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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비암성 통증의 약물 치료
이진철*
대전우리병원 척추관절 비수술 치료센터

The Pharmacologic Management of Chronic Non-Cancer Pain
Jin-Chul Lee*
Department of Interventional Pain Management Center, Daejeon Woori Hospital, Daejeon, Korea

Chronic pain is defined as pain that persists for more than 3 months. While it is a common condition that affects an estimated 20% of the population
worldwide, its management is generally unsatisfactory. Owing to its multidimensional and complex pathophysiology, a multi-modal approach is
required to manage chronic pain. Pharmacologic therapy is an important treatment modality for this condition; however, in South Korea, pragmatic
guidelines for chronic pain management are rarely published. Due to differences in the ethnicity and health-care settings, Western guidelines
cannot be fully applied to South Korea. In the present study, new clinical evidences for chronic pain medications (acetaminophen,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opioids, anticonvulsants, antidepressants, herbal agents, and so on) were reviewed and the pragmatic stepwise medication
strategies for the following three common chronic pain conditions were developed: chronic musculoskeletal pain (caused by osteoarthritis), chronic
musculoskeletal pain (caused by reasons other than osteoarthritis), and chronic neuropathic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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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 논문은 성인

서론

의 만성 비암성 통증에 사용되고 있는 약물들에 대한 최신 연구 결
만성 통증은 전세계적으로 일반 인구의 약 20%가 가지고 있는 것
1-3)

으로 보고되는데,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병원 방문의 15%–20%를

과들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의료현장에 실제 적용 가능한 근거중
심의 만성 통증 약물 치료 방법을 제시하려는 목표로 작성되었다.

2)

차지하고 있다. 만성 통증은 환자와 환자 가족의 삶의 질을 악화시
키고 기능의 저하와 만성적인 장애(disability)를 초래하며, 막대한 개

본론

1,4)

인적,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많은 경우 만족스러운 치
료가 되지 못하고 있다.1)

1. 만성 통증의 정의와 병태 생리

만성 통증의 약물 치료에 대한 여러 가이드라인들이 미국 및 유

만성 통증은 급성 질환 및 손상의 일반적인 회복기간을 초과하

럽을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각 약물에 대한 근거자료만을 나열

여 지속되는 통증을 지칭하며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지속되는 통

식으로 정리해놓거나, 최근 오남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opioid계열

증을 말한다.4,5) 만성통증의 병태 생리는 매우 복잡하며, 아직 충분

약물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나라의 의료현

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주로 신경가소성(neural plasticity)과 과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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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itization, hyperexcitability) 개념으로 설명한다. 1970년대까지 의학

기저 질환과 복용하고 있는 약물 등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통

계에서는 성인의 신경계가 고정적(fixed)일 것이라는 개념이 지배적

증 약물을 구성해야 한다. 특히 기저질환 중 위장관 질환(소화성 궤

이었지만, 이후의 지속적인 분자생물학적, 신경과학적 연구로 성인

양, 천공, 출혈 등)과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 신장기능 이상, 간기능

의 신경계의 시냅스 연결 상태와 활성도가 고정적이지 않고, 다양한

이상은 반드시 확인하여 기록하고, 생약제제를 포함한 복용약의 리

조건과 자극을 통해 변화함이 증명되었다. 지속적인 침해성 자극과

스트를 파악해놓아야 한다. 환자의 기저질환 및 상태에 따라 개개

염증 등이 통증의 전달체계(transduction, transmission, modulation,

의 통증 약물의 위험과 이득을 평가하여 적용해야 한다. 일단 약물

perception)에 관여하는 신경들에 신경가소성 변화(neuroplastic

이 선택되면 가능하면 낮은 용량부터 점진적으로 증량해야 하는데

change)를 초래하는데, 주로 통증전달 과정에 관여하는 이온채널들

특히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들(항간질제, 항우울제, opioid

(sodium channel , voltage gated calcium channel etc.)을 과발현

등)은 더욱 이런 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 주기적으로 부작용의 발생

(upregulation)시키거나, 다양한 신경전달물질을 과분비시켜서 신경

유무와 내약성(tolerability)을 확인하며 유지해야 하고, 적절히 증량

들의 action potential 역치를 낮추거나, 중추신경의 하행성 통증 조절

시킨 후에도 2–4주 이내에 반응이 없다면 약물의 중단을 고려해야

기능(descending inhibitory modulation)을 약화시키는 등의 변화들이

하는데,4) 이때 중추 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들은 점진적 감량

다. 이 같은 변화가 결국 중추 및 말초신경계를 침해성/비침해성 자

(tapering )을 통해 중단해야 한다. 만성 통증의 복잡한 병태생리를

극에 대해 지속적인 과흥분 상태를 만들어 만성통증이 발생하는

고려할 때 한가지 약물로 충분히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6) 그런 과정들의 각 단계에서 약리효과를 나

약 부분적인 효과만 있을 경우 다른 계열을 약물을 병합할 수 있

타낼 가능성이 있는 많은 물질들이 실험 및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

다,4,8) 하지만 서로 다른 메커니즘의 약물들을 낮은 용량으로 조합하

이상적인 통증 약물은 출시되지 못한 상태이다.

여 부 작용 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 중약 물요법
(polypharmacy)의 위험성에 유의해야 한다.

2. 만성 통증 약물 치료의 원칙

만성 통증의 치료 목표가 통증의 완전한 소멸이라면 좋겠지만 이

3. 만성 통증 치료를 위한 약물

만성 통증 치료를 위한 약물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Table 1).

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7) 따라서 실제적인 목표는 통
8)

증의 적절한 조절, 기능의 회복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이다.

