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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암성 통증 현황

“통증은 환자나 가족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증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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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Group Interview, FGI
대한암학회, 대한통증학회 등 12개 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18명

(의사 12명, 간호사, 약사 각3명)

한국 보건의료원 연구보고서 ( 2012 )

잘된다
11%

안된다
89%

국내암환자의암성통증관리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이 적절하지 않다 (89%)

§ 환자들에게 필요한 양보다 부족하다 (72%, 13명)
§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다. (11%, 2명)



전세계적 의료용 마약 사용량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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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조절의 장애요인
의료진
§ 환자의 통증 호소가 과소평가됨
§ 통증에 대한 부적절한 평가
§ 마약성 진통제 사용에 대한 두려움
§ 마약성 진통제 관리의 번거로움
§ 암성통증 관리지침 교육의 부족

환자
§ 통증의 표현에 대한 교육 부족
§ 마약성 진통제가 마약이라는 막연한
두려움

§ 통증을 참아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
약을 아껴 먹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

정책
§ 마약성 진통제의 제조, 분배, 처방,
관리 등에 대한 복잡한 절차와 관리
체계

§ 암성 통증에 대한 보험급여정책
§ 암성 통증 관리지침 제정 및 교육

약물
§ 제약회사들의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낮은 채산성으로 인한 생산 기피로
필요한 약품, 물량, 제형의 부족



II. 암성 통증에서 약물요법의 원칙

By the ladder
By the mouth By the clock For the individual With attention     

detail

진통제 사다리
원칙에 의해

경구를 통해 시간에 맞춰 개별적으로 세심한주의를
기울여



III. 진통제 종류와 선택 - 통증 강도에 따른WHO 3단계

Step 3. 강한 마약성 진통제

Morphine, Fentanyl, Oxycodon
Hydromorphone
Step 2. 약한 마약성 진통제

Tramadol, Codein, Myprodol

Step 1.  비마약성 진통제

Acetaminophen, NSAID

WHO 3단계 진통제 사다리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마약성 진통제는 어느 단계에나 시작 가능

통증
점수
1-4

5 -6

7 -
10



통증 조절의 전략 - 지속성과 속효성의 적절한 복용

암환자 4947 조사 결과
§ 갑작스런 ’ 돌발성 통증 ’ 동반 63%
§ 그중, 58% 는 돌발성 통증을 자주 경험

지속성; SR (Sustained Release)
MS contin, Oxycontin, Targin, Jurnista SR,
Nucynta

속효성: IR (Immediate Release)
Morphine IR, IR-codon, Jurnista IR,

(EPIC survey, Ann Oncol, 2009)



비마약성 진통제

Acetaminophen NSAIDs 

대표적약물 § Tylenol § Aspirin, Ibuprofen, Naproxen,
§ Diclofenac, Ketoprofen, Ketorolac 

효과 § 진통, 해열작용 § 진통, 해열, 소염작용

특징
§ 뼈 통증에 유용
§ 위궤양, 위장관 부작용에 민감한 경우 유용
§ 출혈 경향이 있는 암환자에게 사용 가능

§ 뼈 통증에 유용
§ 천정 효과 (ceiling effect)

부작용 주의 § 최대용량: 6g/day (가급적 4g/day)
§ 간기능장애 환자에게 사용주의

§ 위독성
§ 혈소판 응집억제, 신장기능 부전



약명 특징및제형

Tramadol § Dependency가 적다.
§ 금기: Seizure Hx, 위험성이 있는 대상자
§ 제형: 주사용, 경구용, 복합형 (with acetaminophen)

Codeine 
§ 지속시간: 4-6시간
§ Morphine 60 mg/day = Codeine 240-360 mg/day 
§ 제형: 경구용 (Codeine), 복합형 (Myprodol)

Morphine § 반감기: 2-3 시간, 간에서 대사, 신 배설
§ 제형: 주사제 5, 10 mg/ml, 속효성 15 mg/tab, 서방정 10, 30 mg/tab

