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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성통증 

통증은 암을 진단받은 환자들이 겪는 흔한 증상 

진행암 환자의 60~70% 통증경험 

암환자의 90%이상에서 통증 조절 가능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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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성 통증의 원인 

• 암세포가 뼈, 신경, 다른 장기의 침범 
(65% 이상) 

종양 자체로 

인한 통증 

• 수술, 방사선요법, 항암요법의 후유증
(25%) 

암 치료와 

관련된 통증 

• 두통, 근육통, 암이나 치료와 무관한 통증
(10%) 

기타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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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성통증의 유형 

침해수용 성 통증(Nociceptive pain) 

 

• 체성통(somatic pain): 피부, 뼈, 근육의 통증. 예리하
고 날카로우면서 쑤시는,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 지속적
이고 범위는 국한적, 마약성 진통제 사용이 요구됨 

 

• 내장통(visceral pain): 복부내장 장기의 침윤, 압박, 팽
창에 의한 통증. 통증 부위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며, 
특징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통증, 통증부위가 모호함.
마약성 진통제 사용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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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성통증의 유형 

신경병증성 통증(Neuropathic pain) 

 

• 종양의 말초신경이나 척수침윤에 의해 나타나거나 수술,
항암요법, 방사선치료 등에 의해 신경조직의 손상에 의
해 나타남 

• 화끈거리거나 찌르는 듯한, 저린 통증과 함께 발작적 통
증 호소, 통각저하, 통각과민, 이질통증 등의 감각이상 

• 진통제 치료에 진통 보조제 병합 투여 및 중재적 통증 치
료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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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의 통증 평가 

암환자에서 통증은 제5의 활력징후, 심한 통증은 응급상황 

불충분한 통증평가가 통증관리의 가장 중요한 방해요인 

환자가 자발적으로 말하는 것에 의존하기보다는 의료인이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함 

사용하기 쉽고 적절한 도구를 이용하여 통증을 평가하고  

기록 

포괄적인 통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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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의 통증 평가 

포괄적 통증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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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증병력(PQRST) 
• 현재 통증 치료력, 치료에 대한 반응, 돌발 통증 유무 
• 통증 외의 암 관련 증상 평가 
• 현재 암의 상태 및 암 치료력 평가 
• 동반 질환 및 암 진단 이전의 만성 통증 병력 
• 정신사회적 평가 
• 통증 및 통증 조절에 대한 지식 및 오해를 확인하고 설명 
• 통증 조절에 대한 환자의 기대 정도 및 통증이 일상 생활 
  에 미치는 영향평가 
• 신체검진 
• 혈액검사 및 영상검사 
  



암성통증의 관리 

 

 

• 간편한 투여경로 (By the mouth) 

• 규칙적으로 투여 (By the clock) 

• 통증의 정도에 따라 적합한 진통제를 선택  

   (By the ladder) 

•개개인에 맞는 가장 적합한 용량 및 투여 

  경로 선택 (For the individual) 

• 자주 관찰(With attention in detail)  

• 단순한 용량 산정 스케줄 

• 돌발성 통증에는 용량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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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사용의 치료 원칙 
 



암성 통증의 약물요법 
 비마약성/마약성 진통제/ 진통보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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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약성 진통제 

주로 약한 통증(NRS 1~3) 조절을 위해 투여하되 모든 
강도의 통증에 투여  

최대 투여량 이상으로 증량하는 경우 진통작용은 증가하지 
않고 부작용만 증가하는 천장효과(Ceiling effect)가 있음 

서로 다른 종류의 NSAIDS 병합은 효과보다 부작용만 증가 

약제 선택시 약제별 특성, 동반질환,약물 상호작용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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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약성 진통제-Acetaminophen 

진통, 해열제, 소염 작용은 미약 

위궤양, 위장관 부작용, 출혈성 질환이나 출혈의 경향이 
우려되는 대상자에서 사용가능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하루 4g이상 복용시 간독성 
(고위험군: 간질환, 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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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약성 진통제-NSAIDs 

진통, 해열, 항염증 작용  

소화성 궤양 등의 위점막 장애, 혈소판 억제, 천식 유발 또는 
악화, 간 및 신장 기능 장애 등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투여시에는 관찰 필요  

소염작용에 의해 발열 등 감염의 증후가 가려질 수 있으므로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환자 상태의 변화를 주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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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taminophen vs NSA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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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진통, 진정 효과를 나타냄  

