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론

양귀비는 1年生 草本으로 줄기의 높이는 1-1.5m에 달

하며全株가綠百色이다. 잎은葉柄이없으며타원형이고,

5-6월에줄기끝에커다란꽃이핀다(̀Fig.1). 果實은 果

이며타원형-구형이고위에는방사상의주두가남아있다.

익지 않을 때 상처를 입히면 젖 같은 물이 나오며 익으면

그 속에 매우 작은 종자가 많이 들어 있다. 흰 꽃이 피는

것이 한약 약용으로 중요하다. Papaver somniferum L

로 알려진 양귀비는 기원전 300년부터 지중해 연안에서

자생하 으며 현재 여러 나라에서 재배되고 있으나 법적

으로재배가허용된나라는인도등이다1,2).

아편은 양귀비의 익지 않은 열매에 칼자국을 해 놓으면

흰즙이흘러나오는데그것을공기중에서건조시킨암갈

색의 고무질 형태의 덩어리로 morphine, codeine, the-

baine, papaverine 등 20여가지의알칼로이드를함유하

고있다. Thebaine과 papaverine은진통작용이있는작

용물이아니나, thebaine은반합성오피오이드효현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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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veloping orally administered analgesics and locally
injected pharmacopuncture analgesics like opioids. 

Methods : Literary investigation on the origin of poppy (Papaver somniferum L) and other narcotic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potential of developing orally administered analgesics and locally
injected pharmacopuncture analgesics.

Opium is a gum-like mass derived from air-dried white fluid of immature fruit of the poppy. Opium
contains approximately 20 types of alkaloids including morphine, codeine, thebaine, papaverine and
others. Natural opioids and synthetic alkaloid derivatives are the constituents of opioid analgesics and
their effects and side-effects depend on the peculiarities of receptors.  

An extreme caution is required in the selection of proper dosage, proper analgesic types, and indica-
tions for successful pain management.

Results and Discussion : With the enactment of "Narcotic control protocol", herbs such as cannibis
and poppy are no longer available for use by Korean medicine doctors, and these doctors are faced
with difficulty in managing severe pain in the clinical environment. A systematic consideration is
inevitable for overcoming the limitation on these analgesics.

※Corresponding author : Ki Rok Kwon. Dep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283, Woosan-dong, Wonju-si, Kangwon-do, 220-955, South Korea. 
Tel: +82-33-741-9257.  E-mail:  beevenom@paran.com

Key Words:
Papaver somniferum L,
opium, narcotics, anal-
gesics

Received : 09. 05. 21

Accepted : 09. 05. 27



대한약침학회지 제12권 제2호(2009년 6월)

길항제의 전구물질이다. Papaverin은 중요한 칼슘통로

억제제인 verapamil의개발에이용되었다.

아편에 있는 주된 알칼로이드는 morphine이며, 그 농

도는약 10%이다. 코데인은농도가 0.5%미만이고, 이것

은상업적으로 morphine으로부터합성된다. 양귀비아편

의채취는현재국제적으로제한되어있으나, 제재를가하

기어려워아편의불법생산이만연되어있는실정이다3).

본초학서적속에나타나있는마약류관련약물들은다

음과 같은 종류들이 있다. 먼저, 한약재로 사용되던 罌粟

殼은 양귀비의 果實을 건조한 것으로, 4-6月에 採取하여

種字를 除去하고 乾한다. 앵속각은 味가 酸澁하고 肺

大腸腎三經에들어가收斂시키고斂肺止咳시키며, 또한

澁腸止瀉시키는效能이있어, 肺虛로인한久嗽와久瀉久

痢등證을치료하고, 止痛시키는효능이현저하여脘腹疼

痛을 치료하는 데 더욱 좋다. 그러나 앵속각은 收斂固澁

시키는 효능이 있어 治標의 약물이 되므로 瀉痢와 咳嗽初

起에는 복용을 금지하며, 久瀉, 久咳의 證을 치료하는데

적용하지만多服이나久服은바람직하지않다4).