마약성 진통제 - 1



약명 특징및제형

Oxycodone
§ 반감기: 2-4시간
§ 제형: 주사제 Oxynorm 10, 20 mg/ml – 섬망이 적다
옥시콘틴 서방정(12시간 지속): 10, 20, 40, 80 mg/tab
속효성: IR- codone (5, 10 mg/tab)

Oxycodone 
+ Naloxone

§ Oxycodon 의 변비 부작용 감소
§ 제형: Targin 서방정 (12시간 지속) 5/2.5, 10/5, 20/10, 40/20 mg/tab

Meperidine

§ 간에서 norpethidine 으로 대사 → 신 배설 → 신장 기능 저하시 norpethidine은 배설되
지 않고 혈액 내 축적 → 중추신경계 부작용 유발
중추신경계 부작용 : seizure, multifocal myoclonus

§ Naloxone으로 호전되지 않음
§ 암성 통증 같은 만성 통증에는 사용하지 않음

마약성 진통제 - 2



약명 특징및제형

Hydro
morphone

§ 몰핀의 5~7배 
§ 주사제- 딜리드 주: 1, 2mg/ml
속효성 - 딜리드 정 (2, 4 mg/tab), - Jurnista IR (2 mg/tab)
서방형(24시간 지속) – (Jurnista SR): 8.72, 16.35, 32, 64 mg/tab 

Methadone
§ 신경병증성 통증 증후군에서 유효
§ 반감기 길어(24시간) 장시간 지속적 안정 제공하나 적정(titration) 을 어렵게 함
§ 제형 : 경구용, 주사용

Tapentadol

§ µ-receptor agonist and norepinephrine reuptake inhibitor. 
§ 오심, 구토 등의 소화기 증상과 두통, 어지러움등의 신경계증상이 Oxycodon 보다 적음
§ MAO 억제제와 병용 금기
§ 제형: Nucynta 서방정(12시간 지속): 50, 100 mg/tab, 속효성 Nucynta IR 50 mg/tab

마약성 진통제 - 3



마약성 진통제 - 4

50mg 100mg

• Tapentadol ER (Nucynta®) • Buprenorphine Trans-dermal patch
Transtec®:

35, 52.5, 70 μg/hr
4일마다 교체

Morphine(oral) Fentanyl patch Transtec

60mg 25μg/hr

120mg 50μg/hr 52.5μg/hr

180mg 75μg/hr



약명 특징및제형

Fentanyl 
제형: 피부 접착형(12, 25, 50, 75, 100 !g/h), 72시간 마다 교체
피부 부착 12~24시간 후에 혈중 농도가 유지, 제거 후 12~17시간 후 혈중 농도가 떨어짐
위장관 협착이나 장 폐색으로 경구 섭취가 불가능한 환자에게 유용
간기능 장애, 신장 기능 부전 환자에게 사용 가능

마약성 진통제 - 5

속효성
펜타닐

Nasal sprays 
(Instanyl ®) 

Oral transmucosal 
applicator 
(Actiq®)

Oral transmucosal 
tablet 

(Fentora®) 

Sublingual tablet 
(Abstral®) 

Onset time 4 -11 min 15 min 10 min 10 min

적용 부위



마약성 진통제의 비교

약물 진통 진해 변비 호흡 억제 진정 의존성
Codein + +++ + + + +
Oxycodone ++ +++ ++ ++ ++ ++
Meperidine ++ + + ++ +
Morphine ++ +++ ++ ++ ++ ++
Fentanyl ++ +



동등 진통 용량표
Hydro
morphone
(mg/d)

Oxycodone
(mg/d)

Morphine
(mg/d)

Tapentadol
(mg/d)

