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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w?

새로운 COX-2 억제제
한양대학교 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내과

김 담·성윤경

New COX-2 Inhibitors
Dam Kim and Yoon-Kyoung Sung
Department of Rheumatology, Hanyang University Hospital for Rheumatic Diseases, Seoul, Korea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NSAIDs) are commonly used to treat pain and inflammation. There are two kinds of
NSAID classified according to the selectivity of COX-2 inhibition: non-selective NSAIDs and cyclooxygenase (COX)-2 inhibitors.
Non-selective NSAIDs have a high incidence of gastrointestinal and bleeding-associated adverse events, while COX-2 inhibitors
are safer in terms of these events. However, COX-2 inhibitors are thought to cause increased cardiovascular events. The COX-2 inhibitors rofecoxib and valdecoxib were withdrawn from the market over safety concerns. Three COX-2 inhibitors are now available
in South Korea after the recent approval of etoricoxib and polmacoxib for osteoarthritis patients. After reviewing the history of and
recent studies about the safety of COX-2 inhibitors, physicians should find new uses for old drugs.
(Korean J Med 2016;91:25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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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을 가진 약제인 스테로이드제와 구별하기 위함이었다. 치료
제로서 최초로 사용된 스테로이드제인 코티손(cortisone)은

비스테로이드 소염제(non-steriodal anti-inflammatory drugs,

미국의 의사인 Phillip Hench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 사용

NSAIDs)는 통증과 발열을 동시에 감소시킬 수 있는 약으로

하여 획기적인 효과를 보여 1950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서, 고용량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항염증 작용도 함께 나타낼

수상하여 각광을 받았으나, 장기 사용시의 부작용으로 인해

수 있는 약제이다. 최초의 NSAIDs라 할 수 있는 성분은 살리

우려가 깊어지던 시점이었다. 이후로 현재까지 20여 가지의

실산염(salicylate)으로서 1700년대 후반에 발견되었고, 1950

NSAIDs가 개발되었으며, 이부프로펜(ibuprofen) 및 나프록센

년대에 들어서 페닐부타존(phenylbutazone)이 비살리실산염

(naproxen) 등 일부 NSAIDs는 약국에서 의사의 별도 처방 없

의 NSAIDs로서 개발되었다. NSAIDs라는 용어는 1960년대

이 구매할 수 있는 일상 속의 상비약이 되었다.

에 처음 사용되었는데, 이는 또 하나의 강력한 항염증 작용

이렇듯 NSAIDs가 우리의 일상에 매우 가까이에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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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게 되자 약제의 유해 반응(adverse effect)과 다른 약물

을 이루었다. 그러나 COX-2 억제제는 심혈관계 안전성에 대

과의 상호 작용(drug interaction)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

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본론에서는 COX-2 억제제

고, 유해 반응을 최소화하고 효과는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

의 개발 경과 및 승인 상황 그리고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NSAIDs의 작용기전은 사이클

COX-2 억제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로옥시제나제(cyclooxygenase, COX)를 억제하여 아라키돈산

한다.

(arachidonic acid)이 프로스타클란딘(prostaglandin), 프로스타

본

사이클린(prostacyclin), 트롬복산(thromboxane)으로 변환되는

론

것을 막음으로써 염증을 조절하게 된다(Fig. 1) [1]. 이러한
COX는 COX-1과 COX-2로 나눌 수 있으며, COX-1은 대부분

COX-2 억제제의 개발 경과 및 승인 상황

의 조직에 발현되며 정상적인 세포 작용을 유지하는데 관여

COX-2 억제제의 개발은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

함으로써 위장 점막의 보호, 혈관의 항상성, 혈소판의 응집,

반에 걸쳐 전 세계 거대 제약사가 각자의 사활을 걸고 임한

신장 기능 유지와 같은 항상성 유지 기능을 담당한다[2,3].