기타 양귀비 이외의 마약류로 대마를 들 수 있다. 대마

는 Cannabis sativa라는 식물에서 추출되는 성분 중 정

신적으로 향을 주는 물질을 의미한다. Cannabis는 이

식물의 암꽃에서 얻어지는 것을 말하며 타는 듯한 냄새를

가지고 있다. 대마는 해시시, 마리화나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마리화나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은 전한 말기의 神農

本草經에서 발견된다. 시베리아에서는 기원전 2500년에,

인도에서는기원전 500년에마리화나가사용된것으로알

려지고 있다. 마리화나는 대마의 수지에 물에 녹지 않는

휘발성 물질인 cannabinoid로, 그 중 대표적인 성분이

Tetrahydrocannabinol(`THC), cannabinol(`CBN),

cannabidol(̀CBD) 이지만 THC만이 도취감, 환각작용

등주요생리활성효과를나타낸다2).

현재한의학문헌상에서살펴볼수있는대마와관련된

한약재는大麻仁혹은麻子仁이다. 大麻仁은大麻科(삼과:

Cannabinaceae)에속한 1년생草本인삼의成熟한果實

이다. 이 약은 味甘하고 脂肪質을 풍부히 함유하고 있어

腸壁을 潤滑하게 하며, 滋養작용을 하기 때문에 老年, 虛

弱者, 熱性病後 또는 産後津枯, 血少 등으로 인한 腸燥便

秘등을다스리는데, 임상적으로흔히大黃, 枳實, 杏仁등

을 배합하여 응용한다. 그러나 이 약을 다량 服用하면 惡

心, 嘔吐, 泄瀉, 四肢痲木, 精神錯亂, 昏迷, 瞳孔散大 등의

중독증상을일으킬수있다5). 

지금까지 살펴본 양귀비(̀Fig. 1)6)와 大麻類의 약물들은

전통적인 한약 처방7)에서 鎭痛, 止瀉, 潤腸, 鎭咳 등의 목

적으로 사용되었었다. 그러나 마약류관리법의 시행 후 한

의사가 이러한 마약류 약물들을 마음대로 처방하고 투여

하는데 있어 많은 제약조건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편, 현재 한방병원에 입원중인 근골격계 및 각종 난치성

질환의 환자들 중 상당수가 통증으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

하고 있으며, 이들의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비마약성

한방 진통제를 복용시키거나 협진 시스템이 가동되는 병

원이면 양방 약물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통이 되지 않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

며이로인하여환자들은 통증에대한약물치료를원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통증으로 인한 수면부족, 치

료예후에대한불안감증대등여러가지문제를유발하여

한방병·의원의환자관리에의구심을표출하는경우도적

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강한 효과를 지닌 한방 진통제 개

발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양귀

비유래및기타마약류에대한고찰을통하여한방에서임

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강력한 효능을 가진 경구용 진통제

및 국소용 약침제제용 진통제 개발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

고자시도되었다. 

II. 본론

아편양 진통제(̀opioid analgesic)는 수면이나 의식의

손상을 초래하지 않고 진통작용을 일으킨다. 여기서 아편

양(̀opiate) 이란그특성이아편이나 morphine과유사한

약물군을 총칭하는 것이다8). 아편양 진통제는 천연 아편,

아편으로부터반합성된알칼로이드유도체, 약리학적으로

유사한 합성 대용약물, 오피오이드성 작용이 비선택적 오

피오이드수용체길항제인 naloxone에의해길항되는다

른 모든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mor-

phine은 오피오이드 효현제의 원형으로 간주 된다3, 9). 따

라서 필요에 따라 오피오이드 혹 아편양이라는 용어를 교

대로사용할수있다.

2.1 아편양 진통제의 분류와 화학적 성질

아편양 약물은 완전 효현제와 부분 효현제 그리고 길항

제가 있다. 완전 효현제 아편양 약물은 높은 효능 또는 강

력한 효현제로 알려져 있다. 부분 효현제 아편양 약물은

오피오이드 결합 부위로부터 완전 효현제를 치환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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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생물학적 효과를 감소시키지만 효현제의 효과를 나타

낼수있다. 길항제는수용체에결합하지만효현제의효과

는일으키지않는다. 약물로이용되는대표적인아편양화

합물의효현제와길항제의분자구조식9)은 Fig. 2와같다. 