만성 통증은 질환의 난해함으로 인해 아직까지 treatment of choice

1) Acetaminophen

라 할 만한 치료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양식 치료(multimodal

Acetaminophen은 paracetamol 로도 불리며 진통효과는 NSAID에

treatments)를 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만성질환처럼, 환자교육,

비해 유사하거나 약간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4,10,11) 정확한 기전은

환자의 능동적 치료참여 유도, 운동, 생활 방식/활동 교정(lifestyle/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차적으로 prostaglandin의 합성을 억제

activity modification) 등을 기본으로 하고, 다양한 약물/비약물 치료

하여 prostanoid-mediated hyperalgesia를 억제한다는 점에서 NSAID와

8)

이 중 통증 약물 치료는 중요한 한 축을 담

유사하고, 그래서 일부 문헌에서는 NSAID 중 하나로 분류하기도 한

당하지만 약물 치료 단독으로 치료 목표에 도달하려는 시도는 부적

다.12,13) 하지만 NSAID와는 다르게 치료적 용량 내에서 항염 작용은

4,5,8)

들이 병행되게 된다.
절할 수 있다.8)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WHO analgesic ladder는 1986년에 암성 통
증의 조절을 위해 개발된 것으로 쉽게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

Table 1. Medications for chronic pain
Acetaminophen

었고, 실제 암환자의 통증 조절에 80%–90% 성공률을 보여주며, 대

NSAIDs

9)

부분의 통증 약물 치료에 확대되어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만성 비

Opioids

Opioid agonist: Tramadol, Tapentadol
Opioid mixed agonist/antagonist: Buprenorphine
True opioids: Morphine, Fentanyl, Oxycodone,
Hydromorphone, Oxymorphone etc.

Adjuvants

Anticonvulsants: Pregabalin, Gabapentin
Antidepressants: TCA, Duloxetine

Other pain medications

Muscle relaxants, SKI306Xa
Topical NSAIDs/Capsaicin/Lidocaine

암성 통증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 했고,4) 비스테로이
드계 소염제(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NSAID)의 장기 사
용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과 opioid 약물의 오남용 및 심각한 부작용
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현재는 다른 모델로 개정해야 한다
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9)
만성 통증 약물 치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개별화이다. 환자의
Korean J Fam Pract. 2020;10(3):164-175

NSAIDs,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TCA, tricyclic antidepressant.
SKI306X is the herbal anti-arthritic drug made with Clematis mandshurica,
Trichosanthes kirilowii and Prunella vulg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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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심각한 소화성 궤양 및 심혈관계 합병증도 거의 없기 때문

와 유사하다는 연구들이 나오면서17) 위와 같은 분류에 더욱 신뢰성

에 만성 통증의 1차 약물로 많이 선택되어 왔다.13,14)

을 부여하고 있다.

고용량으로 장기간 사용할 경우 간독성과 신독성을 발생시킬 수

NSAID의 장기 처방은 심각한 상부위장관 부작용(소화성 궤양,

13)

있는데, 특히 간독성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천공, 출혈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4,000 mg까지 허용되고 노인, 간기능 이상

환자의 5명 중에서 1명만 주관적인 증상이 있다고 보고되므로

자 또는 술을 많이 먹는 환자의 경우는 하루 2,000–3,000 mg을 최대

NSAID를 장기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위장관

용량으로 권고하지만, 이 같은 기준은 acetaminophen 단독으로 사용

증상이 없다고 해서, 심각한 상부위장관 부작용이 없으리라 생각해

했을 때를 가정한 것이어서 주의를 요한다. 만성 통증 환자는 약물

서는 안된다.5) 특히 75세 이상 고령,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항응고제,

을 장기간 복용할 가능성이 높고,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되는 많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환자에게서 심각한 상부위장관 부작용의

약물에서 acetaminophen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약재 등 간기능

위험이 더 높으며, 3–6개월 복용 시 약 1%, 1년 복용 시 2%–4% 환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약품 및 식품의 섭취가 흔한 국내상황

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한다.18) 이러한 부작용 위험도는 제제

을 고려한다면 650 mg 정제로 하루 세 번까지만 처방하는 것이 신

마다도 차이가 있는데, piroxicam이 가장 높은 그룹이고, naproxen,

중한 처방이라고 할 수 있겠다.

ketoprofen 등이 그 다음 높은 그룹이며, celebrex와 aceclofenac이 가
장 낮은 그룹으로 보고된다.19)

2) 비스테로이드계 소염제(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NSAID는 또한 신장, 간에 독성이 있고, 심혈관 및 뇌혈관 부작용

NSAID는 cyclo-oxygenase (COX)을 통한 prostanoid의 생성을 억제

(심근경색증, 심부전, 고혈암, 뇌졸중, 심정지, 사망 등)의 위험을 높

하는 기전으로 말초 및 중추신경계의 과민화를 억제하면서 진통 효

일 수 있는데, 특히 심혈관계 위험요인이 있거나 이전 심혈관계 병력

과를 발생한다. COX는 isoenzyme 으로 COX1과 COX2가 있는데,

이 있는 환자에게서는 NSAID의 단기간 사용만으로도 심각한 심혈

COX2의 억제는 NSAID의 주요 약리 작용인 진통과 해열, 소염효과

관계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졌다는 연구도 있다.5,20) 심혈관계 부작용

및 심혈관계 부작용과 관여되고 COX1의 억제는 NSAID의 상부위

도 제제마다 차이가 있는데 naproxen이 가장 낮은 그룹이고, rofe

장관 부작용 발생 및 혈소판 응집과 관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oxib 같은 COX2 고선택성 NSAID 그룹에서 가장 높았다.21) 이것은

하지만 실제 약리 작용은 훨씬 더 복잡하여, 각 효소의 작용은 서

COX2의 지나친 억제가 심장보호역활을 하는 prostacyclin의 생성까

12)

지 과도하게 억제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12,21) 이러한

로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는다.

기존에는 일명 coxib계열의 COX2 selective inhibitor를 제외한 대부

이유로 COX2 고선택성 NSAID 는 미국식품의약국(U.S. Food and

분의 NSAID가 비선택적 또는 전통적인(nonselective or traditional)

Drug Administration)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미국에서는 사용되지

NSAID로 분류되면서 서로 비슷한 효능과 부작용을 갖고 있다고 여

않고 있고, 주로 유럽과 아시아에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겨져 왔다. 하지만 최근의 약력학 및 약물동력학적인 연구 결과는

etoricoxib 등 몇 개의 약제가 시판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심혈관계 위

기존에 알려져 있던 제제별 COX1/COX2 selectivity가 정확하지 않으

험요인이 있는 환자나 노인 환자에게는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 것

며, 일부 비선택적 NSAID는 coxib계열보다도 COX2 selectivity가 더

을 추천한다.

