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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ooxygenase-2 Inhibitor의 주술기 사용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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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비정상적으로 과장된 염증 반응이건 간에,
이에 관여하는 특이성 화학 매개 인자들은 염증 과

Prostaglandins의 합성과 약리학적 특징

정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며, histamine과 5-hydroxy수술을 포함한 물리적인 외상, 유해한 화학 물질,

tryptamine 같은 아민류, 프로스타글란딘류(prostag-

혹은 미생물학적 약제 등이 초래하는 염증 반응은

landins, PGs) 같은 지질류, bradykinin 같은 작은 펩

조직 손상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며 보통 치료받고

타이드류, IL-1 같은 큰 펩타이드들이 포함된다. PGs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소실된다. 정상적이든

들은 섭취한 음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필수 지방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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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iosynthesis of products of arachidon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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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활성화된 세포막에서 떨어져 나온 20개의 탄소로

모든 PGs는 작용제 특이 수용체와 결합하고2) G

구성된 arachidonic acid로부터 합성된다(Fig. 1). 많은

protein을 경유하여 adenylyl cyclase를 억제하거나 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들(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성화하든지 phospholipase C를 활성화하든지 하는 두

drugs, NSAIDs)은 PGs의 합성을 억제함으로써 항염,

가지 방법으로 세포 내 신호 전달을 하여 각종 약리

1)

Arachidonic acid는 세

작용을 나타낸다(Table 1). 각 장기별 약리 작용을

포막의 인지질의 구성 성분으로 주로 phosphatidyl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혈소판에 대하여 TXA2

다른 복합 지질로 존재하며, cyclooxygenase (COX)와

는 새로운 혈소판 동원을 촉진하는 반면 PGI2는 이

해열, 진통 작용에 관여한다.

lipoxygenase의 두 가지 경로로 합성된다(Fig. 2). 재

에 대한 길항 작용을 하게 되어 결국 혈관벽-혈소판

미있는 점은 각 장기에 포함되어 있는 합성 효소의

상호작용과 혈전 형성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게 한

양과 효소를 활성화 형태로 만드는 보체의 유무에

다.3,4) 심혈관계에서 PGI2, PGE2, LTC4, LTD4 등은

따라서, 그 조직에 우선적으로 생합성 되는 PGs의

혈관 평활근을 이완함으로써 강력한 혈관 확장 작용

종류가 달라지고 생체 내 작용이 결정된다고 하겠

을 하며 이에 반하여 TXA2, PGF2α는 사람의 폐동정

다. 즉 혈소판에는 thromboxane synthase가 주된 효소

맥, 혈관 평활근 등에서 혈관 수축을 담당한다.5) 혈

이고 혈관 내피 세포벽에는 prostacyclin synthase가

액에서 LTB4는 염증 반응 시 강력한 화학 주성 물

주된 효소이며, 폐와 비장에는 각종 효소들이 고르

질로 작용하면 특히 중성구의 혈관 내피 세포 흡착

게 분포되어 있는 것 등이 그 예이다. 따라서 혈전

과 이동을 유발한다.6) 자궁근에서와 마찬가지로 기

색전증 예방 목적으로 소량(하루 60-80 mg)의 아스

관지 평활근에서 PGE2, PGI2는 확장을, LTC4, LTD4,

피린을 사용했을 때, 표적 장기인 혈소판에서 아스

TXA2, PGF2α 등은 수축을 유발한다. 위에서 PGI2과

피린이 COX-1 효소의 serine 530 부위에 비가역적인

PGE2는 음식 섭취, histamine, gastrin 등에 의해 촉진

아세틸화를 일으킴으로써 혈구응집 억제가 일어난

되는 위산 분비의 양, 산도, 위액 내의 펩신의 함유

다. 그런데 혈소판에는 핵이 없으므로 효소의 재생

량 등을 감소시키며, 특히 PGI2는 점액의 분비를 증

산이 불가능하게 되어, 결국 혈소판 생존 반감기인

가시키고 다른 PGEs류와는 달리 위점막의 혈관 확

8-11일 동안 지속되는 항혈전 효과를 얻을 수 있게

장을 일으켜 위 보호 효과를 주며 설사를 일으키지

되는 것이다.