Fentanyl
patch

Oral Oral Oral IV/SC Oral Patch

4(3.75) 10 15 5 _

8(7.5) 20 30 10 100 12

16(15) 40 60 20 200 25

32(30) 80 120 40 50

NCCN Guideline. Adult Cancer Pain. Version 2. 2014



마약성 진통제의 적정 투여 용량

§동일 용량에 대한 통증 경감 효과 다양

개별 환자마다

동일 환자에서도 시간에 따른 통증 양상에 따라

§관리하기 힘들거나 견디기 힘든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한 통증이 해소될
때까지 투여 용량을 적정(Titration)

§투여 용량 자체는 무의미! - 최대 복용 허용량 ( - )

§환자의 질병 경과에 따라 반복적인 통증 평가 및 용량 적정



투여 용량 선택(Dosage titration)

초회 용량 결정

15-30mg  속효성
경구 morphine
4시간 간격으로

투여

통증 조절이
안되면

24시간 사용한
총용량의

25-50% 증량
(경증, 중등도 통증)
50-100% 증량
(중등도 통증)

통증이 조절되면

환자의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성 제제로
바꿔 정규 투여
(routine dosing)

24시간 후
재 평가

※주의 사항: 지속성 제제로 초기 용량을 적정하는 것을 피한다.

경구 복용이 가장 덜 침습적, 가장 편한 경로



투여 용량 선택(Increasing the dose)

진통제 용량 증량

24시간 동안
2-3회 이상
돌발성 통증에
대한 용량을 사용

서방형 제제의
용량 증가 고려

전체 용량
(하루 사용량

+
돌발성통증 사용량)

÷
q 12hr 투여

돌발성 통증
대비

새로 정해진
전체 용량의
5-15%
(PRN)

진통제 증량
고려



투여 용량 선택(Opioid switch)

통증 조절이
잘된 경우

새약제의 초회 용량
동등 진통 용량의
50-75% 투여

통증 조절
안된 경우

새약제의 초회 용량
동등 진통 용량의
75-100% 투여

돌발성 통증
대비

새로 정해진
전체 용량의
5-15%
(PRN)

동등 진통 용량표를 사용, 새약제의 초회 용량 결정

돌발성 통증
대비

새로 정해진
전체 용량의
5-15%
(PRN)

※ 주의 사항: 교차 내성을 고려한다.



실전문제



췌장암 환자인 H 씨

Morphine 2mg/hr continuous IV

지속적으로 주입받으며 편안하게 통증이 조절되었다. 

퇴원 전에 경구투여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처방해야 할까?

예제 1) 주사제à 경구제로 변경



IV Morphine의 총 1일량은 2mg/h x 24h = 48mg/d입니다.    
(IV)10 : 30(PO), 48 X 3= 144, 즉 144mg 하루 총 용량입니다. 

이를 12시간 서방형 제제로 계산하면 Morphine 70mg bid 

돌발성 통증 PRN 용량은 전체 24시간 용량의 1/5~1/15

속효성 MP 15mg , 필요시 1-2회 복용

해설 1) 주사제à 경구제로 변경



IV.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

경구 복용 시 발생 빈도 내성
변비 아주 흔함 ✘
배뇨장애 흔함 ❍
진정, 의식저하 흔함 ❍
오심, 구토 흔함 ❍
인지 능력 장애 가끔 발생 ❍
가려움증 가끔 발생 ❍
초조, 환각, 수면장애 가끔 발생 ❍
호흡 억제 아주 드묾 ❍



부작용 발생의 위험인자

§ 특정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과거 부작용 경험

§ 약물 증량 속도 ↑

§ 고 용량으로 장기간 복용

§ 노인

§ 신체화 장애, 우울증 동반 환자

§ 다른 약제와의 상호 작용

§ 특정 동반 질환: 패혈증, 뇌 전이, 신장 기능 ↓ 



부작용의 예방 및 감소 전략

§먼저 다른 기질적인 원인을 배제하여야 한다.