높다고 보고하는 등, 전통적인 NSAID와 coxib계열을 이분법적으로
12,15)

위에서 언급한 NSAID의 부작용들은 일반적으로 NSAID를 사용
한 기간이 길수록, 고용량을 사용할수록 위험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구분하는 것이 부적절함이 밝혀지고 있다.

Brune과 Patrignani 이 약력학 및 약물동력학적 연구 결과를 근거

있어서 만성 통증 환자에서 장기적인 처방은 추천되지 않고 평소에

로 (1) 비선택적(nonselective) NSAID: ibuprofen, ketoprofen, naproxen,

는 다른 약제를 사용하다가 통증 악화 시(periodic flare-up) 단기 처

( 2) COX2 중간선택성( intermediate COX2 selectivity) NSAID:

방으로 추가하는 방식을 추천한다.13) 또한, 반감기가 길거나, 서방형

nimesulide, meloxicam, diclofenac, aceclofenac, celecoxib, (3) COX2 고

제제는 부작용의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어 주의를 요한

선택성( highly COX2 selectivity) NSAID: rofecoxib, etoricoxib,

다.12,19)

12)

lumiracoxib으로 새롭게 분류하였다.

이상의 근거들을 종합하면, 수많은 NSAID 중에서 aceclofenac,

이 중 aceclofenac은 여러 연구에서 celecoxib과 비교하여 상부위장

celebrex, naproxen 정도가 가장 근거중심 처방이 가능한 NSAID제제

celecoxib의 심혈

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aceclofenac은 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관계 부작용 위험도가 기타 coxib계열과는 다르게 전통적인 NSAID

임상에서 사용해왔다는 점, 비용이 싸며, 정제 형태라 반정의 처방

10,16)

관 부작용 및 효능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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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보험 급여 기준이 까다롭지 않다는 점 등

효과를 일으키고, 항우울제처럼 세로토닌-노르아드레날린 재흡수

에서 celebrex 보다 일차 약제로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Naproxen

를 약하게 억제함으로써 신경전달물질들의 농도에 영향을 주어 중

의 경우 심혈관계 위험성이 적다는 특징적인 장점이 있지만 상부위

추신경계에서 통증의 인지를 감소시키는 두 가지 기전을 가지고 있

장관 부작용의 위험도는 다소 높은 편이므로, proton pump inhibitor

다. True opioid에 비해 mu opioid 수용체에 대한 친화력이 현저히 낮

(PPI) 또는 potassium competitive acid blocker (P-CAB) 제제를 함께 처

기 때문에(morphine에 비해 약 1/6,000배) 일반적으로 opioid에서 우

12,22)

방하거나 병합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추천된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여 NSAID 처방에 대한 전략을 정리하였다(Table 2).

려되는 심각한 부작용인 중독, 호흡억제 등의 문제가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23) 따라서 non-opioid 약제로 통증조절에 실패했을 경우

opioid를 처음 사용하는 환자에서 일차 약제로 적합하다. 단독 제제
도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acetaminophen과의 복합제제가 주

3) Opioid

Opioid는 신경섬유 중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C fiber와 A-delta

로 사용된다. 용량과 제형이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 제제별 용

fiber의 presynaptic terminals에 있는 mu, delta, kappa opioid receptor에

량과 용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처방해야 한다. 최대 용량은 400

결합하여 통증 신경전달물질들의 분비를 억제하여 진통작용을 나

mg/d이지만 복합제제의 경우 acetaminophen의 용량도 함께 고려해

타낸다.13) 가장 흔한 부작용은 구역과 변비이며, 구토, 가려움증, 진

야 하므로 tramadol 성분을 기준으로 최대 300 mg/d까지만 투여하

정(sedation), 의존성(physical dependence), 내성(tolerance), 호흡 억제,

는 것을 추천한다.

저혈압 등도 일으킬 수 있다.13) 절대 금기인 경우는 중증 호흡기 불

부작용으로는 구역, 구토가 가장 흔한데, 대부분 높은 용량을 바

안정, 급성 정신과적 불 안정, 조절되지 않은 자 살 위험 및

로 처방했을 때 심하게 발생하고 임상에서는 이로 인해 환자가 응급

benzodiazepine처럼 동시에 복용했을 때 사망의 위험이 커지는 약물

실을 방문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낮은 용량부터 시작하여

및 물질의 중독 상태 등이다.5)

점진적으로 증량하면 대부분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다. 65세 이상

Opioid에 대한 분류는 문헌마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며 각 나

에서는 acetaminophen/tramadol (162.5/18.75 mg, 울트라셋세미정;

라의 보건상황에 따라 재분류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opioid를 일차

Janssen Korea, Hwaseong, Korea) 1t tid로 시작하고, 65세 이하에서는

5)

적으로 화학적 특성에 따라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하였는데(Table 1),

같은 제제를 같은 용법으로 시작하거나 서방형 acetaminophen/

이러한 분류는 opioid의 효능(potency)과 안전성(safety profile)을 주로

tramadol (325/37.5 mg, 울트라셋이알세미정) 1t bid로 시작하여 점진

결정하는 opioid receptor와의 친화력(affinity) 정도에 따른 분류와 비

적으로 증량하는 것을 추천한다. 환자에게 구역 및 구토의 가능성

교적 일치하며, 따라서 opioid를 임상에서 단계적으로 처방할 때 실

을 미리 설명하고, 구역, 구토, 어지러움, 졸음 등의 부작용은 투여

제적인 도움이 된다.