경구 우선 투여,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경로 선택 

통증 강도의 어느 단계에서나 마약성 진통제 투여 가능 

서방형 진통제를 주기적으로 투여하고 돌발통증에 대비하여 
속효성 진통제를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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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효 지속 시간에 따른 진통제  

서방형 약물과 속효성 약물의 적절한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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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의 분류 

• 작용기전에 따른 마약성 진통제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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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onist 
(순수작동제) 

Partial  agonist 
(부분작동제) 

Agonist-
antagonist 

(혼합형작동-길항제) 

Antagonist 
(길항제) 

Morphine 
Oxycodone 
Hydromorphone 
Hydrocodone 
Fentanyl 
Codein 
Tramadol 
 

Buprenorphine Phentazocine 
Butorphanol 
Nalbuphine 
 

Naloxone 
naltrexone 



마약성 진통제 

작동제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는 pentazocin, nalbuphine 

같은 혼합형 작동- 길항제를 같이 사용해서는 안됨 

• 혼합형 작동-길항제가 길항제로 작용하여 금단증상을 
초래하고 통증을 악화시킴 

Meperidine(Pethidine)은 암성통증 같은 만성통증에는 
사용하지 않음 

• 반복적인 사용으로 대사산물에 의한 중추신경계 부작용
을 초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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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용량을 증가시킬 수록 진통억제 효과가 커짐 

• 마약성 진통제는 천장효과(ceiling effect)가 없기 때문에 
통증조절을 위해서 용량의 제한없이 증량할 수 있으며, 
용량의 증량이 마약 중독을 의미하지 않음 

용량 증량시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지속적인 부작용 발생시 
통증을 재평가하고 진통제 전환, 진통 보조제 투여, 중재적  
통증 치료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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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내성, 신체적의존성,중독 

• 동일한  약효를 보기 위해서 약물의 용량
을 늘려야 하는 경우, 암환자에서의 용량 
증량은 대부분 통증 악화 때문  

내성 

• 약물 투여를 갑자기 중단 했을 때 나타나
는 신체 증상. 발한, 통증증가 등 

신체적  

의존성 

• 정신적인 쾌락을 경험하기 위해 마약을 
집요하게 구하는 현상  

중독/탐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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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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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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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phine 

• 속효성: Morphine sulfate 15mg/tab 
    Maximum effect : 30-60 min 
    복용 즉시 약효가 나타나지만 지속시간 짧음  
   “돌발 통증” 에 사용, q 2-4h 
 
•   서방정: MS contin 10mg, 30mg 

    약효는 천천히, 지속시간은 길게 나타남  
    일정한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복용함  
    서방정은 씹어먹어서는 안됨 
    2-3시간 후 최대 효과 , 12시간 지속, q 8-1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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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Oxycodone 

• 속효성 : IR codon 5mg/tab 
 
• 서방형 : oxycontin CR 10mg, 20mg, 40mg, 80mg 
 
• 경구 투여의 경우 oxycodone은 morphine에  
  비해 생체이용률이 높음 
 

• Morphine보다 작용시간이 빠르고 부작용이 
  적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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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Hydromorphone(Jurnista)   

•  속효성: Jurnista IR tab 2mg 
 

 

•  서방형: Jurnista SR tab 4mg, 8mg, 16mg,  
                                     32mg, 64mg 
 

• 24시간 지속형 경구용 마약성 진통제 
 

• 하루 한번 복용 
 

• 대장에서 약이 방출되어 하이드로몰폰의 생체 
    이용률을 높임  
 



마약성 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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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ine 

• 약한 마약성 진통제 
 

• 경구 투여 후 흡수된 코데인 중 약 10%가 체내에서 모르핀 
  으로 전환되어 효과를 나타냄 
 

• 1회 20~60mg을 4~6시간 마다 복용 
 

• 기침억제 효과가 있음 
 

  복합형  
• 마이프로돌, 마이폴 캅셀   
 

codeine 10mg + acetaminophen 250mg + ibuprofen 200mg  
 



마약성 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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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ycodone+naloxone(Targin) 

• 서방정: 5/2.5mg, 10/5mg, 20/10mg,  
             40/20mg  
 

• 12시간 마다 1일 2회 
• Oxycodone과 naloxone의 2:1 복합제제 
 
• 약에 함유된 아편수용체 길항제인 날록손은 
  위장관에서 국소적으로 아편수용체에 대한 
  옥시코돈의 작용을 차단함으로써 마약성 
  진통제로 유도된 변비를 감소 
 