§적절한 용량을 선택

§가급적이면 작용 시간이 긴 약제를 투여

§적절히 조절될 수 있는 부작용이라면 대증 치료를

하면서 내성이 생길 때까지 기다림(3~7일)

§동일 진통 역가를 가지는 다른 아편유사제로 전환



§ 마약성 진통제 초기 사용 시 , 증량 시 흔히 발생

§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호전

§ 장기간 지속 시 반드시 다른 원인 (전해질 장애, 뇌전이, 패혈증..)의 가능성도 고려

§ 일차적으로 25% 정도 투여 용량감소, 반응이 없을 경우 약제 전환,

신경 이완제 사용 고려

1. 의식 혼탁과 인지 장애 (Cognitive impairment)

저 용량의 Haloperidol 0.5 -1 mg PO , 0.25 -0.5mg  IV or IM



2. 진정(Sedation)

§ 치료시작 초기나 용량 증량 시 발생, 경미하게 2-5일정도

§ 그 동안 환자가 통증으로 인해 수면을 못 취한 경우는 더 길 수도 있다.

§ 증세가 심한 경우 진통제 교체 또는 각성제 사용 고려

Methylphenidate 5-10 mg  PO, caffeine 등을 투여해 볼 수 있다.



3. 오심, 구토(Nausea/Vomiting)

§가장 흔한 초기 부작용

§대부분 2-3일 후 소실

§젊은 여성들이 가장 민감

§증세가 심할 시 : 진통제 교체 또는 항구토제



4. 변비(Constipation)

§ 장의 연동운동 감소, 변 내용물의 수분 재흡수 증가로 대변을 건조하게 함

§ 특히 Morphine 의 경우 대장에 있는 Auerbach’s plexus 을 억제

§ 변비에 대한 내성은 생긴다 하더라도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림

§ 예방적 변 완화제, 유연제의 규칙적인 사용이 요구됨

삼투성 제제(osmotic agents): 마그네슘염, lactulose, sorbitol 

oxycodone(20mg)+ nalozxone(10mg)의 합성제가 개발



5. 호흡 억제(respiratory Depression)
§ 호흡억제에앞서거의항상졸음이선행

§ 보통호흡부전의위험이있지않는한morphine 의 치료 용량에서는

거의나타나지않음

§ 환자가깨어나지않고낮은호흡률과낮은산소포화도를보일시주의

RR<8/min :stop administration of opioid
RR<6/min: opioid antagonist

Naloxone: 0.4mg in 10ml of saline 1-2ml 를
30-60 초 간격으로 증상 호전 될때까지 투여



6. 요정체(urinary distension)

§마약성 진통제를 처음 사용하는 환자들의 경우, 척수 내로 약물 투여 시,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서 흔함

§대개 수일 이내에 증상 호전, 지속될 경우 마약성 진통제 교체를 고려

bethanechol(마이토닌, 베사코린 등) 15~30mg #3 PO



V. 진통 보조제(Adjuvant analgesics)

Anticonvulsant, Antidepressant, Bisphosphonates, Corticosteroids

§마약성 진통제의 효과를 증강시키기 위해 사용

§마약성 진통제에 잘 듣지 않는 특정 종류 통증

§통증과 연관된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



진통 보조제의 적용

Duloxetine(Cymbalta)

Duloxetine(Cymbalta)



항경련제(Anticonvulsants)
§ 암성 신경병증 통증에 마약성 진통제와 병합 투여

§ 부작용: 중추신경계 부작용 (두통, 졸림, 어지러움)이 흔함

§ 저용량으로 시작 하여 점차 증량

§ 신기능 저하 시 주의
Carbamazepine: S/E:백혈구 감소증이 발생, 정기적인 혈액검사 필요

약제 용량 적정 최대 용량

Gabapentin 
1일: 300mg qd 또는 100mg tid 
2일: 300mg bid 또는 200mg tid 3일: 
300mg tid 

3600mg/day

Pregabalin 
시작 용량: 75mg bid
3~7일: 150mg bid (진통 효과 및
내약성 고려) 

600mg/day 

Carbamazepine 200~400mg/day 800mg/day 



항우울제(Antidepressant)
§ 마약성 진통제와 병용 시 진통 효과를 상승시킨다. 