분야이다. 1998년에 세레콕시브(celecoxib)를 주 성분으로 하

이에 비해 COX-2는 정상적으로는 거의 검출되지 않다가 유

는 쎄레브렉스(celebrex®, Pfizer, New York, NY, USA)가 미국

해한 자극에 대한 염증 반응으로 국소적으로 빠르게 유도된

FDA의 승인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1999년에는 로페콕시브

다[2,3]. 기존의 NSAIDs는 COX-1과 COX-2 모두에 작용하는

(rofecoxib)를 주 성분으로 하는 바이옥스(Vioxx®, Merck,

비선택적 NSAIDs이기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는 COX-2에만

Kenilworth, NJ, USA) 그리고 2001년에는 발데콕시브(valde-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COX-2 억제제에 대한 개발이 활발히

coxib)를 주성분으로 하는 벡스트라(Bextra®, Pfizer, New

이뤄지게 되었다. NSAIDs의 흔한 부작용인 위장 출혈이나

York, NY, USA)가 승인을 받아 사용이 시작되었다. 이외에

출혈 경향은 COX-1의 억제 작용으로 인한 유해 반응으로서

도 주사제로서 발데콕시브의 전약단계인 파레콕시브(pare-

COX-2 억제제의 출현은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획기적 개선

coxib)를 주 성분으로 하는 다이나스타트(Dynastat®, Pfizer,

Figure 1. Mechanism of action of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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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NY, USA)와 COX-2 선택성을 강화한 에토리콕시
®

자에 대해 1회 30 mg의 용량으로 승인되어 우리나라의

브(etoricoxib)를 주 성분으로 하는 알콕시아(Arcoxia , MSD,

COX-2 억제제는 두 가지로 선택지가 늘어났다(Table 1). 국

Espoo, Finland)가 개발되어 활발한 임상 시험을 통해 일반

내에서만 승인된 약제로 폴마콕시브(polmacoxib) 성분의 아

사용이 임박한 상황이었다.

셀렉스(acelex®, CrystalGenomics, Seoul, Korea)가 골관절염

그러나 2004년도 COX-2가 발병에 작용하는 대장암 환자

환자에서 세레콕시브와 유사한 효과와 심혈관계 안전성을

의 발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인 대장선종에 대한

갖는 것으로 승인되어 있으나, 대규모의 안전성 연구는 수행

대한 COX-2 억제제의 예방 효과를 확인한 임상 시험에서 로

되지 못한 상태이다.

페콕시브의 사용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의 발생 증가가 확인
됨으로 인해 로페콕시브는 전 세계 시장에서 철수되었다[4].

COX-2 억제제의 장점

뒤이어 발데콕시브 역시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증가로 인해

특정한 약제의 효과와 유해 반응을 관찰하는데 있어 매우

2005년 4월 미국과 영국 시장에서 철수하였고[5], 석연치 않

중요한 방법이 무작위 임상 시험(randomized clinical trial)이

은 근거를 바탕으로 파레콕시브도 미국 시장에서 승인을 받

고 이를 합성한 메타분석(meta-analysis)임은 모두가 알고 있

지 못하였다. 당시 한국에서는 세레콕시브와 로페콕시브를

다. 특히 핵심 질문을 구성하는 4요소를 PICO라고 하는데,

주 성분으로 하는 두 가지 약제가 승인되어 있었는데, 당시로

participants (P), intervention (I), comparator (C) 그리고 out-

서는 고가의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

come (O)이다. 즉, 4가지 중 어느 것이라도 달라질 경우 그

가하는 상황이었다. 이는 NSAIDs의 위장관 예방을 위한 양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수술 후 통증 조절을 위

자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의 사용이 철저히 통제되

한 약제로서 유효하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골관절염에 효

고 있던 당시에는 COX-2 억제제의 등장은 의사와 환자 모두

과가 있는 것이 아니며, 골관절염 환자에서 안전하다고 해서

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 만큼 로페콕시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서 안전한 것이 아니다. 각각의 환자

브의 시장 철수는 의사 입장에서는 매우 큰 충격이었고, 의사

군이 갖는 효과 지표와 유해 반응의 발생 위험은 다르기 때

-환자 간의 신뢰를 깨트릴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한

문이다. 따라서 승인 질환과 용량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편, 동일한 COX-2 억제제인 세레콕시브에 대한 의구심을 떨

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종설은 주로 관절염에

치지 못했던 의사와 환자는 이의 사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초점을 둔 임상 시험 및 메타분석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이론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항염 및 통증 완화 효과

그런 분위기에서 새로운 COX-2 억제제가 국내외적으로

COX-2 억제제의 가장 큰 장점은 비선택적 NSAIDs와 비교

승인되기는 힘들었고, 새로운 임상 시험 또한 모두 중지되었

하여 월등히 적은 위장관계 출혈 위험을 보이는 동시에 동등

다. 루미라콕시브(lumiracoxib)는 미국에서 승인되지 못하였

한 항염 효과 및 통증 완화 효과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고, 호주에서는 심혈관계 유해 반응이 아닌 간독성으로 퇴출