초기에 나타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

(1) Opioid agonist (but not truly an opioid biochemically)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필요 시 투여 초기에 항구토제를 병합하

Tramadol: Tramadol은 mu opioid 수용체에 약하게 결합하여 진통

는 것도 유용하다. 변비는 다른 opioid에 비해 적게 발생하는데,4) 발
생할 경우 약제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없어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

Table 2. The strategies for minimizing risks associated with NSAIDs

다. 일차적으로는 식이섬유와 물을 많이 섭취하는 등 일반적인 변비

General
rules

Use the lowest effective dose
Use in the shortest term for periodic flare-ups
Avoid prolonged-release NSAID formulations as far as possible
Avoid combination of NSAIDs
Avoid in patients with severe renal dysfunction (CCr <30 ml/min)

치료를 시행하고 반응하지 않을 경우 완화제(laxatives)를 추가할 수

Use of
strategies

GI risk factor(–)a and CV risk factor(–)b → Aceclofenac
GI risk factor(+) and CV risk factor(–) → A
 ceclofenac or
Celebrex+PPI
GI risk factor(–) and CV risk factor(+) → Naproxenc+PPI
GI risk factor(+) and CV risk factor(+) → Avoid NSAIDs

NSAIDs,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CCr, creatinine clearance; GI,
gastrointestinal; CV, cardiovascular; PPI, proton pump inhibitor.
a
GI risk factor: old age (≥75 y), history of peptic ulcer/upper GI bleeding, Helicobactor pylori infection, use of corticosteroid/antiplatelets/anticoagulants/cigarette smoking. bCV risk factor: history of unstable angina/myocardial infarction,
recent bypass surgery/placement of a cardiovascular stent, hypertension, heart
failure. cNaproxen and aspirin should be administered at different times if the
patient takes low-dose asp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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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간질의 발작 역치를 낮춘다는 보고가 있어 간질환자에서는
금기이고, 간기능, 신장기능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호흡을 억제하는 부작용은 성인에게서 거의 발생하지 않
지만 18세 미만에서는 보고되고 있어 18세 미만 및 모유수유 환자
에게는 처방하지 않는다.5)

Tapentadol: Tapentadol은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에 승인된 약으로
opioid 계열에서는 수십 년 만에 나온 신약이다. Tramadol과 마찬가
지로 mu opioid 수용체에 결합하여 진통효과를 일으키는 동시에 항
우울제처럼 노르아드레날린 재흡수를 억제하는 두 가지 진통 기전
을 가지고 있다. Tapentadol은 mu opioid 수용체에 대한 친화력이
www.kjf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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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madol보다는 높고 true opioid보다는 낮은 것으로(morphine에 비

자에게서 다음 단계에 사용할 약제로 적합하다.13)

해 약 1/18배) 알려져 있으며,24) 생화학적, 약리적 특성, 부작용 및

Buprenorphine은 high lipophilicity와 low molecular weight를 가지고

안전성(safety profile) 등 대부분의 면에서 true opioid보다 tramadol에

있어 경피전달(transdermal delivery)에 이상적이어서 현재 패치 제제
(노스판 패치; Mundipharma, Andernach, Germany)로 상용화되어 있

25)

더 유사하다.

Tapentadol은 만성 요통, 중증 무릎 관절염, 당뇨신경병증 등의 다
26)

다. Buprenorphine 패치의 통증 감소 효능은 true opioid인 fentanyl 패

양한 만성 통증에서 유의한 진통 효능을 보여주었는데, 일반적인

치에 비해 열등하지 않으면서 구역, 구토 등의 부작용은 더 적고, 부

사용 용량에서 옥시코돈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우수하게 보고된

작용으로 인한 약물 중단률도 낮다고 보고된다.36) 경구 morphine제

다.27-30) 그러면서도 true opioid계열과 비교하여 구역, 구토, 변비, 가

제와의 비교에서는 통증 감소 효능이 오히려 더 높고, 변비 등의 부

오남용 정도도 tramadol과 거의 비

작용이 적으며, 부작용으로 인한 약물 중단률이 낮다고 보고된다.36)

슷하게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보고된다.33) 더욱이 tapentadol이 가진 노

Buprenorphine은 패치제제로 통증치료에 사용되고 있지만, 원래

르아드레날린 재흡수 억제 기전으로 인해 기존의 true opioid계열보

경구 제제로 true opioid의 중독 치료에 사용되던 약물로,37) true

다 신경병성 통증에서도 더 유의한 효능을 보여줬다.27,34)

opioid에 비해 중독 및 오남용의 위험성이 적기는 하지만 mu opioid

28-32)

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적고,

Tapentadol은 속효성(immediate release)과 서방형(prolonged release)
제제가 있는데 속효성 제제는 주로 급성 통증 발현 시 rescue

receptor에 대한 친화력이 강한 편에 속해서36) 실제 임상 현장에서
사용해보면 tramadol, tapentadol보다는 의존성이 심한 경향이 있다.

medication으로 사용되고 만성 통증에는 서방형 제제가 주로 사용

Buprenorphine의 용법은 일주일에 한 번 붙이는 패치 제제로 5

된다. 50 mg 1t bid부터 시작해서 3일에 50 mg/d 또는 1주일에 100

μg/hr제제 1장부터 시작하여 1주일 간격으로 5 μg/hr씩 증량하여

mg/d씩 증량하고 최대 500 mg/d까지 증량할 수 있으나 현재 우리

만성 통증환자에게는 최대 20 μg/hr까지만 증량이 추천된다. 패치

나라에서는 정확한 의학적 근거 없이 300 mg/d까지만 보험인정이

제제 특성상 피부 자극 및 부작용(붙인 자리가 가렵거나, 따갑고,

되어 이는 추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패치 붙인 자국이 오래가는 등)이 발생할 수 있다.36)

Tapentadol은 대부분이 신장에서 배설되며, 간기능 또는 신장기능

간기능, 신장기능 이상 환자에게도 비교적 안전하게 투여할 수는

이상 환자에 대해 tramadol보다 좀 더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심

있으나 심각한 간기능 이상 환자에게는 안전성 근거가 부족하여 주

한 간기능 또는 신장기능이상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는 것이 좋

의를 기울여야 한다.13)

다.13)

(3) True opioid

Tapentadol은 현재 가장 주목받고,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통증약

True opioid 중에는 morphine, hydromorphon, oxymorphone, oxy

물 중 하나로 많은 연구에서 그 부작용과 안전성이 true opioid보다

codone, hydrocodone, fentanyl 등이 사용되고 있는데 만성 통증의 치

현저히 우수하며, 효능 또한 열등하지 않다고 보고한다(심지어 일부

료에 있어 true opioid의 효용성 및 안전성에는 많은 논란이 있다.5,38)