   



마약성 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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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dermal fentanyl patch 

• Fentanyl patch는 매트릭스 공법을 활용 1회 부착으로 
  72시간 지속적으로 통증 조절 



 

마약성 진통제 
 

28 

• 1st patch: 12~24 시간 혈중농도에 도달 
•  처음 24시간동안 보조진통제 필요 
• 2nd patch: 72 시간 후 팻취를 교환하면 혈중 fentanyl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  
• 경구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가장 유용 
• 서방형 경구 morphine에 비해 변비등 부작용이 적음 
• 72시간 지속되며, 제거 후 17시간 후에 혈중농도가 완전히 떨어짐 
• 부착부위: 앞가슴, 요추부 양쪽  

 



마약성 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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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tora buccal tab(Fentanyl citrate)  

• 100, 200, 400, 600, 800mcg 
 
• 지속성 통증에 대한 아편양제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약성을  
  가진 암 환자에 대한 돌발성 통증에 사용함 
 
• 초기용량은 100mcg 
• 구강(최 후방 어금니 위, 위쪽 뺨과 잇몸 사이)에 놓음.  
• 빨아먹거나, 씹거나, 삼켜서는 안됨(혈중농도 낮아짐) 
• 붕해될 때까지 약 14~25분간 뺨과 잇몸 사이에 놓아두어야 함  



마약성 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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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c Oral Tab tab(Fentanyl citrate)  
 

• 200, 400, 800, 600, 1200, 1600mcg 
 
• 지속성 통증에 대한 아편양제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약성을 가진 암 환자에 대한 돌발성 통증에 사용함 
 
• 약 1정(200㎍)투여로 시작  
• 입안에 넣고 빰과 아랫잇몸의 사이에 위치시킨 후, 씹지 말고  
  빨아서 15분간 복용. 
• 복용 후 15분간 기다린 후 통증이 조절되지 않을 경우 15분에  
  걸쳐 두번째로 1정을 더 복용. 
• 1일 4정 이하로 용량 제한 



마약성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에 의한 부작용 

 

• 환자 개인간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항상 자세히 관찰하
여야 하며, 피할 수 없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예방적으로 
치료해야 함 

• 대부분의 부작용이 3~7일 정도 지나면 내성이 형성될 
수 있지만, 변비의 경우 내성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적으로 완화제를 같이 처방해야 함 

• 내성이 생기기 전까지 약제로 인한 중증 부작용이 생기
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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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이상 발생율  

 

 

• 위장관의 아편양 수용체에 작용하여 장 운동을 억제 

• 모르핀이 장관의 연동운동을 억제하고 항문 괄약근
의 긴장을 증가시켜 변비를 초래 

 

 

• 작용 대책 

기전 

• 자극성 완하제: castor oil, sennoids, bisacodyl 

• 침투압성 완하제: lactulose, magnesium sulfate 

예방용 
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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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변비(Constipation) 



• 약 30% 발생율  

 

 

• 내성이 생기기 쉬움. 통상 처음 복용 후 1-2주 이내 소
실 

 

 

 

내성 

부작용 
대책 

• Motilium-M, Metoclopramide, Haloperidol 
예방용 
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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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용  

구역/구토(Nausea/Vomiting) 
 

• 복약 중단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예방적으로 CTZ
에 직접 작용하는 제토제를 처음부터 예방요법으로 1~2
주간 같이 투여(1-2주 경과 시점에서 감량 혹은 중지) 



부작용 
진정/졸림(sedation/somnolence) 

• 20%(투여량에 따라) 발생율 

• 처음 투여 후 3-5일에 내성이 생겨 없어짐(가장 빨리 
사라지는 신체적응 반응) 

• 수일 내에 자연 경감 혹은 소실 
내성 

• 반복 투여하면 수 일 안에 증상이 소실되므로 미리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 

• 통증 없이 지속적인 졸음 : 과량 투여를 의심할 수 있
고, 이 경우는 감량(25%)을 검토 

부작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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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용 투여로 호흡이 억제되는 경우는 드물고, 정맥주사를 
급속하게 하는 경우에 올 수 있음 

 통증자체가 호흡억제를 길항하고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을 
경우는 오는 경우가 드물고, 통증이 소실되면서 호흡억제가 
오면 의심할 수 있음 

