분 고령이며 위장관 합병증의 위험인자를 가지

Sporadic Adenomatous Polyps (PreSAP)연구에서는 위약

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위장관계 합병증의 위험

(placebo)군과 비교해서도 혈전성 질환의 유병률에 있어

이 높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COX-2 선택적 소염진통

관계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다

2,32)

. 울혈성 심부전 발생과 관련하여

제는 현재 위장관계 합병증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거나

입원율을 조사한 대규모 역학조사에서도 celecoxib는 비선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8)

택적 소염진통제 복용군에 비해 증가하지 않았으며

급

할 수 있는 경구 치료 약제이다.

성 심근 경색의 환자-대조군 연구에서도 celecoxib는 아무

COX-2 선택적 소염진통제의 통증 억제 효과는 비선택

것도 복용하지 않는군, ibuprofen군, naproxen군과 비교해

적 소염진통제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슬관절과 고

서 어떠한 군과의 비교에서도 상대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

관절의 골관절염의 치료에 관한 COX-2 선택적 소염진통

34)

다 .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이 celecoxib의 심혈관질환에

제와 비선택적 소염진통제와의 비교연구에서도 COX-2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하루에 400 mg cel-

선택적 소염진통제는 효능면에서 naproxen 및 diclofenac

4)

ecoxib 복용시에는 심혈관계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 도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3,32)

등과 비슷한 임상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

골관절염의 치료 약제 선택에 있어 전통적으로 비용, 효

최근 미국 FDA의 표시제도(labeling) 표기 권장사항은

과 및 안전성 등의 이유로 아세트아미노펜이 일차 약물로

celecoxib을 포함한 다른 모든 비선택적 소염진통제 복용

사용되고, 소염진통제는 아세트아미노펜에 반응 없을 때

시 복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심혈관계 합병증의 위험성

이차 약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슬관

이 증가될 수 있음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절과 고관절의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Patient Preference
for Placebo, Acetaminophen or Celecoxib Efficacy Studies

골관절염 치료에서 소염진통제의

(PACES) 연구에서는 celecoxib가 acetaminophen에 비해

신장계 안전성

부작용은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으면서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Osteoarthritis Index (WOMAC),

COX-2는 신장에서 지속성(constitutively)으로 표현되며

visual analogue pain scale, 환자 선호도에서 보다 나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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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보이면서 celecoxib를 일차 약물로 권장하기도 하였

선택적 소염진통제가 개발되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게

23)

되었다. 수술과 관련된 통증은 수술 후 정상적으로 통증을

최근 대한슬관절학회에서 전국의 관절염 환자 2,105명

일으키지 않는 자극에도 통증이 유발되며 작은 통증 자극

을 대상으로 소염진통제를 처방받는 한국 환자들이 위장

에 비해 매우 커다란 통증이 발생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관계 질환 위험 요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지를 SCORE

있으며 이는 염증 물질이 통증에 대한 역치를 낮추기 때

다 .

12)

계산식 에 근거하여 조사한 결과, 약 51% 환자에서 고위

문이다. 따라서 수술 후 이러한 염증물질에 의한 영향을

험군에 해당하는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 전위적 통증 관리이며 이에 효과적

었다. 이들 고위험군의 약 54%에서는 위장관계 안전성이

인 약물이 바로 소염진통제이다. 여러 연구에서 수술직전

비교적 우수한 COX-2 선택적 소염진통제를 처방받아 복

에 COX-2 선택적 소염진통제의 투여가 술후 통증 악화

용 중이었으나 나머지 46%에 해당하는 고위험군 특히 아

(algesic flare)를 막는데 효과적이며 마약의 사용양을 줄

스피린 복용환자의 40%, 65세 이상환자 43%, 위장관계

여 이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며 출혈양에

합병증으로 입원병력이 있는 환자 41%, 스테로이드 복용

있어서도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어 수술 전후 통증

환자 65%, 항응고제 복용 환자 35% 에서 비선택적 소염

조절에 COX-2 선택적 소염진통제는 매우 유용하다고 생

진통제를 복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위장관

각된다

26,27)

.

계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관절염 환자에게 소염진통제 처

다면적 통증 관리(multimodal analgesia)는 통증 관리에

방시 위장관계 합병증 관련 위험요인이 있는 지 여부를

있어 두 개 이상의 약제를 이용하여 약제들 간의 균형을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약을 처

통해 부작용은 줄이면서 최적의 통증 조절은 한다는 것이

방받는 환자들에게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

다. 다면적 통증 관리 측면에서 소염진통제와 마약성 진통

다고 생각된다.

