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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마취통증의학과 김대현



신규 개발(DE NOVO)
VS 수용개작(ADAPTATION)

진료 지침 개발 방법?

김수영 등: NECA. 2011



암성통증관리지침 권고안

• 2004년 초판 발행

• 2015년 5월 6판

• 암성통증 치료에 대한 국
내외 진료지침 및 문헌 고
찰

• 국내 실정 반영





췌장암 통증 관리 지침?

No available guideline

CANCER PAIN GUIDELINES

WHO guideline(3 step ladder)

NCCN guideline

우리나라 암성통증 관리지침 권고

EAPC recommendations



췌장암 통증 관리 지침: Two Tracks



진료 지침 개발 과정

김수영 등: 임상진료지침 개발 매뉴얼.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1

De novo development



진료 지침 개발 과정

주제선정 핵심질문
근거 검색

및 평가

권고안

작성



핵심 질문



핵심 질문

• Palliative/supportive care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췌장암의 특징은 무엇인가?

• 췌장암 통증은 왜 다른 암종보다 더 심한
양상을 보이는가?

• 췌장암의 특별한 통증 기전?

De novo development



췌장암과 통증

• 여전히 예후가 나쁜 암종( 5 year survival<5% )

• Sx burden이 많고 통증이 심한 암

• Pancreatic neuropathy, neuro-cancer
interaction
– 5. Bockman DE, Büchler MW, Beger HG. Morphology of pancreatic cancer: 
involvement of nerves 1996

– 6. Bockman DE, Büchler MW, Beger HG. Interaction of pancreatic ductal
carcinoma with nerves leads to nerve damage. Gastroenterology 1994

– 7. Demir IE, Friess H, Ceyhan GO. Neural plasticity in pancreatitis and
pancreatic cancer. Nat Rev Gastroenterol Hepatol. 2015

De novo development

권고안 가안



핵심질문

• 췌장암 환자 통증 screening 필요한가? 방
법은?

• 췌장암 환자의 통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
가?

• 췌장암 환자의 통증의 원인을 어떻게 감
별 평가할 것인가?
– 췌장 종양의 국소 침범에 의한 통증

– 합병증의 이차 결과로 초래되는 통증

– 원격 전이에 의한 통증

Adaptation
De novo development



핵심 질문

• 통증 치료 원칙
• 췌장암 통증의 약물 치료는?

– 마약성 진통제
• 일반 원칙
• 마약성 진통제의 종류 및 선택
• 마약성 진통제 용량 적정
• 돌발 통증 관리
• 마약성 진통제 전환 (Opioid Rotation)
• 부작용 관리/중독, 내성, 신체적 의존 및 안전성 관리

– 비마약성 진통제
– 보조 진통제 (뼈 전이 통증, 신경병증성 통증 등)
– 불응성 암성 통증

Adaptation



암성통증 치료원칙





마약성 진통제 일반 원칙

• 환자마다 종류, 용량, 투여 경로 개별화

• 경구 투여 우선

• 통증 강도의 어느 단계에서나 마약성 진통제 투여 가능

• 신기능/간기능 저하시 주의

• 서방형 진통제: 주기적으로 투여, 돌발 통증에 대비하여 속효성 진통
제 처방

• 마약성 진통제 치료에 효과 없거나 심한 부작용 발생: 통증 재평가,
진통제 전환(Rotation), 보조진통제 투여, 중재적 통증 치료 고려



핵심 질문

• 췌장암 국소 침범에 의한 통증의 치료를
위한 Invasive treatment/ intervention
종류와 시행기준과 고려할 사항은?

• 복강신경총 차단술의 efficacy, indication,
치료 시기는?

• 경피적 복강신경총 차단술과 EUS-
CPB는무엇이 더 효과적인가?

• EUS CPB와 EUS-CGN은 효과에 차이가
있는가?

• Radiation therapy의 role은?

De novo development



Celiac plexus neurolysis



Percutaneous CPN

• Significantly lower pain score at 4 weeks and required less drug use.

Zhong W, Yu Z: Pain Pract. 2014

• Pain (VAS) at 4 weeks the mean difference was -0.42 in favour of CPB.

Opioid consumption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CPB group

Arcidiacono PG, Calori G: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1

• Lower VAS scores for pain at 2, 4, and 8 week.

Opioid usage was also reduced at 2, 4, and 8 week.

Reduction in constipation

survival difference(-),

QOL(inadequate data)

Yan BM, Myers RP: Am J Gastroenterol. 2007



EUS-guided CPN

• For chronic pancreatitis, EUS-guided CPB was effective in alleviating

abdominal pain in 51.46% of patients.

For pancreatic cancer, EUS-guided CPB was effective in alleviating

abdominal pain in 72.54% of patients(N=119)

Kaufman M, Singh G: J Clin Gastroenterol. 2010

• Patients with pancreatic cancer that showed pain relief was

80.12%(N=283)

Pain due to chronic pancreatitis, EUS-guided CPN provided

pain relief in 59.45%

Puli SR, Reddy JB: Dig Dis Sci. 2009



Celiac plexus neurolysis

• 약물 부작용으로 진통제제의 증량이 어렵
거나 조절되지 않는 췌장암 통증

• 모든 stage에 시행 가능(전신 상태 고려)

• 절대적 금기증: 시술 부위 감염, 패혈증

• 중대 합병증은 매우 드물다.

• 중재적 통증 치료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장비 및 시설 여건을 고려한다

권고안 가안



핵심 질문

• 담관 폐쇄 및 담관염이 통증의 원인인
경우 추가적인 intervention은?

• ERCP 등의 방법을 이용한 담관 스텐트
삽입술의 efficacy?

• 장관 폐쇄 및 위배출 지연 (Delayed gastric emptying)

가 통증에 기여하는 경우 약물 사용 기준
과 추가적인 intervention은?

De novo development



핵심 질문

• 외분비 기능 부전 (pancreatic exocrine insufficiency)과
암성 식욕 저하 악액질 증후군 (Cancer related

anorexia-cachexia syndrome)도 통증 치료에 있어
고려하여야 하는가? 치료는?

• 우울증 등 psychological problem과
통증의 연관 관계 및 치료는?

De novo development



핵심 질문

• 암치료와 연관된 통증 치료는?

– Chemotherapy

– RT

– Surgery

Adaptation



핵심 질문

• 추가적인 통증 intervention?

– Spinal analgesia

– Other neurolytic technique

• Spinal nerve/ peripheral nerve

• Cordotomy

– Psychological Tx

• 정신치료 (psychotherapy)

• 인지행동요법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 이완요법 (relaxation)

Adaptation



향후 과제



구체화 작업 근거 검색 및 평가

향후 과제



향후 과제

• 권고안 개발팀의 지속적 운영

– 목표, 구성원, 운영 방식, 합의 방법, 재원조달

• 체계적 문헌 고찰을 위한 전문가 자문

• 의견 수렴 범위 및 방식



향후 과제

• 핵심 질문 첨삭 및 구체화

• 근거 검색 및 평가 작업

• 특색 있는 진료지침으로 만들기 위한 아이
디어

• 근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새로운 임상
연구에 대한 논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Celiac plexus neurolysis

• Survival benefit

• Q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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