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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ancer pain classification

Etiological Initiating tissue damage Pathophysiological

Cancer Bone Nociceptive somatic

Cancer treatments Soft tissue Nociceptive visceral

Other causes Neurological Neuropathic

Muscle spasm Idiopathic

Management of Cancer Related Pain

한림 학교 의과 학 내과학교실

김     효     정

암 환자에서 나타나는 통증은 암 치료에 있어 임상의가 맞닥뜨리는  하나의 큰 문제이다. 부분의 암 

환자들은 병의 진행과 치료 과정에 통증을 경험하며, 특히 항암치료의 상이 되는 진행성 암 환자와 말기 

암 환자들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다.
암 환자 치료에 있어서 암성 통증을 치료하는 것은 암 자체의 치료에 못지않은 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 진다. 암성 통증은 암의 발생 부 나 조직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암 자체로 인한 

통증, 항암치료 등의 암 치료에 의한 통증, 상 포진과 같은 합병증으로 인한 통증, 그리고 심리  요인 등

에 의한 원인 불명의 통증으로 나  수 있다(Table 1). 환자들은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완치가 되는 

소망을 가지면서도 극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심리 인 고통을 받으며, 정신  장애를 나타내기도 한다. 암성 

통증이 조 되지 않을 경우 환자의 삶의 질이 하될 뿐 아니라, 치료에 한 순응도도 감소하기 때문에 통

증의 조 은 암 환자의 치료에 있어 기본이라 할 수 있겠다. 

Comprehensive Pain Assessment

통증 치료에 있어 첫 단계는 통증의 평가이다. 정확하면서도 내용이 충실한 통증 평가는 통증 조  후 다

시 재평가하여야하며, 한 통증 조 을 해 필수 이다. 환자의 통증 평가, 한 약물의 선택  용량, 
그리고 진통제 효과에 한 성을 지속 으로 반복해서 평가하도록되어 있다.

통증의 강도(intensity)는 통증 평가의 요한 요소로 환자에 의해 정량화되어야 하는데, 몇 가지 주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다. 크게 숫자로 표 하는 numerical rating scale과 얼굴표정 그림으로 나타내는 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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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 rating scale이 있다. Numerical raing scale은 이  24시간 동안 느낀 통증의 세기를 숫자 0(no pain)에서 

10(자신이 가장 심하다고 생각되는 통증의 정도)까지 숫자 에서 표 하도록 하는 것과, None, 경도(1-3), 
등도(4-6), 증(7-10)의 네 가지 범주  선택하도록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통증의 정도가 지속 이지 않은 

환자들에게는 재의 통증, 가장 심할 때의 통증, 일상  통증으로 구분하여 물어보아야 하며, 지난주, 휴식 

시 통증, 활동 시 통증까지도 자세하게 물어 보아야 한다.
통증으로 인한 활동장애는 일상  활동, 감정상태, 수면, 식욕 등으로 세분하여 각각 통증의 강도와 같이 

1-10까지 수화 할 수 있다. 
통증의 진단  치료 계획을 세우기 해서는 통증의 원인 규명을 해 통증의 강도 뿐 아니라, 종합 이

고 포 인 평가가 필요하며, 통증의 치, 강도, 시간, 양상, 악화요인, 과거 는 재 사용 인 진통제에 

한 정보 등 다방면에서의 정보가 필요하다. 
기도삽 , 무의식, 치매 등으로 말을 못하거나 인지장애로 표 하는데, 지장이 있는 암 환자들은 통증을 

평가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환자들에서는 환자의 행동 찰이 도움이 되는데 불편한 통증의 감정이 행동에 

나타나기도 하며, 가족이나 간병인의 정보로 도움을 받는다. 
통증의 평가가 잘 이루어 졌다면 통증의 진단이 정확히 내려지고 환자별 맞춤 치료 계획이 세워질 수 있다.

Therapeutic Strategy

통증은 기본 으로 암에 의해 발생되는 통증인가 치료와 연 된 통증인가가 구분되어야 하는데, 암 환자

들은 다른 질환의 환자들과 달리 항암  방사선 치료  그리고 고식  수술 등 암 치료 자체가 통증을 일

으킬 수 있고, 이 게 발생한 통증이 지속 으로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한 여러 가지 진단 , 
치료  재 시술이 환자들에게 두려움과 통증을 가 시킬 수 있어 방  진통제 투여가 필수 이다.