않으므로 위궤양 환자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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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hibitors of biosynthetic pathways of prostagland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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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Prostaglandin (PG) Receptors
ꠧꠧꠧꠧꠧꠧꠧꠧꠧꠧꠧꠧꠧꠧꠧꠧꠧꠧꠧꠧꠧꠧꠧꠧꠧꠧꠧꠧꠧꠧꠧꠧꠧꠧꠧꠧꠧꠧꠧꠧꠧꠧꠧꠧꠧꠧꠧꠧꠧꠧꠧꠧꠧꠧꠧꠧꠧꠧꠧꠧꠧꠧꠧꠧꠧꠧꠧꠧꠧꠧꠧꠧꠧꠧꠧꠧꠧꠧꠧꠧꠧꠧꠧꠧꠧꠧꠧꠧꠧꠧꠧꠧꠧꠧ
Receptor
Platelet
Smooth m. tone
Natural agonist
G protein
2nd messenger
subtype
aggregatio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DP
+/PGD2
Gs
cAMP (↑)
EP1
+
PGE2
Gq (?)
Ca2+; IP3/DAG(?)
EP2
PGE2
Gs
cAMP (↑)
EP3
+
PGE2
Gi, s, q
cAMP (↑/↓); IP3/DAG/Ca2+
EP4
PGE2
Gs
cAMP (↑)
Gq
IP3/DAG/Ca2+
FP
+
PGF2α
IP
PGI2 (PGE1)
Gs
cAMP(↑)
TP
+
+
TXA2, PGH2
Gq
IP3/DAG/Ca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his table lists the major classes of prostanoid receptors and their biochemical and functional characteristics.
Different splice variants exist for the EP3 and TP (Narumiya et al., 1999; Austin and Funk, 1999). Stimulation is
indicated by a +, while inhibition is indicated by a -. cAMP: adenosine 3, 5-monophosphate (cyclic AMP): IP3:
inocitol-1,4,5-triphosphate, DAG: diacylglycerol.

에서 PGE2와 PGI2는 이뇨, 나트륨뇨증, 칼륨뇨증을

조약물이다. 그러나 아스피린을 포함한 기존 대부분

유발하며 신피질을 자극하여 rennin의 분비를 증가시

의 NSAIDs는 목표로 하는 약리 효과인 해열, 진통,

키고, TXA2는 신혈류량을 감소시킨다. PGE2는 직접

항염 작용이 있는 혈중 농도의 범위 내에서 위자극

적인 발통 물질일 뿐 아니라 PGI2, LTB4 등과 함께

이 강하고(Fig. 3) 환자의 15%에서 불내성을 보이는

구심성 신경 섬유인, polymodal C 섬유 말단의 통각

단점이 있다. 그러나 선택적인 COX-2 억제제가 발

에 대한 역치를 감소시켜 과감작반응을 일으키며 염

견된 이 후부터는8) 항염 작용에 있어서 역가가 더

증성 통증과 신경병증성 통증에 모두 관여하는 매개

높고 NSAIDs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위자극이 적으면

6)

PGE2는 강력한 osteolytic

서 작용 시간이 길어 덜 자주 복용해도 된다는 장점

activity를 가지고 있으며 갑상선 선암, 신장 세포 선

으로 주술기뿐 아니라 근골격계 만성 통증 치료에

암, 유방암 등에서 과칼슘혈증을 동반하면서 수치가

새로운 COX-2 억제제가 많이 개발되어 사용되어 왔

증가되므로 암의 뼈전이나 혈관성 전이를 예측할 수

다. 기존의 COX 억제제들을 포함하여 흔히 사용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와 맥락을 같이 해서 역

는 NSAIDs의 COX-2 선택성의 정도를 50% 억제 농

으로 COX-2 억제제를 사용한 경우 암분화와 혈관

도(IC50)의 비로 표현하면 Table 2와 같다.

전이의 억제가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다. 결장암의

값이 작을수록 COX-2 선택성이 강한 NSAIDs이다.

물질로 잘 알려져 있다.

9)

비 계산

경우에는 COX-2 억제제를 예방적으로 사용해 온 환

기존의 NSAIDs 중 유럽에서 주로 사용되던 meloxicam

자들에서 병의 경과가 지연되거나 가족성 결장 용종

과 nimesulide는 COX-2 선택성이 강한 것으로 드러

증후군 환자들에서 aspirin을 예방적으로 사용했을

났다.