길항제로서 사용되는 것이 Naloxone이며, 반면 mor-

phine은 μ-수용체의 완전 효현제이다. Codein과 같은

부분 효현제는 수용체에 결합은 하지만 모든 수용체에 결

합을 한다고 해도 최고 효과에 미치지는 못한다. 이밖에

효현길항 복합제가 있는데(예, Nalbuphine), 이는 한 수

용체에 길항제로 작용함과 동시에 아편양 수용체 중 하나

에효현제효과를나타낼수있다. Table 1에대표적인아

편양수용체의특징을종합하 다10).

Morphine의 C3와 C6의 hydorxyl기의 치환은 약력

학적 특성의 큰 변화를 일으킨다. C3에서의 phenolic

hydroxyl에 methyl기의 치환은 이 위치의 glucuronide

포합에 의하여, 이 약물의 초회 통과 과정인 간장 대사에

민감성을감소시킨다. 따라서 codein과같은약물의경구

대비경구적투여에의한효력의비가높다. Morphine의

양쪽 hydroxyl 기를 acetylation 하면 heroine이 되며,

이는 morphine보다혈액-뇌장벽을훨씬빠른속도로통

과한다. 마약 중독자가 가장 많이 사용해 온 heroine은

1898년독일바이엘사가 morphine으로부터제조발매한

것으로초기에는morphine 중독의치료에사용되었다. 그

러나 헤로인은 최면작용이 모르핀의 10배 이상이며 부작

용, 위해성이 다른 마약보다 강하고 금단 증상이 심하여

1940년대후반부터의약용으로사용이금지되고있다2,3).

아편양 알칼로이드(예, Morphine)는 오피오이드와 유

사한 약리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펩타이드를 포함하고 있

는뇌부위에작용하여진통작용을일으킨다. 이러한내인

성 물질들을 지칭하여“endorphine"이라 하 으나, 현재

는 일반적으로 ”내인성 오피오이드 펩타이드“라 한다. 내

인성 오피오이드 전구물질은 고통 조절과 관계되는 뇌 부

위에 존재하고, 스트레스 즉, 통증이나 통증이 예견되는

상황에서이물질이유리됨은이미입증된사실이다.

2.2 아편양 진통제의 약리 작용

대부분의아편양진통제는코나입의점막표면뿐아니

라피하와근육내로도흡수가잘된다. 위장관에서는흡수

가 잘 되지만 몇 가지 오피오이드는 간에서 glucurinon-

idation에의한초회통과대사가일어난다. 이경우치료

효과를 위해 요구되는 경구적 용량은 비 경구적 용량보다

훨씬 많다. 즉, codeine과 같은 약물은 경구 대 비경구적

투여 효력비가 크다. 모든 오피오이드는 다양한 친화력으

로 혈장단백에 결합하여도 약물은 신속히 혈액으로부터

폐, 간, 신장, 비장 등 관류속도가 빠른 기관 조직에 고농

도로 축적된다. 오피오이드의 투여량 대부분이 분극성 대

사산물로 변환되어 신장에서 쉽게 배설된다. 그러나 신부

전 환자에서 이런 대사 활성물이 축적되고, 중추신경계의

약물유입이제한되어도작용시간이연장되고더강한진

통작용을보일수있다. 분극화된오피오이드대사물은주

로뇨로배설된다3, 11).

혈액-뇌장벽으로인하여뇌의오피오이드농도는다른

기관에 비해서 낮다. 뇌 조직으로의 이동은 morphine과

같은 양성물질의 경우에는 특히 어렵다. Heroin과

codein처럼 C3에 방향족 hydroxyl이 있는 화합물은 혈

액-뇌장벽을보다쉽게통과한다(̀Table 2).  