여러 연구에서도 증명되었는데, 세레콕시브는 다수의 임상

되었다. 에토리콕시브는 유럽에서는 승인되었지만 2007년에

시험에서 5,000명 이상의 류마티스관절염 또는 골관절염 환

미국에서는 승인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사용되지 못하고

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비선택적 NSAIDs와 비교하여 동

있다. 최근 2015년에 한국에서 에토리콕시브가 골관절염 환

등한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6-9]. 또한 세레콕시브는 강

Table 1. Approval status of COX‐2 inhibitors in Korea
Approval, yr

Indication and dosage

Others

Celecoxib

2000

Osteoarthritis, rheumatoid arthritis (200 mg/qid, or 100
mg/bid)
Ankylosing spondylitis (200 mg/qid or 100 mg/bid, up to
400 mg/day if no effect after 6 weeks of therapy)

Patent expired (2015)

Rofecoxib

2000

Not available

Etoricoxib

2015

Osteoarthritis (30 mg/tid)

Polmacoxib

2015

Osteoarthritis (2 mg/bid)

Withdraw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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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성 척추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케토프로펜

위장관 궤양의 빈도를 보였으나, 아스피린을 병용하는 환자

과 동등한 효과를 나타내었다[10]. 국내에서 새롭게 사용이

들에서는 그 빈도가 유사하게 나타나, 아스피린을 병용하는

가능하게 된 COX-2 억제제 중 하나인 에토리콕시브 역시 그

NSAIDs의 사용자는 상부 위장관 궤양에 대한 각별한 예방

효과면에서 NSAIDs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528명

및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이부프로펜(300 mg 하루 3회)

또 다른 대규모의 연구에서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688명

과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에서 에토리콕시브(30 mg 하루 1회)

을 대상으로 세레콕시브와 나프록센, 위약군을 비교하여 내

는 통증 감소와 환자의 전반적 평가 측면에서 이부프로펜과

시경으로 상부 위장관의 궤양을 확인하였다[6]. 12주간의 약

동등한 효과를 입증하였다[11]. 또한 국내의 결과에서도 골관

제 사용 후 확인한 내시경 검사에서 세레콕시브를 사용한 군

절염 환자에서 30 mg의 에토리콕시브와 200 mg의 세레콕시

에서는 위약군과 유사한 정도의 빈도로 상부 위장관의 궤양

브를 12주간 투여하여 에토리콕시브가 세레콕시브와 유사한

이 발견되었으나, 나프록센을 사용한 군에서는 월등히 높은

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하였고[12],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서

빈도로 상부 위장관의 궤양이 발견되었다.

도 90 mg의 에토리콕시브를 이용하여 류마티스관절염의 염

에토리콕시브에 대한 상부 위장관 부작용의 대규모 연구

증 조절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가교 연구도 있었다[13]. 그

도 발표되어 있다. 7,111명의 골관절염 환자들을 이용한 무작

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에토리콕시브가 골관절염 환자에

위 이중 맹검 시험에서는 에토리콕시브 90 mg 하루 한번 또

대해서 30 mg이라는 비교적 낮은 용량에 대해서만 승인이

는 디클로페낙 50 mg 하루 3번을 투여하였다[14]. 이 연구에

되었다는 것은 통증을 넘어선 염증에 대한 조절도 중요한 류

서는 위장점막 보호제와 저용량의 아스피린의 병용 투여를

마티스관절염 환자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용량의 COX-2 억제

허용하였는데, 평균 9개월의 관찰 기간 동안 에토리콕시브

제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장기 안전성에 대한 결과는 미흡하

그룹에서는 디클로페낙군에 비해 위장관계 부작용으로 인한

다는 식약처의 판단이라 생각한다.

탈락이 유의하게 적었으나, 위장관계 궤양을 포함한 위장관
계 부작용의 비율은 두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14].

위장관계 부작용의 감소

반면, 다른 대규모의 내시경적 궤양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에

비선택적 NSAIDs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위장관계 출혈이

토리콕시브군에서 궤양의 빈도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15].