연구에서는 더 우수했다고 보고한다).27,35) Cochrane review에서는 부

199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지속적으로 만성 비암성 통증 환자

작용과 안전성 면에서는 그 우수성을 인정하지만, 효능적인 부분에

에게 true opioid의 처방이 증가하면서 오남용, 중독, 사망 등 심각한

서 true opioid와 대등하다는 사실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보고하고

문제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이므로,4) 점점 더 많은 전문가와

있어32)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지만 추후 더 많은 근거들이 나온다면

의학단체에서 true opioid 사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38)

향후 true opioid을 대체할 수도 있는 약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좀 더 부작용이 적고, 중독과 오남용의 위험이 적은 opioid약제

(2) Opioid mixed agonist/antagonist

(tapentadol, buprenorphine)들의 효능이 일부 true opioid에 비해 열등

Buprenorphine: Buprenorphine은 morphine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하지 않다는 연구들이 나오면서, 저자는 만성 통증의 조절에 있어서

natural opium alkaloid인 테바인(thebaine)으로부터 만들어낸 semi-

true opioid의 사용을 추천해야 할 강력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 다른

synthetic opioid로서 opioid 수용체 중 mu opioid, ORL-1 receptor에는

모든 약제들로 조절이 안 되는 심각한 만성 비암성 통증 환자 중에

partial agonist로, delta opioid receptor에는 full agonist로 kappa opioid

서 담배 및 마약류, 기타 중독성 약제에 대한 오남용 경험 및 가족

receptor에는 antagonist 로 작용하는 독특한 기전을 가지는 약물이

력, 성적 학대의 병력 등 true opioid의 오남용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

이런 기전 때문에 true opioid에 비해 호흡억제, 의존 등이 적

진 요소들에 대해 면밀한 검토 후 엄격히 선별된 환자를 대상으로,

5,13)

다.

다는 장점이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더 우수하고,

36)

따라서

tramadol과 tapentadol로 충분한 진통효과를 보지 못한 중증 통증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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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이 부작용보다 명확히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사용을 고려
해 볼 수 있겠다.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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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조 통증 치료제(Adjuvant pain medications)

을 고려해야 한다. Pregabalin은 65세 이상에서는 25–50 mg 1t qd or

(1)항간질제(Anticonvulsant)

bid, 65세 미만에서는 50–75 mg 1t qd or bid로 시작하여 1주일 간격

통증치료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항간질제는 gabapetinoids ( gaba

으로 점진적으로 증량하는데, 일부 문헌에서 유지 용량으로 권고한

pentin, pregabalin)이며, 주로 만성 통증 중 만성 신경병성 통증과 섬

300 mg/d까지 반드시 증량할 필요는 없고,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

유근통에 사용되고 있다. Carbamazepine, lamotrigine 등이 각각 삼

절히 유지 용량을 결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Gabapentin의 경우는

차신경통, HIV-associated neuropathy 에 사용되기는 하지만 심각한

100 mg 1t bid or tid부터 시작하여 1주일 간격으로 보통 300 mg/d씩

부작용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대다수의 만성 통증환자에

점진적으로 증량하는데, 이 또한 1,200 mg/d까지 반드시 증량할 필

13)

13)

요는 없고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히 유지 용량을 결정하는 것이

게는 부적합하다.

Gabapentin은 1976년도에 합성되어 초기에는 간질에 보조약물로

좋다. 다만 환자의 통증 호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gabapentin

사용되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신경병성 통증에 사용되기 시작되었

은 최소 1,800 mg/d, pregabalin은 최소 300 mg/d까지는 증량해보고,

고. Pregabalin은 2004년에 미국과 유럽에서 신경병성 통증에 승인되

가능하면 총 치료기간도 2–4주는 유지한 후 약물 치료 실패 여부를

어 사용되고 있다. 현재 두 약물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항간질제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 Pregabalin과 gabapentin은 혈장 단백질과 잘 결

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만성 신경병성 통증에 일차 약제(first line

합하지 않아서 약물 상호 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주로 신장에

treatment)로 사용되고 있다.39,40)

서 배설되므로 간질환 환자에서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신장질환 환

정상적인 생리적 상태와 달리 만성 통증과 같은 병적 상태에서는

자에서는 용량을 감소할 필요가 있다.41)

doral root ganglion (DRG)와 spinal cord 등에서 presynaptic neurons의

미국과 유럽의 많은 가이드라인에서 pregabalin과 gabapentin의 초

voltage-gated calcium channel이 과활성화(overexpress) 되는데39,41)

기 용량과 유지 용량을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우리나라에

pregabalin과 gabapentin은 이런 voltage-gated calcium channel의 alpha-

서도 공식 약전(pharmacopoeia)과 일부 가이드라인에 그대로 적용되

2-delta subunit에 결합하여, 세포 내 칼슘 유입을 저해함으로써 흥분

고 있지만,41) 실제 임상현장에서의 경험과 잘 맞지 않았다. Prega

성 신경전달물질( glutamate, substance P, noradrenaline)의 분비를 감

balin의 경우 75 mg 1t bid를 시작으로 3일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증
량하여 최소 300 mg/d (최대 600 mg/d)까지는 증량해서 유지할 것

41)

소 시키는 기전으로 통증을 완화시킨다.

통증 조절의 효능에서 pregabalin과 gabapentin의 우열에 대해서는

을 권고하고 있는데,4,39,41) 실제 우리나라 환자에게 75 mg 제제를 투

아직 논란이 있긴 하지만, pregabalin이 gabapentin에 비해 alpha-2-

여해보면 어지러움과 졸음이 심한 경우가 많아서 약을 중단하는 경

39,41)

delta subunit에 대한 친화력(affinity)이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고,

우가 흔했고, 이 때문에 pregabalin을 일차 약제로 처방하지 못하고

다수의 연구에서도 pregabalin이 gabapentin보다 더 우수한 통증 조

gabapentin 저용량 요법(100 mg 1t bid, tid)을 시행하다가 추후에

약물동력학적 특성들도

pregabalin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25 mg과 50 mg

pregabalin이 gabapentin 보다 우수한데, pregabalin의 생체이용률은

제제가 개발되면서 더 낮은 용량으로 시작함으로 초기 치료시 어지

90%로 gabapentin의 27%–60%에 비해 높으며 gabapentin 경우 투여

러움과 졸음의 빈도가 줄어 비로서 pregabalin을 일차 약제로 처방

량이 증가함에 따라 약물의 농도가 비선형적(nonlinear, zero order)