수용체의 형과 생리적 효과관계에서 morphine의 환각

작용과호흡억제작용, 진통작용, 그리고생리학적의존등

은 주로 μ수용체에 작용하여 나타난다. 사실 μ수용체는

원래일련의오피오이드알칼로이드의임상적진통작용의

비교 효력에 따라 정의되었다. Delta와 Kappa 수용체는

진통작용에관여하는데특히척수에서작용하며 Table 3.

에 morphine의약리학적작용특성을종합하 다10).

분자 수준에서 오피오이드 수용체는 G 단백과 연결되

어 있어서 이온 통과효과와 세포내의 Ca2+분포 그리고 단

백질인산화를할수있다. 오피오이드는신경에서직접적

인 작용을 나타내는 두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다. 전 시냅

스 신경 말단의 전압의존성 칼슘통로를 닫아서 신경전도

물질의 유리를 감소시키고, 과분극을 일으켜 포타슘 통로

를열어후시냅스신경을억제한다. Fig. 3은척수에있는

통각수용구심성신경에서세종류의수용체형모두에대

한전시냅스의작용과μ수용체에의한후시냅스효과를

도식적으로설명한것이다. 

μ, κ, δ효현제는 통증수용성 일차 구심성 신경의 전시

냅스 말단으로부터 전달물질 유리를 감소시킨다. μ효현

제는 또한 K+ 전도를 증가시켜, 이차적 통증전달 신경들

을과분극시키고억제성후시냅스성전위를유발한다.

세종류의주요수용체모두는척수의배각에서높은농

도로존재한다(̀Fig. 4 B 위치). 수용체는양측통각전달신

경과이신경에통각을전달하는일차구심성신경에존재

한다(̀Fig. 4 왼쪽). 오피오이드 효현제는 첫 번째 구심성

으로부터흥분성전달물질유리를억제한다. 그리고배각

통각전달신경을 직접 억제한다. 따라서 오피오이드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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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진통효과를척수에서직접발휘한다. 이런척수에서

의 작용은 임상적 오피오이드 효현제를 직접 척수에 투여

하여 진통효과를 나타내는 부위를 국소화 하고, 전신투여

시 척수상부 진통에 따른 호흡억제, 오심, 구토, 진정현상

등을최소화할수있다3).

생리적 반응에서 통각 전달에 대한 내인성 억제 기구가

작동한뇌간에서출발하여척수하행성통각억제계의작용

을 활성화시키면 척수후각 신경절 즉 교양질 I-Ⅵ층에서

동통의 전달이 차단되어 진통작용을 일으킨다. 이러한 내

인성 억제계는 noradrenaline, serotonin, enkephalin

등의 신경전달물질이 매개하며 마약성 진통약에 의한 척

수 noradrenaline 효능성하행성억제계, serotonin 효능

성 하행성 억제계 및 enkephalin 효능성하행성 억제계의

활성화가진통력발현에중요하다. 이외에내인성 peptide

와 GABA도하행성억제계에관여하고있다11).

마지막으로 약물의 내성과 생리학적 의존을 살펴보면,

치료용량의 morphine 또는대용물을반복해서투여했을

때 그 효과가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것이 곧 내성이다. 원

래의 반응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용량을 투여해야 한

다. 내성과 함께 생리학적 의존이 발생된다. 생리학적 의

존은 약물 투여를 멈추거나 길항제를 투여했을 때 특징적

인 금단증후군을 나타낸다. 내성 유발대사와 육체적 의존

발생 기전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Ca2+ 이동, adenylyl

cyclase 억제그리고단백질인산화와관련된 2차전달체

계의 변화와 연관된 세포의 적응반응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다3). 

2.3 아편양 진통제의 효과

먼저 중추신경계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면, μ수용체에

대하여 친화력이 있는 아편양 진통제의 효과는 주로 중추

신경계에 작용해서 나타난다. 중요한 효과는 진통, 도취

감, 진정 그리고 호흡억제이다. 반복해서 사용했을 때는

이러한효과에있어서높은내성이나타난다(̀Table 4). 