때 이환율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었다는 보고들이
7)

COX-2는 COX-1의 이종 동형 효소로 COX-1과는
달리 주로 염증 부위에 국한해서 serum factors, cyto-

있다.

kines, growth factors 등에 의해 유도되는 유도성 효

COX-2 억제제와 COX-1 억제제

소이고 dexamethazone에 의해 억제된다.8,10) 유도성이
며 위장관계에 상존하지 않으므로 비선택적인 COX

NSAIDs는 해열, 진통, 항염증 작용면에서 다른 화

억제제에 비해 위염, 위궤양 등의 독성이 적어 COX-2

학적 유사성이 없는 제제들의 통칭이며 주로 COX

억제제가 각광받아 왔다.11-14) COX-2도 모두 유도성

를 억제함으로써 작용하고 아스피린이 이 그룹의 원

인 것은 아니고 일부 신장이나 뇌에는 상존하고 있

4 정맥마취：제 10 권 제 1 호 2006

Fig. 3. NSAIDS: pharmacologic effects and general complication.

혈 이상이 적게 생기는 선택적인 COX-2 억제제를

Table 2. COX-2 Selectivity of NSAIDs
ꠧꠧꠧꠧꠧꠧꠧꠧꠧꠧꠧꠧꠧꠧꠧꠧꠧꠧꠧꠧꠧꠧꠧꠧꠧꠧꠧꠧꠧꠧꠧꠧꠧꠧꠧꠧꠧꠧꠧꠧꠧꠧꠧꠧ
Cox-1 IC50 COX-2 IC50 IC50 ratio
Drugs
(μM)
(COX-2/1)
(μM)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onselective COX inhibitors
Piroxicam
0.0005
0.3
600
Aspirin
1.67
278
166
Indomethacin
0.028
1.68
60
Ketorolac
0.00001
0.00007
7
Ibuprofen
12
80
6.7
Diclofenac
1.57
1.1
0.7
COX-2 inhibitors
Meloxicam
4.8
0.43
0.09
Nimesulide
9.2
0.52
0.06
Celecoxib
6.3
0.96
0.15
Rofecoxib
18.8
0.53
0.028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사용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18-23) 또한 주술기는
관절염이나 만성 통증의 치료 시와는 달리, 보통 4
주 이내에 완결되며 실혈, 체내에서의 수액의 이동,
감염의 위험, 혈전증, 함께 투여되는 마취제, 진통제,
항응고제, 항생제 등과의 상호작용이 예상되는 시기
이므로 주술기의 COX-2억제제의 사용은 이러한 관
점에서 다른 상황들과 분류되어 고려해야 하는 점이
있다. 다른 NSAIDs와 마찬가지로 COX-2 억제제의
사용시에도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fixed dosing schedule”로 술 전부터 시작해서 퇴원 후의 기간까지 연
장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루에 2
회, celecoxib는 경구로 400-800 mg, parecoxib는 정
주나 근주로 보통 20-40 mg 투여하게 된다.24) 한편
일반적으로 NSAIDs를 사용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그대로 COX-2 억제제에도 적용된다. 70세
이상 고령의 환자는 피하는 것이 좋고, 위궤양이나
위염의 증상이 나타나면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다.

15-17)

COX-1, COX-2의 차이는 Table 3에 기술되어

있다.

바람직하다. 정상인이었던 경우는 콩팥 기능에 영향
을 미치지 않으나 울혈성 심부전이나 만성 신부전증
환자로서 장기 복용한 경우에는 신장의 유두 괴사와

주술기 COX-2 억제제의 사용 시 용량 및 주의할 점

25)

만성 간질성 신장염이 나타나기도 한다.

출혈 경

향이 있거나 항응고제, 스테로이드, 다른 NSAIDs를
수술 후 급성기에는 염증성 통증의 억제가 필요한

사용한 경우에도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시기이므로 오심, 구토, 진정, 호흡 억제 등의 부작

COX-1 억제제와 COX-2 억제제의 부작용에 있어

용이 심한 마약성 진통제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

서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대표적인 COX-2 억제

다 NSAIDs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제인 celecoxib의 경우, 400 mg을 투여하게 되면 투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위장 장애가 적고 지