하기가 용이해졌다. 우리나라의 정확한 데이터는 없으나 최근 일본

으로 변하는 데 반해 pregabalin은 선형적(linear)으로 증가하여, 효능

등 비서양권에서의 관찰연구를 보면, 2010년 pregabalin이 시판된 후

과 부작용의 예측이 더 용이하고, 최대 혈중농도에 도달하는 시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처방된 초기 용량과 유지 용량이

또한 pregabalin이 1시간으로 gabapentin의 2–3시간에 비해 빠르다. 이런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었다.40,45) 이런 경향에 대해 논문에서는

이유들로 실제 임상에서는 pregabalin을 점점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pregabalin 시판초기 75 mg로 투여를 시작했다가 부작용이 심해서

Pregabalin과 gabapentin은 비교적 내약성이 우수하고 심각한 부작

더 낮은 용량에서 시작하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했고, 유지 용량 또

용도 드물다고 알려져 있다. 두 약제의 부작용과 안전성(safety

한 서양권에서 추천한 용량보다 낮은 용량에서도 효능이 있었다고

profile)은 서로 유사한데, 가장 흔한 부작용은 어지러움과 졸음이

보고하였는데, 이에 대한 이유로 동양계 환자가 서양계 환자보다 일

며, 말초 부종과 체중 증가도 가끔 발생한다. 대부분의 부작용은 일

반적으로 키와 체중이 작다는 인종적 차이를 지목했다.40) 이는 우리

시적이며 자주 수 주 내에 사라지지만,39) 어지러움과 졸음의 경우 약

나라에서의 임상경험과도 일치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pregabalin뿐

을 중단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 되며, 초기 일주일 이후에도 계속된

아니라 많은 다른 약물(특히,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에서 종

다면 환자가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용량을 줄이거나 중단

종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통

42-44)

절을 보였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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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서양에서 수입되는 약물에 대한 국내 약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구들이 쏟아지면서49-52) 많은 통증 관련 가이드라인에 새로 편입되고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있는 실정이다.

TCA와는 달리 항콜린 작용이 거의 없어서 해당 부작용이 적으

(2) 항우울제(Antidepressant)

삼환계 항우울제(tricyclic-antidepressant, TCA): TCA는 여러 종류

므로 내약성이 양호하다고 알려져 있다.4) 대표적인 부작용은 구역,

가 있지만 현재까지 통증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약물은

무기력, 어지러움, 졸림, 구강건조, 변비 등인데 이는 용량을 서서히

amitriptyline이다. Amitriptyline의 진통에 관한 정확한 기전은 확실하

증량하면 많이 줄일 수 있고, 2–4주 후에는 견딜만한 수준으로 감

지 않지만 노르아드레날린과 세로토닌 등의 신경 전달물질의 분비

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중 구역이 가장 흔하고, 약을 중단하는 주

를 조절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주로 신경병

요 원인이므로 초기 투여 시 항구토제를 추가해주는 것이 좋다. 30

오랜 임상 사용 경험과,

mg 1t을 저녁식후 또는 취침 시 한번 투여로 시작하여 부작용을 확

싼 가격 등의 장점이 있어 일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신경병성 통증에

인하며 1주일 간격으로 증량하는데 30 mg 1t bid로 증량한 후 복용

일차 약제로 추천하기도 한다.46,48) 하지만 항콜린 작용(anticholinergic

의 편의성을 위해 60 mg 1t qd로 변경하기도 한다. 일단 약물에 적응

effect)이 강하여 구강건조, 졸음, 체중 증가, 변비, 배뇨 장애 등의

이 되면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다. 조절 안 된 폐쇄각 녹내장

부작용이 종종 발생하는데, 기립성 저혈압, 진정 작용으로 인한 낙

에서는 금기이며, 심한 간기능, 신장기능 장애 환자에서는 일반적으

상의 위험으로 노인환자에게는 적합하지 않고,18) 심각한 심혈관 질

로 추천되지 않는다.50)

4,46,47)

성 통증과 섬유근통에 효과가 있는데,

환 환자에게도 추천되지 않는 등 여러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이

Duloxetine 또한 앞서 언급한 pregabalin에서의 용법문제와 같은 문

다.5,13) 부작용인 진정작용이 수면장애를 동반한 만성통증환자에게

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 임상에서는 우리나라 환자에게

서 오히려 장점으로 사용되면서, 주로 수면장애를 동반한 만성 통

30 mg제제로 투여를 시작할 때 구역, 어지러움 등이 심해서 약을 끊

증환자에게 적합하다. 통증 조절을 목적으로 사용될 때는 항우울

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현재 국내 시판 중인 최소 용량 30 mg제제

제 목적으로 사용될 때보다 훨씬 적은 용량에서 유효하고, 진통 효

보다 더 낮은 용량의 제제를 개발해주도록 건의한 상태이며 낮은 용

능의 onset도 항우울 효과의 onset보다 빠르게 나타난다.5,47) 앞서 언

량 제제가 나온다면 국내에서의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

급한 pregabalin에서의 용법문제와 유사한 이유로, 국내에서는 약전

된다. Duloxetine과 유사한 SNRI로써 venlafaxine도 일부 연구에서 만

의 시작용량보다 적은 용량인 취침 전 5 mg 1t부터 사용하여 1주일

성 통증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지만, 아직 근거가 부족하고,

간격으로 점진적으로 5–10 mg/d씩 증량하는 것이 좋고 최대 25–125

우리나라에서는 통증질환에 사용 시 급여인정이 되지 않는다.

mg/d까지 증량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25 mg/d를 초과하는 경
우는 많지 않다. 부작용은 발생하더라도 보통 2–3주 내에 자주 없어

5) 기타 제제(Other pain medications)

지는 경향이 있어 심하지 않을 경우 대증요법으로 대처하면서 유지

(1) 근이완제(Muscle relaxant)

해볼 수 있다. Amitriptyline이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심한 경우 같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근이완제들 중 상당수는 그 이름

은 TCA 계열 중 부작용이 좀 더 적다고 알려진 nortriptyline, imipra

과는 달리 직접적인 근이완 작용은 없고, 진정작용(sedation)으로 인

mine으로 변경하기도 하지만 이 약제들은 만성 통증에 대한 근거가

한 긴장의 완화가 주요 작용기전이다. 그마저도 대부분의 연구가 1

아직 부족하여 추천하기 어렵고, 아래에 설명할 duloxetine으로 변경

개월 이내의 단기 급성 통증에 국한된 것으로 만성 통증의 치료에

하는 경우가 더 많다.