• 마약성 진통제 투여중지, 기도확보, 필요시 산소흡입 

• < 11/min: stop administration of opioid 

• < 8/min: opioid antagonist 

• Naloxone 투여: 0.4mg을 N/S 10ml에 희석,1ml(0.04mg) 
씩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30~60초마다 반복투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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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호흡억제(Respiratory depression) 



마약성 진통제 부작용 

기타 올 수 있는 부작용 

• 배뇨장애 

• 입안건조, 입마름 

• 발한 

• 가려움증 

• 어지러움, 현기증 

• 간대성근경련(myoclonus) 

• 불쾌감(dysphoria) 

• 도취감(euphoria) 

• 수면장애(sleep disturbances) 

• 성기능 장애(sexual dys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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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용량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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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전환 

38 Morphine 30mg = jurnista 8mg = Fentanyl patch 12mcg/hr = oxycontin 20mg 



진통 보조제 

마약성 진통제의 효과를 증강시키기 위해 사용 

신경병증성 통증, 뼈 전이통증 등 진통제의 효과가 낮은 특
정 통증에 사용 

WHO 3단계 진통제 사다리의 어느 단계에서도 사용 

Bisphosphonate, 항우울제, 항경련제, Ketamine, 
Corticosteroid, Benzodiazepine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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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보조제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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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성 통증의 중재적 요법 및 
방사선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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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 블록 요법 

신경블록의 적용이 충분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통증이 잘 
특징되어지고 국소화 되어있어야 함 

신경병증성 통증에 비하여 체성통증 또는 내장 손상에 의한 
통증이 신경블록에 반응이 더 좋음 

비록 통증이 여러 부위에서 나타나더라도 가장 심한 통증이 나
타나는 부위에 신경블록 등의 치료를 하면, 나머지 남아 있는 
통증에 대하여는 보존적인 치료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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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블록 -1) 교감신경 차단술 

복강신경총 차단술 

(Celiac plexus block) 
 

• 적응증: 췌장암과 담도암에 의한 통증, 대동맥 주위 임                
파절 전이에 의한 통증 

 

• 상복부 혹은 복부 통증과 배부로 방사통이 흔히 있으며 
몸을 신전시켜 똑바로 누우면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자세를 취하는 환자가 많음 

 

• 부작용: 설사,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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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 블록 요법-2) 체성신경 차단술 

교감신경과 달리 체성신경은 감각 및 운동신경으로 이루어
져 있으므로 신경파괴제를 사용한 체성신경 차단술은 감각 
소실, 운동 마비의 위험도 및 합병증이 보다 심각하기 때문
에 더욱 신중하게 사용해야 함 

기대여명이 짧고, 시술로 효과적인 통증 조절이 예상되며, 
일부 척추 분절에 국한된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시술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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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 약물 주입법 
(Spinal analgesia) 

경막외강/ 지주막 하강으로 약제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다
른 경로보다 가장 강력하고 안전하며 가역적 

마약성 진통제로 통증조절이 어려운 불응성 통증인 경우 마
약성 진통제 외에 다른 기전을 통해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약제, 즉 국소마취제, 알파-2 아드레날린 수용체 길항제(cl
onidine) 등을 함께 투여하여 통증조절 효과를 높일 수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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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 척추체 성형술 
(Percutaneous vertebroplasty) 

골절된 척추체에 뼈시멘트를 주입하여 골절을 안정화시키
고 통증을 감소시킴 

척추체 성형술은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에서 시행한 경우가 
전이암에 의한 골절에서보다 통증 조절 효과가 좋음 

부작용: 주입한 시멘트의 유출로 인해 일어나며 유출이 척
수신경이나 척추후근 신경절(spinal nerve root)에 미치
면 신경 손상이나 통증을 유발. 혈관으로 유출되는 경우 색
전증을 일으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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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자가 진통법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PCA) 

약물의 양을 미리 결정하여 약물 주입기나 일회용 주입기를 
사용함으로써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통증을 조절하는 것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환자에 따라 다르고 특수한 펌프를 
이용하여 경막외강, 정맥내, 피하 등으로 주입하는 방법 

통증을 느낄 때 의사나 간호사의 처치를 기다리지 않고 환
자 스스로 자신의 통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
가 안심할 수 있게 하고 빨리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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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치료 : 증상 완화   

통증 완화 목적으로 혹은 신경 압박이나 골절의 예방 목적으
로 시행 

환자의 전신 상태 및 잔여 생존 기간을 고려하여 1~3 주의 
짧은 기간 내에 20~30 Gy의 방사선을 조사하여 통증을 조
절하는 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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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for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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