여 즉시 80% 정도 PGI2의 억제가 일어나면서 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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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between COX-1 and COX-2
ꠧꠧꠧꠧꠧꠧꠧꠧꠧꠧꠧꠧꠧꠧꠧꠧꠧꠧꠧꠧꠧꠧꠧꠧꠧꠧꠧꠧꠧꠧꠧꠧꠧꠧꠧꠧꠧꠧꠧꠧꠧꠧꠧꠧꠧꠧꠧꠧꠧꠧꠧꠧꠧꠧꠧꠧꠧꠧꠧꠧꠧꠧꠧꠧꠧꠧꠧꠧꠧꠧꠧꠧꠧꠧꠧꠧꠧꠧꠧꠧꠧꠧꠧꠧꠧꠧꠧꠧꠧꠧꠧꠧꠧꠧ
COX-1
COX-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pression
Constitutive isoform
Inducible isoform
Stimulus
Nonspecific humorals
Cytokines, tumor promotors, endotoxins, growth factors
Distribution
Most normal cells & tissue
Consititutive in kidney, brain not in the stomach
GI tracts, platelet, kidney
Aspirin block
Serine 530 acetylation
Serine 516 acetylation
Concentration
2-3 fold increase
10-18 fold increase
Function widely
Housekeeping role homeostasis
Early inflammatory stage extravasation, pain, fever,
in GI mucosal protect renal
homeostasis in renal medulla, brain
function platelet aggregation
bone metabolism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able 4. Differences of Side Effects between COX-1
Inhibitors and COX-2 Inhibitors
ꠧꠧꠧꠧꠧꠧꠧꠧꠧꠧꠧꠧꠧꠧꠧꠧꠧꠧꠧꠧꠧꠧꠧꠧꠧꠧꠧꠧꠧꠧꠧꠧꠧꠧꠧꠧꠧꠧꠧꠧꠧꠧꠧꠧꠧ
COX-1
COX-2
Side effects
inhibitors inhibitor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GI ulceration and intolerance
Yes
No
Inhibition of platelet aggregation
Yes
No
Inhibition of infuction of labor
Yes
Yes
Alreations in renal function
Yes
Yes
Hypersensitivity
Yes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arecoxib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2001년도 미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의 검증에 따르
면 수술 후 parecoxib를 사용하는 것이 만족할 만한
진통 작용을 보일지는 모르나 아직 valdecoxib의 경
우처럼 관상동맥 치환술을 받은 환자에 있어서는 대
조군과 비교하여 그 안정성에 불확실한 점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어서 FDA 공식 문서상(FDA Medical
officer review: Parecoxib NAD 21-294. ＜http://www.
fda/gov/cder/drug/＞. Assessed September 21, 2005) 다
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the adverse event profile of parecoxib was generally worse than that of placebo in this trial. Although
26)

이는 rof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the number of

coxib 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혈소판 응집의 주

death, myocardial infarctions, cerebrovascular accidents,

된 저해제인 PGI2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TXA2/PGI2의

pulmonary embolisms, along with the renal and pul-

비율이 커지게 되고 생체 내는 응고성 경향으로 전

monary complications were also numerically more fre-

환되게 되며, 따라서 수술 후에 생리적으로 강화된

quent for parecoxib during this IV dosing period than

응고 경향을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placebo. In fact, during the entire study period, the

판 응집력이 강화된다는 보고가 있으며

Ⓡ

2004년 11월, COX-2 억제제인 Merck사의 Vioxx

incidence of these clinically adverse relevant events

(rofecoxib)가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을 초래한 예가

associated with parecoxib/valdecoxib was statistically

발생함에 따라 회수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

significantly different than placebo. Similarly, during

해 결장암, 대장암, 유방암, 알쯔하이머병 등에 대한

the entire study period, more patients in the parecoxib/

예방 및 치료 효과마저 있다고 알려져 주목 받고 있

valdecoxib versus the placebo group withdrew from the

던 COX-2 억제제 전반에 대하여 타격이 가해졌

study due to adverse events.···”

다.

27,28)

그 이후부터 다른 COX-2 억제제들에 대한

Parecoxib의 경우도 심근경색, 심정지, 뇌경색, 폐
29)

부작용의 보고의 예가 급증하고 있다. Valdecoxib의

색전증 등의 부작용이 있고

정주 가능한 전구체로서 주술기에 사용이 가장 흔한

술 부위 감염률이 더 높다는 보고가 있다.

그 대조군에 비해 수
30)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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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0월, European Medicines Evaluation Agency
(EMEA)의 공식 선언문에 의하면 parecoxib 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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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최단 기간 동안 최소 유효 용량을 투여하고 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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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Unresolved questions regarding the utility of COX2 inhibitors for postoperative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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