COX-2 억제제에서 뚜렷이 낮은 빈도로 나타나는 것은 여러

680명의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에토리콕시브 120 mg 하루

임상 시험과 메타분석을 통해 명확히 입증이 되어 있다. 이

한번과 이부프로펜 800 mg 하루 3번, 위약군을 비교한 12주의

는 앞에서도 기술한 대로 COX-1을 억제하지 않음으로써 나

무작위 이중 맹검 시험에서는 저용량의 아스피린은 허용하였

타나는 현상이며, COX-2 억제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지만, 위장점막 보호제의 사용은 금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장점이다.

에토리콕시브군에서 3 mm 이상의 궤양의 비율이 유의하게 낮

총 8,059명의 골관절염 또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를 대상

았으며, 5 mm 이상의 궤양에 대해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으로 한 이중 맹검 무작위 시험에서 6개월 간의 치료 기간

2013년에는 639개의 무작위 임상 시험을 이용하여 NSAIDs

동안 환자들은 세레콕시브(400 mg 하루 2번), 이부프로펜

의 유해 반응을 연구한 대규모의 메타분석이 발표되었다[16].

(800 mg 하루 3번), 또는 디클로페낙(75 mg 하루 2번) 중 한

이는 이제까지 발표된 연구들 중 최대 규모의 연구로 현재

가지를 복용하였다[8]. 증상이 있는 상부 위장관 궤양 또는

사용 중인 대부분의 NSAIDs의 다양한 유해 반응이 포함되었

이와 연관된 합병증(출혈, 천공, 폐색)의 발생은 세레콕시브

다. 이 연구에서는 COX-2 억제제의 사용이 위약에 비해 상부

군에서 확연히 낮은 빈도로 나타났고, 이외에도 만성적 위장

위장관 부작용이 약 1.8배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관 출혈, 간독성, 신독성도 비선택적 NSAIDs를 사용한 군보

이부프로펜과 나프록센이 약 4배 가량의 위험 증가에 비하면

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함께 보고한 아스피

NSAIDs 중에서는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린 사용 여부에 따른 상부 위장관의 궤양 빈도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아스피린은 많은 고령의 환자들에서 병용하고

출혈 경향의 감소

있는데, 아스피린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세레콕시브군에서

혈소판에서 생성되는 프로스타노이드는 혈소판의 기능에

비선택적 NSAIDs를 사용한 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상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혈관 수축에도 관여한다.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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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타노이드 중 하나인 트롬복산 A2 (thromboxane A2)는

계 안전성에 대해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동일

COX-1과 관련하여 생성되며, 따라서 COX-2에 선택적으로

한 의견을 내고 있지 못하다.

작용하는 COX-2 억제제는 혈소판의 기능에 거의 영향을 미

최근에 발표된 24,081명의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지 않는다. 24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고용량의 세레

무작위 이중 맹검 시험에서는 평균 20개월의 투약, 34개월의

콕시브(600 mg 하루 2번)와 표준 용량의 나프록센(500 mg 하

추적 관찰이라는 비교적 장기간의 연구를 통하여 세레콕시

루 2번), 위약을 10일간 투여한 후 혈소판 응집과 출혈 시간,

브가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에 비해 심혈관계 부작용의

혈청 트롬복산을 비교한 연구에서 고용량의 세레콕시브는

빈도가 높지 않다는 결과를 발표하여 COX-2 억제제의 장기

위약군과 마찬가지로 혈소판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

안전성에 대한 하나의 근거를 제시하였다[27].
반면 에토리콕시브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는 Multinational

인하였다[17].
이러한 혈소판 기능의 유지는 항응고제를 사용하고 있는

Etoricoxib and Diclofenac Arthritis Long-term (MEDAL) 연구

환자에게도 유용할 수 있다. 기존의 비선택적 NSAIDs는 출

라는 명칭으로 골관절염 또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34,701

혈의 위험이 높은 항응고제 사용 환자에게 위험이 높은 약제

명을 대상으로 평균 18개월 동안 시행되었으며, 혈전성 심

였다. 그러나 혈소판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COX-2 억제

혈관계 부작용의 빈도는 디클로페탁과 유사하게 보고되었

제는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다[28]. 최근 국내에서만 승인되고 출시된 폴마콕시브에 대

와파린을 사용하고 있는 환자들을 2년간 관찰한 연구에서 비

한 장기 안전성 연구는 발표된 바 없으며, 향후 이에 대한

선택적 NSAIDs제에 비해 COX-2 억제제는 출혈과 관련된 부

근거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작위 이중 맹검 시험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메

작용의 빈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18].