통증은 감각과 정서적 요소로 구성된다. 아편양 진통제

는 통증의 두 가지 양상을 모두 변화시킬 수 있다. 통증이

있는 환자나 중독자는 morphine 투여 후에 불안이나 고

민으로부터 자유롭고 흥분되어 떠 있는 듯한 도취감을 느

낀다. 그러나 그 밖의 통증이 없는 환자나 정상인의 경우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투여 후에 도취감보다는 불쾌감을

쉽게경험한다. 

졸리거나 몽롱한 상태는 오피오이드 작용에 자주 동반

된다. 기억소실은 적거나 없다. 아편에 의해 유도되는 수

면은 젊고 건강한 사람보다는 나이든 사람에게서 잘 나타

나고보통환자들은이런수면으로부터쉽게깨어날수있

다. 모든아편양진통제는뇌간의호흡중추를억제하여상

당한 호흡 억제를 나타내는데, 폐포의 이산화탄소에 대한

반응을억제하여호흡억제를한다. 기침반사억제는잘알

려진 오피오이드의 작용이다. 특히 codeine은 병적 기침

을 겪고 있는 사람과 기관내 튜브에 의한 환기 유지가 필

요한환자에게오랜시간동안치료제로이용되어왔다. 그

러나 오피오이드에 의한 기침 억제는 분비물 축적이 생기

고, 무기폐와기도폐쇄를일으키는부작용이있다.

말초에 대한 향으로 위장관계를 살펴보면, 위에서의

운동성(주기적인 수축과 이완)은 감소되지만 장력(지속적

인 수축)은 증가될 수 있었다. 위장에서 위산의 분비는 감

소된다. 소장의휴지기장력은주기적인연축과함께증가

하지만, 비추진수축폭은감소한다. 대장에서추진연동파

는 줄어들고 장력은 증가되어 내용물의 수송은 지연되고

수분의 흡수는 증가하여 변비를 유발시킨다. 따라서 오피

오이드는설사를억제하는효과를나타낸다3,8,10).

2.4 아편양 진통제의 임상적 응용 및 부작용

통증의조절은양질의의료시술에필수적이고적절한

용량(̀Table 5)8), 약물의종류그리고적응증에대한주의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진단이 내려

지기전에통증을잘관리하는것이필요하다. 

아편양 진통제의 진통작용은 격심하고 지속적인 통증

은 효능이 높은 아편양 진통제에 의해 대부분 경감되나,

날카롭고 간헐적인 통증은 잘 경감되지 않는다. 반드시

통증의양을측정해야하며이를바탕으로적절한약물을

선택하고, 약물의효과를관찰해야한다11,12,13). 암과그밖

의말기의질병에관련된통증은내성과의존유발을걱정

하는것보다환자가최대한안락하도록치료해야한다.

마취제로의 응용에 있어서 오피오이드는 진정, 항 불

안, 그리고진통의특성을가지므로마취와수술전투약

제로 흔히 사용된다3,14). 또한 오피오이드는 수술 도중 다

른 마취제의 보조약으로 사용되고, 심혈관 수술과 다른

위험도가 높은 수술에서 심혈관계의 기능저하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마취 시 높은 용량이 이용된다. 오피오이드

는척수에직접작용하기때문에척추의경막외나지주막

하공간에투여하여국소진통제로이용할수있다.

마지막으로 아편양 진통제의 독성과 부작용2,3)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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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오피오이드에 의한 약물 의존은 약물내성, 육체적

의존을의미하는비교적특이한금단증상, 정신적의존을

의미하는 약물의 갈구 등으로 구별된다. 내성은 첫 오피

오이드 투여에 의해 시작되지만, 대개 상용량에 빈번히

노출된 2-3주 후에 임상적으로 발현된다. 내성은 대량의

약물이투약간격이짧을때가장잘유발되고, 소량의약

물의투약기간이길때쉽게생기지않는다. 약물의효과

를측정한방법에따라내성의정도는 35배에이를수있

다. 저명한 내성은 대개 진통, 환각, 그리고 호흡억제 효

과에 대해서 나타난다. 오피오이드의 도취감과 호흡억제

에 대한 내성은 약물투여를 중단한 후 수일 내에 소실된

다. 구토효과에대한내성은약물금단후에여러달동안

지속될수있다. 