통증 조  방법은 과거 암 질환에 한 치료 과거력  환자가 느끼는 정신  고통, 가족  경제  지원, 
통증  진통제 사용에 한 환자와 가족들의 생각, 종교  신념 등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Pharmacologic treatment (Analgesics)

암성 통증의 치료는 비용이 게 들고 약물 투여 방법이 간편하여 사용하기 편리한 것이 가장 이상 이

겠으나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약제는 없다. 진통제 치료에 있어 가장 요한 것은 한 약제를 선택하여 

충분한 용량을 규칙 으로 투여하는 것이다.
암성 통증 치료에 해 세계보건기구(WHO) 3단계 가이드라인은 아세토아미노펜이나, NSAID를 먼  시

작하고 통증의 강도에 따라 코데인 같은 약한 마약성 제제를, 그다음으로 모르핀같은 강한 마약성 제제를 선

택하며, 병리기 에 따라 보조약제를 사용하도록 간략하게 권고하 으나,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 
work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성인 암성 통증에 해 다양한 방법들을 매우 세 하게 제시하고 있다.

1) Opioid analgesics

암성통증을 치료하는 필수 약물인 마약성 진통제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진통 효과의 세기는 서로 다르



제 7회 대한소화기항암학회 심포지엄 2010

27

대한소화기항암학회

Table 2. Equianalgesic opioid conversion chart

Morphine 30 mg Codeine 200 mg

Oxycodone 20 mg Propoxyphene 200 mg

Hydrocodone 30 mg Oxymorphone 10 mg

Hydromorphone 6 mg Transdermal fentanyl (12.5 mcg/h)

Methadone 4 mg Oral transmucosal fentanyl 800 mcg

Meperidine 300 mg Intrathecal morphine 0.1 mg

다(Table 2).
마약제제를 사용한 이 없었던 환자들은 속효성 제제인 모르핀, 옥시코돈으로 시작하는 것이 용량 조

에 용이하나 모르핀은 간이나 신장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에서 부작용이 가 될 수 있다. 돌발성(breakthrough) 
통증에 해서는 추가 으로 속효성 구제 진통제를 투여한다. 만성 지속  통증조 에는 속효성 제제보다는 

지속성 제제를 추가 하며, 가능한 속효성과 지속성 약제는 동일 제제로 한다.
통증의 강도가 등도 이상이라면 처음부터 속효성 마약제를 투여하며, 용량의 증가는 날에 사용된 정

규 투여량과 추가 사용량의 총량을 기 으로 하며, 증량 시 정규 투여량과 필요 시 추가 사용량을 같이 증량

하며, 증량 속도는 처음 투여 후 통증 경감의 반응에 따라 다르게 한다. 통상 하루 평균 통증을 평가한 후, 
증(7  이상)인 경우는 50-100%, 등도(4-6 )인 경우는 25-50%, 경도(1-3 )인 경우는 25%를 증량한다. 통

증 강도를 2  이하가 되도록 유지하며, 부작용이 발생하면 25% 감량 후 재평가 한다. 
진통 효과는 말   추 신경계의 통증억제 신경을 활성화하여 진통 효과를 보이나, 동일한 뮤 수용체

가 신경계 체에 존재하므로 장  수용체에 결합하여 변비를 일으키고, 추신경계에 결합하여 심각한 부

작용인 무기력, 혼란, 호흡억제를 일으킬 수 있다. 척수신경에 약물을 주입하는 경우는 상 으로 은 용

량을 투여하여 진통효과를 나타내므로 이러한 합병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측되는 흔한 부작용에 해 항

진토제, 자극성 하제 등을 마약성 제제와 동시에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변비를 제외한 다른 부작용 

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반 으로 호 되나, 이러한 부작용이 지속되거나 통증 조 에 도달하지 못한다

면 다른 마약 제제로 종류를 바꾸어 볼 수 있는데, 동등한 진통 효과를 한 하루 필요량을 계산 하여  투여 

후 반응에 따라 용량을 조 한다.
진통제 사용 후 반응이 좋지 않은 경우는 신경병성 통증, 알코올이나 약물 독을 고려하며, 통증이 잘 조 되

다 차 통증의 악화로 진통제의 필요량이 증가하는 경우 병의 진행에 따른 통증의 악화 가능성과 함께 마약제에 

한 내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마약성 제제를 장기간 사용하다 단하면 통증 악화와 더불어 불안, 떨림, 두려

움, 불면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신체  의존 때문이며 천천히 감량하면 방될 수 있다.