는 적합하지 않다.5,13) 진정한 의미에서 근육이완의 효과를 가지는

세로토닌-노르아드레날린 재흡수 억제제(serotonin-noradrenaline

근이완제들(baclofen, tizanidine, dantrolene, orphenadrine 등)은 다발

reuptake inhibitor, SNRI): SNRI 중에는 현재 duloxetine이 가장 활발

경화증, 척수/뇌 손상 후 근육 강직 등의 특수한 임상 상황에서 주

하게 연구되고 있고 기대를 받고 있는 약물이다. Duloxetine은 노르

로 사용된다. 급성 통증의 경우에도 근이완제는 그 효능이 NSAID

아드레날린, 세로토닌 재흡수를 억제하여 중추신경계의 하행성 통

보다 열등하며, 어지러움, 졸음, 구강 건조, 저혈압, 약물의존성 등

증 억제 경로(descending inhibitory pain pathway)를 조절(modulation)

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고, 특히 노인에게서는 항콜린 부작용

49)

해서 진통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으로 인한 기립성 저혈압, 낙상으로 인한 골절 등의 위험을 높여서

Duloxetine은 처음에는 우울증, 불안증 등의 치료에 사용되기 위

추천되지 않는다.18) 섬유근통에 사용되고, 어느 정도 효능을 인정받

해 개발되었지만, 이 후 신경병성 통증, 만성 근골격계 통증, 만성 요

은 cyclobenzaprine의 경우도 근이완효과로 인한 효능이라기보다 화

통, 골관절염, 섬유근통 등 여러 가지 만성 통증에 효능이 있다는 연

학적으로 TCA와 매우 비슷하여 TCA와 유사한 기전으로 효능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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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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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가장 우수하다.4) 패치(파스) 및 크림, 젤 등의 다양한 제제(케

위와 같은 근거들을 종합해 볼 때 근이완제는 만성 통증의 치료

토톱겔; HANDOK , Sejong, Korea, 케토톱플라스타; HANDOK ,

에 적합하지 않으며 급성 통증의 경우에도 타 제제에 비해 우수하

Eumseong, Korea, 볼타렌에멀겔; GlaxoSmithKline, Nyon, Switzerland

다는 근거가 없어, 현재 일상적으로 임상에서 통증환자에게 NSAID

등)로 출시되어 있는데, oral NSAID와 효능이 비슷하다는 연구도 있

와 함께 묶음 처방되고 있는 관습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만 직접 비교연구가 충분치 않아 결론을 내리긴 이르다. 다만 oral

(2) SKI306X (조인스; SK Chemicals, Cheongju, Korea)

NSAID에 비해 상부위장관 부작용은 적기 때문에 oral NSAID의 대

SKI306X는 동양의학에서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왔던 생약 재료

안으로 부각되고 있다.5,13,61) 우리나라에서도 oral NSAID를 부작용으

중 골관절염의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3가지 성분인 위

로 복용하지 못할 때 topical NSAID에 대해 급여인정을 해주고 있다.

령선, 괄루근, 하고초를 배합하여 국내에서 개발한 천연물의약품 1

2019년 일부 권위 있는 골관절염 가이드라인에서도 oral NSAID 사

호로 2001년 7월에 출시되었다. SKI306X의 정확한 작용기전은 아직

용 전에 topical NSAID를 acetaminophen과 병용 혹은 단독으로 일차

확실하지 않지만 일부 동물 실험과 in vitro 실험에서 소염(anti-

통증 약물로 사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11)

inflammation), 면역조절(immunomodulation), 미세혈액순환개선(acti

Topical NSAID의 부작용의 종류는 oral NSAID와 유사하다고 알

vation of blood microcirculation) 등의 기전으로 관절염에 효과를 보

려져 있는데 이 때문에 oral NSAID와 병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이는 것으로 추정된다.53-55)

NSAID 부작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어 피해야 한다.5) 또한, 피부

SKI306X는 국내 일부 임상연구에서 무릎관절염, 류마티스 관절
염 환자들의 통증 감소와 기능 개선 등의 효과를 보여 주었는데,56-59)

부착제제의 특성상 적용피부에 피부 자극, 접촉성 피부염, 광민감
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 중 일부 비교연구에서는 SKI306X이 상용 용량(200 mg 1t tid)에서

diclofenac 100 mg/d 또는 celebrex 400 mg/d보다 열등하지 않았다고
보고 하였다.57,58)
실제 임상에서 사용 경험으로는 SKI306X의 효능이 NSAID보다는
약간 약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SKI306X의 가장 큰 장점은 NSAID에

Acetaminophen
prn

and/or

Topical NSAIDs
prn

Acetaminophen

+

NSAIDs
a
topical or oral

Acetaminophen-tramadol
combination formulation
or/andb
duloxetine

+

NSAIDs
a
topical or oral

비해 부작용이 적다는 점이다. 출시 후 20년 가까이 국내에서 사용
되어 왔는데, 매년 처방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작용으로
소화불량, 상복부 통증, 속쓰림 등이 보고되지만 흔하지 않은 편이
다.56) 국내에서 골관절염에 대한 재심사를 위하여 4년 동안 5,962명
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에서도 심각한 위장관 부작
용 및 심혈관계 부작용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고, 최근 발표된 코호
트 조사에서도 주요 심혈관계 부작용이 NSAID그룹 중 가장 낮은
위험도를 가진 naproxen과 유사하다고 보고하였다.60) 다만 약리기전
상 소염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됨으로 NSAID와의 장기간 병합

Tapentadol

+

NSAIDs
a
topical or oral

+

Acetaminophen

Buprenorphine
patch

+

NSAIDs
a
topical or oral

+

Acetaminophen

c

처방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직 주로 국내 연구들에만 의거
한 근거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어 확실한 효능과 안전
성의 확인을 위해 보다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지만 NSAID의 대체
제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SKI306X 같은 생약제제가 국내외적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3) Topical NSAID