μ형오피오이드반복투여에의한내성은항상생리학

적 의존을 수반한다. 약물이 계속적으로 투여되지 못할

때 오피오이드의 급성약리학적 효과가 강화된 특징인 금

단증상을 나타낸다. 금단의 징후와 증상으로 콧물, 눈물,

하품, 오한, 소름, 호흡항진, 고열, 산통, 근육통, 구토, 설

사, 두려움, 적개심등이나타난다. Morphine이나 hero-

ine의금단징후는일반적으로최종용량투여후 6-10시

간 내에 시작된다. 36-48시간 동안에 가장 심해지고 이

후에징후와증상이점점사라진다. 5일후면대개의증상

이사라지지만어떤증상은수개월지속된다.

정신적의존성으로오피오이드진통제(특히정맥내주

사시)는대개도취감, 자극에대한무관심과진정을유발

하며, 이는 충동적인 오피오이드 사용을 유발한다. 덧붙

여중독자들은격렬한성적극치감과연관된복부효과를

경험한다. 이런요소들은오피오이드남용의주요한이유

이고생리적의존유발로현저히강화된다2,3).

III. 결론

마약성 약물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한약처

방(八柱散, 大麻仁丸등)6)에止瀉, 潤腸, 鎭痛, 鎭咳의목적

으로일부마약류약물들을이용한기록들이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러한 관습이 남아 있어 일부 민간에서 노인

들이 鎭痛이나 鎭咳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몰래 양귀

비나 대마를 키우다가 적발되는 소식이 간간히 뉴스에서

들려온다. 

최근 한방병원 내원 환자들 중 상당수가 통증으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들의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

하여비마약성한방진통제를복용시키거나, 혹은양방약

물의도움을받기도한다. 그러나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

고 진통이 되지 않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환자들은 통증에 대한 약물치료를 더 자주 원하게 되고,

통증으로인한수면부족, 치료예후에대한불안감증대등

여러가지문제를유발하고있다. 

현재까지 마약류 관리법 등 제반 법적인 제약사항들로

인하여 한의사들의 마약류 약물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것이현실이다. 그러나법적인제약사항을별개의문

제로두고서라도, 한의학계에도움을원하고있는많은암

환자나기타동통성질환환자들을위한강력한한방진통

제의 개발 가능성을 학문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서 앞으로

제기될 수도 있는 임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한방진통제 개

발가능성을타진해보고자하 다. 

제도상접근이가능할수있다는것을전제로다음과같

은 형태의 약물들의 개발 가능성을 제안해 본다. 첫째, 丸

劑형태의경구용진통제개발이다. 환자들이필요시간편

하게복용할수있는알약형태의진통제개발은전신통증

환자의 통증 조절을 위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위장

관의 흡수문제, 약물내성 및 약물 부작용 문제 등이 사전

에면 히검토되어야할것이다. 둘째, 이미문헌상의검

토를통해살펴본것처럼오피오이드는강력한진통효과

를 척수에서 직접 발휘 한다3,8,9,11,14). 이런 척수에서의 작용

은 임상적 오피오이드 효현제를 직접 척수에 투여하여 진

통효과를 나타내는 부위를 국소화하고, 전신 투여시 척수

상부진통에따른호흡억제, 오심, 구토, 진정현상등을최

소화 할 수 있다고 고찰하 다. 이는 국소 진통약물이(외

용연고, 파스류 제외) 전무한 한방제제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약침 제제라는 형태로 국소 통증 억제제의 개발이

가능하며이에대한필요성을제기하고자한다. 더불어약

침제제의 혈맥 주입 요법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이러

한 방법을 이용한 자가조절 통증약물의 개발도 검토해 봄

이바람직하다.

