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네페르템 제품 사진



<첨부자료 2>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피록시캄, 이부프로펜, 인도메타신)이란?

1) 피록시캄(Piroxicam)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중의 하

나로 통증, 염증, 류마티스 질환 등에 사용하는 약물로 경구제제, 패

취, 겔, 주사제가 시판되고 있으며 잘 알려진 관절염약 ‘트라스트패취’

의 주성분임.

- 경구제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다른 소염진통제에 불응성이거나 효과가 불충분할 경우에만 투여하

며, 경구제제는 1일 20㎎ 투여하고 최단기간 투여하여야 함.

- 심각한 이상반응은 심혈관계 위험(뇌졸중 등) 위장관 독성(소화성 궤

양, 위장관 출혈 등)과 중대한 피부이상반응(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등)으

로, 치명적일 수 있어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 신중히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특히 피록시캄은 다른 계열 NSAIDs보다 피부 이상반응의

위험이 높음.

2) 이부프로펜(Ibuprofen)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로 미

국의 제약회사 애보트사에서 개발한 소염진통제의 하나로 ‘부루펜’이라

는 상품명으로 널리 알려진 성분으로 통증, 염증, 발열, 류마티스 질환

등에 사용,

- 이 약의 이상반응으로는 혈전반응, 심근경색, 뇌졸증 등 심혈관계 위



험과 위 장관의 출혈, 궤양 및 천공을 포함한 중대한 위장관계 위험이

있으며 심혈관계 및 위장관계 위험성은 치명적일 수 있어,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 신중히 모니터링하여야 함.

3) 인도메타신(Indometacin)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로 진

통효과가 있으며 만성 류마티스성 관절염, 통풍발작 등의 중증의 통증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 이 약의 이상반응으로는 혼수, 경련, 운동실조 등의 급성독성과 두통,

어지럼증, 위장관 자극 또는 출혈이나 천공을 동반한 위장부식 등의

만성독성을 가지고 있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하여

복용하여야 하는 의약품임.

□ 스테로이드제제(프레드니손 아세테이트 및 코티손 아세테이트)란?

○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인체의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부신피

질호르몬, 코르티코이드로도 불리며 인체의 항상성 유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생명의 유지 등에 필수적인 물질임.

-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천연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유사한 화학구조로

프레드니솔론, 프레드니손 아세테이트, 트리암시놀론, 덱사메타손, 베

타메타손, 코르티손 아세테이트 등 다양한 합성 스테로이드가 소염제



등 의약품으로 개발되어,

- 경구 제제는 부신피질기능부전증 등 내분비 장애 질환, 류마티스 질환,

자가면역 질환, 피부질환, 알레르기성 질환, 안과 질환, 혈액질환 등 다

양한 질환에 사용되고, 외용 제제는 건선, 아토피, 습진 등 피부질환

등에 사용되고 있으나 부작용이 있어 신중히 사용하여야 하는 약임.

○ 다양한 질환에 사용되는 중요한 약물이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서 꼭 필요한 경우에 신중하게 투

여되어야 하는 두 얼굴을 가진 약이라고 불림.

- 부작용으로는 감염증, 속발성 부신피질기능부전, 당뇨병, 월경이상, 부

신피질자극호르몬 분비 억제, 쿠싱증후군, 소화성 궤양, 위장관 출혈,

췌장염, 정신장애, 우울증, 골다공증, 대퇴골 및 상완골 말단의 무균성

괴사, 근병증, 근육통, 관절통, 근육실질의 손실, 근육약화, 척추압박골

절, 건파열, 부종, 고혈압, 혈압상승, 저칼륨성 알칼리혈증, 나트륨저류,

체액저류, 녹내장, 백혈구 증가 등 작용기전과 관련하여 내분비계, 근

골격계, 소화기계, 체액 등에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 프레드니손 아세테이트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프레드니손은 프레드니

솔론의 전구체(프레드니손 자체는 생리활성이 없고 체내에 흡수되어

프레드니솔론으로 대사되어 활성을 나타냄)로 프레드니솔론은 중간 정



도의 강도를 갖는 합성 스테로이드 성분으로서 하이드로코르티손의 약

4배의 강도, 코르티손 아세테이트는 0.8배의 강도를 가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