Topical NSAID는 만성 근골격계 통증, 특히 손, 무릎 관절염 등에
서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양질의 연구 결
과들이 추가되면서 과거보다 근거가 좀 더 강해졌다.61) 특히 diclo

fenac제제(볼타렌에멀겔; GlaxoSmithKline, Nyon, Switzerland 등)의
Korean J Fam Pract. 2020;10(3):164-175

c

Figure 1. The pharmacologic strategies for chronic MSK pain caused
by OA.
MSK, musculoskeletal; OA, osteoarthritis; NSAIDs,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a
Oral NSAIDs should be administered the shortest term for periodic
flare-ups. bCombination of duloxetine and acetaminophen-tramadol
may be more effective if acetaminophen-tramadol only or duloxetine
only therapy is unsatisfactory, but a high drop-out rate may increase
due to additional side effects. cCombination of more than two drugs
may be possible theoretically, but there was little good-quality evidence for its efficacy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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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히 병합해볼 수 있겠으나 3제 이상의 병합요법은 안전성에 대한

4. 만성 통증의 약물 치료 전략

앞서 기술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국내 보건 상황에 맞추어 임상에

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근거가 부족하다(Figure 1). 둘째, 골관절염 이

서 가장 흔히 접하는 3가지 대표적인 만성 통증 상황에 대하여 실제

외의 원인으로 인한 만성 근골격계 통증에서는 acetaminophen 필요

적인 약물 치료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골관절염으로

시 처방으로 치료를 시작하여, oral NSAID 필요시 처방으로 변경하

인한 만성 근골격계 통증에서는 통증강도가 경미할 경우 통증이 있

거나, acetaminophen과 oral NSAID를 병합하여 필요시 처방할 수도

을 때만 복용하는, 즉 필요시 처방(prn)으로 acetaminophen 또는

있다. 통증조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acetaminphen을 규칙적으로

topical NSAID로 치료를 시작한다(국내에서는 SKI306X를 일차 약제

복용하고 oral NSAID를 통증 악화시 단기 처방 형태로 추가한다. 이

로 선택할 수도 있다). 통증조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acetamino

로서도 통증조절이 안될 때는 acetaminophen 단독제제를 tramadol-

phen 또는 SKI306X를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topical NSAID 또는 oral

acetaminophen 병합제제로 변경하고, 그 다음은 tapentadol로, 마지

NSAID를 통증 악화시 단기 처방 형태로 추가한다. 이로서도 통증

막으로는 buprenorphine 패치로 변경할 수 있는데, 각각 추가로 oral

조절이 안될 때는 acetaminophen 단독제제를 tramadol-acetaminophen

NSAID 를 단기 처방 형태로 추가할 수 있다. Tapentadol 이나

병합제제 또는 duloxetine 으로 변경하고 topical NSAID 또는 oral

buprenorphine패치가 주약제로 사용될 때는 이론상 acetaminophen

NSAID를 통증 악화시 단기 처방 형태로 추가한다. 여기서도 충분

까지 병합할 수 있으나 역시 3제 이상의 병합요법은 근거가 부족하

하지 않을 경우 tramadol-acetaminophen과 duloxetine을 동시에 처방

다(Figure 2). 셋째로 만성 신경병성 통증에서는 gabapentinoid 또는

할 수도 있지만 부 작용에 유의해야 한다. 그 다 음 단계로는

antidepressant를 일차 약제로 사용하는데, gabapentinoid 중에서는

tramadol-acetaminophen 또는 duloxetine을 tapentadol로 변경하고, 마

pregabalin을 좀 더 추천한다. Antidepressant는 65세 미만 환자에서는

지막으로는 tapentadol을 buprenorphine 패치로 변경하여 주약제로

amitriptyline과 duloxetine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65세 이상

하고 topical NSAID, oral NSAID, duloxetine 또는 acetaminophen 등을

에서는 duloxetine 의 사 용 을 추천한다. Gabapentinoid 또는

antidepressant 단독으로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조심스럽게 두
약제를 병합할 수 있으나, 부작용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그 다음 단
계로는 gabapentinoid 또는 antidepressant를 주약제로 하고 tramadol-

Acetaminophen
prn
a

Acetaminophen
prn

Oral NSAIDs
prn

and/or

c

First line therapy
a

b

Anticonvulsants
a

Acetaminophen

+

Oral NSAIDs

Acetaminophen-tramadol
combination formulation

+

Oral NSAIDs

a

b

a

+

Acetaminophen

a

+

Acetaminophen

Tapentadol

+

Oral NSAIDs

Buprenorphine
patch

+

Oral NSAIDs

b

Figure 2. The pharmacologic strategies for chronic MSK pain caused
by reasons other than OA.
MSK, musculoskeletal; OA, osteoarthritis; NSAIDs,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a
Oral NSAIDs should be administered the shortest term for periodic
flare-ups. bCombination of more than two drugs may be possible theoretically, but there was little good-quality evidence for its efficacy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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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depressants

Pregabalin
Gabapentin

or

First line therapy

+

Acetaminophen-tramadol
combination formulation

First line therapy

+

Tapentadol

First line therapy

+

Buprenorphine
patch

Duloxetine
Amitriptyline

Figure 3. The pharmacologic strategies for chronic neuropathic pain.
a
Pregabalin may be preferred to gabapentin. bDuloxetine is preferred
to amitriptyline in older adults (≥65 y), but both amitriptyline or duloxetine are available in young adults. If one of them is unsatisfactory,
switching to each other is worth trying. cCombination of gabapentinoid and antidepressant may be more effective if gabapentinoid only
or antidepressant only therapy is unsatisfactory, but a high drop-out
rate may increase due to additional sid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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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taminophen 병합제제를 추가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통증조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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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가이드라인들은 각 약물에 대한 근거만을 나열한 경우가 많고
이마저도 인종적 차이, 보건 상황의 차이 등으로 국내 임상에서 유

REFERENCES

용하게 적용하기 힘들었다. 각 통증 약물에 대해 한국인만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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