타분석에서는 여전히 COX-2 억제제의 심혈관계 위험성에 대

대장암의 예방
많은 연구들이 아스피린 또는 NSAIDs와 대장 용종, 더 나
아가서는 대장암과의 연관성에 대해 밝히고 있다[19,20]. 이
의 기전으로 추측되는 것은 COX-2의 억제이다. 대장암을 가
지고 있는 환자들에서 COX-2의 유전자가 높은 빈도로 발현
되어 있었으며, 이는 동물에서도 마찬가지였다[21-23]. 또한
대장암의 발현뿐 아니라 혈관 형성 등 전이와 연관되어서도
COX-2 발현이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24,25].
가족성 대장 폴립증(familal adenomatous polyposis, FAP) 환
자 77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에서는 세레콕시브의 사용
이 약 28%의 용종의 발생 감소와 연관됨을 보고하였다[26].
그러나 COX-2 억제제의 심혈관계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인
하여 대장 용종의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COX-2 억제제를 사
용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해 경고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비선택적 NSAIDs
와 COX-2 억제제는 공통적으로 위약에 비해 높은 혈전 연관
성 부작용을 보였고[29], 약제별로 비교한 결과에서 세레콕시
브는 나프록센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심혈관계, 뇌혈관계
부작용을 보였으나 디클로페낙에 비해서는 부작용의 위험이
낮게 보고되었으며, 에토리콕시브의 경우 나프록센, 세레콕
시브보다 높은 심혈관계 뇌혈관계 부작용을 보였고, 디클로
페낙과 유사한 정도의 위험성을 보였다. 이는 각 약제들의
COX-2 선택성의 정도에 비례하는 결과로 보인다[3]. COX-2
선택성이 높지 않은 세레콕시브는 COX-2 선택성이 유사한
디클로페낙과 유사한 정도의 심혈관계 위험성을 보이며
COX-1에 작용하는 나프록센의 경우보다는 높은 심혈관계 위
험성을 보인다. 반면 COX-2의 선택성이 높은 에토리콕시브
의 경우 선택성이 낮은 나프록센, 세레콕시브보다 높은 심혈
관계 위험성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또 한 가지는 용량과

COX-2 억제제의 단점

사용 기간의 문제인데, 이로 인한 심혈관계 부작용의 발현 여

심혈관계 부작용

부에 대한 자료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조건 안심하기는

COX-2 억제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것은 심

이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현재 국내에 승인된 용량의

혈관계 부작용이다. 이미 기술한 것처럼 COX-2 억제제인 로

COX-2 억제제의 경우, 다른 비선택적 NSAIDs를 상회하는 심

페콕시브와 발데콕시브가 심혈관계 부작용을 이유로 시장에

혈관 질환 위험을 갖는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정도로 정

서 철수되었고[4,5], 많은 연구들이 COX-2 억제제의 심혈관

리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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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작용
심혈관계와 위장관계 부작용을 제외한 COX-2 억제제의

6.

부작용은 잘 알려진 바가 없다. 특히 장기간의 부작용에 대해
서는 더욱이 알려진 바가 없는데, 현재 알려진 부작용은 급성
신부전[30], 스티븐-존슨 신드롬과 중독성 표피박리[31], 아나

7.

필락시스양 반응[32], 무균성 수막염[33] 등이 있으나 그 빈도
는 매우 낮다.

8.

결

론

COX-2 억제제는 뛰어난 염증 억제 및 진통 효과와 함께
9.

위장관계 부작용과 출혈 경향은 낮은 비교적 안전한 약제로
현재 다양한 상황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몇몇
의 COX-2 억제제는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철수되었고, 나머지의 COX-2 억제제 또한 장기적인 안전성

10.

에 있어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위
험도는 COX-2 억제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NSAIDs 전체를
관통하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NSAIDs의 사용
량을 줄이고, 사용 기간을 짧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분명, 새로운 COX-2 억제제의 사용은

11.

의사와 환자에게 기회를 줄 수 있으나, 의사에게 새로운 책
임이 부여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환자의 이득과 손
12.

해를 염두에 둔 철저한 처방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심 단어: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사이클로옥시제나제 저

13.

해제;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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