끝으로 제형개발과 관련되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제형의 선택 사항을 살펴보면, 진통제의 제형상의 문제에

있어서 약침제제 혹은 환제의 선택 문제가 발생 할 수 있

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 본 위장관의 흡수 문제3,11), 환자의

통증정도및 환자의자가약물용량조절13)에의한통증방

어 등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마약류 약물,

혹은이와유사한효능을지닌강한한방진통제개발의필

요성은 인식되지만, 마약류 관리법과 같이 한의사들의 접

근을 원천적으로 막는 제도적인 문제의 개선과 마약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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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가지고 있는 내성과 중독성의 문제 해결, 그리고 마

약류가 아니더라도 마약류에 준하는 효능을 가진 약물의

개발과 이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선행된

후사용되어야할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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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hape of Papaver somniferum L, flower and fruit6)

양귀비(한국, 천농가, 약용) 꽃과 열매(약용) 열매와 씨앗

Fig. 2 Chemical structural formula of popular opio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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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unction of opioids in the spinal level. 

Fig. 4 Region supposed to be exerting antalgic effect with opioids(Dark region). Left figure shows to the operation region
on pain transmission tract  from peripheral to senior center. A: Possibility of direct working of opioids on  inflamed
peripheral tissue. B: Inhibition on spinal cord. C: Possible region exerted on thalamus. Right figure gives to effect
the pain transmission tract secondarily exerting pain control neuron on the midbrain(D region) and medulla(E
region). 

Spinal pain-
tran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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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ptor Prototype agonist ligand∴

Morphine

Allylnoremetazocine

Ketocyclazocine

Miosis, Bradycardia

Hypothermia, Depressed,

Nociceptive response, Indifference to environmental stimuli

Mydriasis, Tachycardia

Tachypnea, Mania, Abstinence in morphine-dependent animals 

Miosis, Flexor reflex,

Depression, Sedation, No change in pulse rate

Table 1. Characteristics of opioids 

* Effects by all three drugs are antagnized by naltrexone indicating their agonist characteristics

Commonname Name Doses(mg)
Oral:Parenteral

Effect ratio
Duration time of

Analgesia
Maximum effect Abuse possibility

Morphine 10 Low 4-5 High High

Meperidine Demerol 60-100 Medium 2-4 High High

Codeine 30-602 High 3-4 Low Medium

Nalbuphine Nubain 10 Only Parenteral 3-6 High Low

Table 2.  Pharmacological characteristics of opioids

Analgesia 

Sedation 

Euphoria 

Constriction of pupil 

Antitussive effect 

Depressed respiration 

Nausea and vomiting 

Peripheral vasodilation  

Decreased release of stomach hydrochloric acid 

Decreased secretion of bile and pancreatic secretions 

Decreased peristalsis 

Increased biliary tract pressure 

Increased tone and contraction of ureater and bladder 

Bronchial constriction 

Dilation of cutaneous blood vessel 

Tolerance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dependence

In doses 5-15mg 

Including drowsiness and mental clouding 

In pain-free persons the opposite, dysphoria can be occur 

Tolerance to this effects does not occur 

Codein and heroin are superior 

Freuently cause of death following dose 

By direct stimulation of the chemoreceptor trigger zone; not experienced by all patients 

May result in hypertension; can be dangerous when low blood volume exists 

With resultant fecal desiccation constitutes a constipating effects 

In pain due to biliary colic, pain is actually exacerbated 

Resulting in antidiuretic effect 

With large dose can aggravate asthma 

Flushed warm feeling and sweating may result 

The basis of addiction

Syndrome in spinal dog

Action Comments 

Table 3. Pharmacological characteristics of Mop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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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gesia

Euphoria, Dysphoria

Mental disturbance

Sedation

Depressed respiration

Antidiuretic effect

Nuasea and vommiting

Antitussive effect

Bradycardia

Miosis

Constipation

Convulsions

Antagonism

High Middle Low

Table 4. Tolerance of several opioids

Morphine

Codeine

α-isomorphine

6-Acetylmorphine

Hydromorphine

Hydrocodone

531

241

890

293

84

86

0.75

8.04

0.80

0.18

0.17

1.28

Drug LD50(mg/kg)b analgesic effectc

Table 5. Toxicity/analgesic effecta of opioids

aAdapted in part from Jacobson et al.(1970). bLethal s.s does of 50% of mice. cMinimal IM dose in ca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