2) Fentanyl Transdermal Patches6

합성 마약제 펜타닐은 몰핀의 80배 진통 효과를 나타내며 분자량의 지용성 물질로 경피 투여가 가능하

다. 경피투여 패치제제는 강력한 진통 효능과 더불어 변비, 구역, 구토, 졸림 등의 부작용이 다른 경구용 마

약제제보다 고  온도를 일정하게 지속 유지시킬 수 있으며, 사용 방법이 편리하여 임상의들이 자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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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유용한 약제이다. 한 장 폐쇄, 연하곤란, 심한 구역으로 경구 투여가 불가능한 환자나 지속  투여

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유용하다. 하지만 속효성 제제에 통증이 잘 조 되지 않아 일정한 용량이 결정되지 않

는 환자에게는 합하지 않으며, 체온에 따라 흡수가 달라지므로 열이 나는 환자에게도 권유되지 않는다. 경
막 달 방식이 상용된다면 돌발성 통증 조 에도 이용될 수 있다.

3) NSAID

NSAID는 진통효과 외에 해열  항염증 효과를 가지므로 염증과 련된 통증 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

는 비마약성 진통제로 추신경계에 한 향이나 의존성이 없는 반면, 약제의 부작용이 항암제의 부작용

을 가 시킬 수 있어 신장, 장 , 액학  독성의 험인자를 가진 환자들에게는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부 로펜이 표 이긴 하나 환자마다 진통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NSAID제제  한 가지 약제에 

반응이 없는 경우 다른 종류의 NSAID를 사용해 볼 수 있으나, 두 가지 종류의 NSAID에 효과가 없다면 마약

성 진통제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

4) Acetaminophen

간독성 문제로 하루 4 g을 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아세토아미노펜과 마약 성분의 복합제제는 

용량 증량 시 주의해야하며, 아세토아미노펜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Co-Analgesics

일반 으로 암성통증은 진통제로 조 하나 여러 가지 보조  약물들이 필요하기도 하다. 통증의 원인이 

염증반응으로 인한 경우엔 NSAID나 스테로이드를, 그리고 장폐쇄, 신경압박, 종양의 악화에 의한 경우는 각

각에 한 치료가 우선이다.

1) Bone pain

심한 암성 통증  흔한 원인으로 와 골수의 종양이 골막을 침범하거나, 척수 신경을 압박하여 통증이 

발생한다. NSAID와 여러 가지 진통제를 기본으로 사용하며, 늑골과 같은 국소   통증인 경우는 방사선 

치료나 신경차단술을 시행해 볼 수 있다. 미만성  통증인 경우는 bisphosphonate 제제나, 항암제, 스테로이

드, radioisotope를 투여해 볼 수 있다.

2) Neuropathic pain

신경병성 통증조 에는 항우울제와 항경련제가 보조 진통제로 사용되며, 특히 마약성 진통제에 한 반

응이 좋지 않은 경우 효과가 좋다. 신경병의 양상이나 환자에 따라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약제의 선택

은 통증이 아닌 다른 증상 조  목 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진통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증량한다. 삼환계 

항우울제가 마약성 진통제와 병합하여 흔히 사용되며, 진통효과는 항우울 작용과는 독립 으로 나타하고 유

효 용량은 우울증을 치료하는 통상 용량에 비해 다.  용량부터 시작 3-5일마다 증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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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bapentin이나 carbamazepine 등의 항경련제도 흔히 사용되는 보조 진통제이다. 그 외 통증이 있는 국소

부 에 사용하는 리도 인 패취, 심한 성기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수 있다.

Non-Pharmacologic treatment

암성 통증은 완벽하게 조 되기 힘들기 때문에 약물로 통증 조 이 되지 않는 환자들은 약물 이외의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비약물 요법에는 수술 외 재요법(interventional therapy), 심리요법(psychological therapy), 물
리 요법(physical therapy), 지지요법(supportive therapy) 등이 있다.

1) Interventional therapy

한 통증조 이 어려운 환자들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작용기간이 긴 국소마취제를 이용하여 신경

을 차단 할 수 있다. 경막외강(epidural space) 는 신경얼기(nerve plexus) 등의 신경계로 직  진통제  국소

마취제를 주입하는 방법이 있으며, 수술 후 통증 리에 많이 사용되는 경막외 진통법이 암성 통증 조 에서

도 가장 흔하게 사용된다. 
진통이 잘 되지 않은 극심한 통증이나 추신경 억제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진

통제를 직  척수강내로 진통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반복 인 신경차단법이 필요한 경우엔 알코올 주입이나, 고열 도는 냉동 방법으로 신경을 괴시키는 신