제, 국소 마취제등이 동시에 사용될 수 있으며 ketamine
과 같은 NMDA-수용체 길항제 등도 중추성 감작(central

골관절염의 수술적 치료 시의 통증 관리에서

sensitization)을 줄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비선택적 소

COX-2 선택적 소염진통제의 임상적 이용

염진통제의 경우 혈소판 및 위장관에 영향을 미치므로 수
술 부위의 출혈 및 혈종발생과 함께 위장관 궤양의 발생

과거 COX-2 선택적 소염진통제의 역할은 만성통증 치

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수술과 관련하여 사

료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이에 따른 장기복용에 따른 합

용에 제한이 있으나 COX-2 선택적 소염진통제의 경우 이

병증 여부가 중요하였지만, 급성통증의 치료에도 그 효능

러한 영향이 적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안전하게 사용이

이 밝혀지면서 COX-2 선택적 소염진통제의 역할도 급성

가능하다

20,22)

26,28)

. Huang YM 등은 전향적 무작위적 연구를

. 최근에는

통해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는 환자들을 두 군으로 나누어

통증 기전에 대한 이해와 함께 통증 관리에 대한 근본 이

자가통증조절장치(patient controlled analgesics)만으로 술

론체계가 변하면서 수술 후 통증 관리에 있어서 전위적

후 통증조절 하는 군과 자가통증조절장치와 함께 celecox-

통증 관리와 다면적 통증 관리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

ib를 수술 한시간 전에 400 mg을 투여하고 수술 후 5일동

게 되면서 COX-2 선택적 소염진통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

안 celecoxib 200 mg을 12시간 간격으로 투여하는 군을

해지고 있다.

비교하였다. 그 결과 celecoxib를 투여한 군에서는 그렇지

통증 및 술후 통증 관리에까지 확대되었다

전위적 통증 관리(preemptive analgesia)는 통증이 있기

않은 군에 비해 마약성 진통제의 요구량이 40%정도 감소

전에 통증 관리를 한다는 개념으로 이의 이론적 배경은

(p=0.03)하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지만 마약

바로 염증 물질에 의한 중추와 말초의 감작 (central and

성 진통제의 부작용인 오심과 구토증상도 15%정도 감소

peripheral sensitization)이 일어나면 통증의 악화 및 비정

하였다. COX-2 선택적 소염진통제와 아세트아미노펜의

46)

14)

상적인 통증이 유발된다는데 있다 . 사실 이러한 개념은

상호상승효과(synergic effect)도 보고되고 있어

COX-2

50년 전에 이미 등장하였으나 비선택적 소염진통제가 수

선택적 소염진통제가 앞으로 술 후 통증관리에 더욱 도움

술후에 미치는 부작용 때문에 주목받지 못하다가 COX-2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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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6.

소염진통제는 항염작용, 진통작용, 그리고 해열작용으로
인하여 골관절염 환자의 치료에서 급성 통증 및 만성 염

7.

증 관리를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COX-1과 COX-2 효
소 억제의 선택성에 따라 비선택적 소염진통제와 COX-2
선택적 소염진통제로 구분되며, 소염 및 진통효과는 비슷
하나 부작용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비선택적 소염진

8.

통제의 경우 위장관계에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
며, COX-2 선택적 소염진통제는 비선택적 소염진통제와
비교하여 위장관계 합병증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심혈관

9.

계 위험성은 COX-2 선택적 소염진통제에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COX-2 선택적 소염진통제의 선택성 정
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골관절염의 급성기에는 소염작용
을 통한 관절 증상 완화를 위해 소염진통제의 사용이 필

10.

수적이며, COX-2 선택적 소염진통제의 경우 혈소판에 미
치는 영향이 적어 수술을 앞둔 골관절염 환자의 수술 전
후 통증 조절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소염진통제를

11.

처방할 때에는 환자의 나이, 아스피린과 같은 이미 복용
중인 다른 약물, 위장관계 및 심혈관계 상태 및 동반질환
등을 고려하여 처방한다면, 골관절염 환자의 치료에서 유

12.

용하면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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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NSAID; 이하 소염진통제)는 항염작용,
진통작용, 그리고 해열작용을 가진 약물로서 급성 통증 및 만성 염증 관리를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소염진통제의 작용기전은 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의 생성 억제이며 프로스타글란딘은 주로
생리작용을 담당하는 COX-1과 염증반응을 매개하고 있는 COX-2 효소에서 생성되는데, 이들 효소의
선택성에 따라 소염진통제는 비선택적 소염진통제(non-selective NSAID)와 COX-2 선택적 소염진통제
(COX-2 selective NSAID)로 구분한다. 비선택적 소염진통제와 COX-2 선택적 소염진통제의 소염 및 진통
효과는 비슷하나, 비선택적 소염진통제의 사용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COX-1에 억제에 따른 위장관계
에 미치는 다양한 합병증이며, COX-2 선택적 소염진통제는 비선택적 소염진통제와 비교하여 위장관계
합병증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심혈관계 위험성은 COX-2 선택적 소염진통제에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COX-2 선택적 소염진통제의 선택성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골관절염의 급성기에는 소염작용
을 통한 관절 증상 완화를 위해 소염진통제의 사용이 필수적이나, 소염진통제를 처방할 때에는 환자의
나이, 아스피린과 같은 이미 복용중인 다른 약물, 위장관계 및 심혈관계 상태 및 동반질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COX-2 선택적 소염진통제의 경우 혈소판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수술을 앞둔 골관절염
환자의 수술 전후 통증 조절을 위해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색인 단어: 소염진통제, COX-2 선택적, 골관절염, 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