경 제술도 고려할 수 있다. 통증의 원인이 내장통(visceral pain)인 경우 신경 괴술이 흔히 시행되는데, 복강 

신경총(celiac plexus)은 상복부 장기의 신경섬유들의 집합체로 구심성 신경다발은 교감신경을 따라 교감신경

로 연결되므로 신경 에서의 교감신경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 복부 장기에서 기인된 통증을 없앨 수 있다. 
복강신경총 차단슬(celiac plexus block with & neurolysis)는 췌장암 통증 조 에 효과가 알려져 있으며, meta- 
analysis에서도 기  암질환의 종류에 상 없이 암성 복통 조 의 단기 성공률이 90%라고 보고하 다.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국소 통증, 설사, 압 순이다.
재요법은 일반 인 치료 방법에 반응하지 않는 통증에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좋은 효과를 해

서는 올바른 통증 악을 바탕으로 한 신 한 환자의 선택이 합병증과 치료비용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환

자의 통증을 향상 시킬 수 있다.

2) Psychosocial Support

통증을 가진 모든 환자들은 통증에 한 감정표 은 정상 이며, 통증 치료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임상의가 함께 할 것이라는 정서  지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지와 함께 통증 치료에 한 다양한 정

보제공을 통한 교육은 환자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요하다. 통증의 치료는 환자, 가족 그리고 임상의를 

포함한 통증 문가 그리고 여러 분야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웤으로 이루어져야 이상 이라 하겠다.

3) Gene therapy

심한 만성 통증을 한 경구용 진통제는 통증과 연 이 없는 다른 신경계나 타 장기에 한 향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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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사용량에 제한을 받는다.  신경계와 비신경계에 한 이러한 부작용을 피하면서 통증 련 신경 달물

질을 억제하기 해 herpes simplex virus type 1 (HSV-1) 벡터를 이용하여 말 신경계에 직  억제성 신경 달

물질을 방출하는 유 자 사 방법이 연구되어 왔다. 통증이 조 되지 않는 말기 암 환자에게 2008년 처음 

시작된 이후, 임상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4) 대체 의학

통증 치료의 효능에는 근거가 약하지만 환자의 기분 상태를 호 시키므로 부작용을 고려하여 시도해 볼 

수 있다. 침술요법, 방향요법(Aromatherapy), 한약, 동종요법(Homeopathy), 최면요법(Hypnotherapy), 마사지, 음
악치료 등 다양하다.

Other Considerations

1) 환자 측면

만성 통증을 가진 암 환자들은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 향상을 해 진행하는 암 질환과 더불어 만

성 통증에 응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응이 쉬운 일은 아니어서 어느 정도의 육체 , 정신 , 는 사

회  장애가 발생된다. 특히 통증에 한 응과정은 나이가 요한 인자로 제기되고 있는데, 나이가 많은 

환자들은 삶에서 터득한 응기 을 이용하여 통증 조 에도 응하는 경향이 있으나, 은 환자들은 그러

한 경향이 덜하며, 암 질환  통증 문제 해결에 집 하여 응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암성 통증 강도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본 연구들은 나이에 따라 통증의 강도가 감소한다는 연구와 차

이가 없다는 연구들이 혼재해 나이에 따른 통증 응력의 차이는 확실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이에 한 고

려도 필요하다. 부분 60세 이상의 고령인 소화기암 환자들은 통증 응력과는 반 로 증상 표 에 한 환

자들의 꺼림, 표 력의 하, 통증에 하 인내 등으로 의료진에게 잘 달되지 않을 수 있다. 한 동반질환

이 많아 건강상태, 경제  사정 등이 통증 치료에 한 환자의 요구  선호도에 향을  수 있다.

2) 의료진 및 치료자 측면

암성 통증을 히 조 하는 것이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치료에 한 순응도  치료 

효과를 좋게할 수 있다는 의견일치에 맞춰 지 까지 통증을 조 하는 여러 가이드라인이 지속 으로 개정되

고 있으며, 새로운 약물, 비약물 요법들의 개발에도 불구, 암성 통증의 실제 치료에 있어서는 불충분한 치료 

효과  치료 다양성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암환자들의 다양한 성향 뿐 아니라, 의사들의 치료에 한 가

변성(Variability)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임상의들의 치료 가변성은 개별 환자에 한 맞춤형 치료에서도 기인

하지만 부분은 잘못된 통증 진단  치료 계획에서 발생된다. 환자의 통증에 한 의료진의 심 부족은 

일차치료 담당의, 공의 그리고 종양 문 간호사들의 통증 평가를 부  하게 할 수 있다. 한 암성 통증 

치료에 한 지식 부족, 약제에 한 잘못된 인식 등도 원인이 되며, 특히 비 문 의료인력, 간병인 그리고 

가족들의 진통 약물에 한 편견, 부작용에 한 우려, 비약물  치료 방법에 한 거부감 등으로 불충분한 

치료를 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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