§ 수면장애, 불안장애, 우울증을 동반한 경우 유용하다. 

약제 용량 적정 최대 용량

Amitriptyline 10~25mg/day 취침 전 100mg/day 

Nortriptyline 30~75mg/day 하루 3회 분복 150mg/day 

Duloxetine
= Cymbalta 

60mg/day 아침 식후 30분 120mg/day 



골성 통증(Bone pain)
§ 골성통증은휴식시에도지속되고움직일때특히심해지는특징
전이성암에서심한요통(back pain)이 있는 경우-척수 신경압박의심
뼈의병변에대한방사선치료가우선

§ 골병변(bony lesions)이 더 광범위하거나방사선치료를받은부분에서재발을한경우
bisphosphonates가 중요 한 역할

§ 골전이에서파골세포가활성화되는데, pamidronate 같은 Bisphosphonates는 파골
세포의활성화를억제하여뼈를안정화하고알려지지않은기전에의해골성통증을감소

Pamidronate 90mg (for 2hr) IV : montly



장 폐색에 의한 통증(Pain from bowel obstruction)

§ 변비또는외부의종양이나반흔의압박에의한기계적장폐색은

장벽을신전시키고(stretch) 염증을 일으켜심각한통증을유발

§ 통증양상: 종종 지속적이고, 예리하며, 쥐어짜는 양상

§ 스테로이드(Corticosteroids) 또는 NSAIDs가 도움

항콜린제(anticholinergics) : scopolamine, 또는 octreotide는

장으로 가는 fluid(체액)의 양을 줄여 장 이완과 통증을 호전시킬 수 있다.



스테로이드(Corticosteroids)

§ 종양및신경주위부종감소효과: 뇌압 상승, 척수 신경 압박, 전이성 뼈 통증, 

신경 침범에의한통증완화를위해투여할수있다. 

§ 염증에의한통증, 장 폐쇄 증상완화
위장관부작용예방을위해 proton pump inhibitor를 병용

§ Dexamethasone은 mineralocorticoid 효과가 적어, 염분과 수분저류효과가적기
때문에 1차적으로사용

Dexamethasone 4mg IV qd

척수신경 압박: 정맥으로 일시 주사(IV bolus) 



진통보조제의 비교
약제 특징

Glucocorticoids Dexamethasone, 
Prednisone 

뼈 통증, 신경병증성 통증, 림프 부종 통증, 장 폐색, 두통

Antidepressants

Tricyclics 
Desipramine, 
Amitriptyline 

마약성 진통제에 반응 하지 않는 신경병증성 통증에 사용
우울증이 동반된 경우 1차적으로 선택

SNRIs
Duloxetine
(= Cymbalta) 
Milnacipran

전체적으로 Tricyclics 보다 임상연구는 적지만
여러 연구에서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남
부작용이 Tricyclics 보다 적어 1차 투여약으로 선택

SSRIs Paroxetine
Citalopram

임상 연구 미비

Other
Bupropion 유효성에 대한 연구 결과 부족, 다른 항우울제에 비해 진정

부작용 적음, 노인 환자에게 유용

α2 adrenergic 
agonists 

Tizanidine 
Clonidine

부작용으로 드물게 사용

Portenoy RK, Lancet 2011



다시 한번 강조 합니다 !

§ 의료진에게 통증에 대해 표현해야 합니다. 

§ 암으로 인한 통증은 대부분 먹는 약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진통제로 인해 중독되는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 진통제로 인한 부작용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약 이외에도 여러분과 가족들의 도움으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
도 있습니다. 

§ 진통제는 정해진 시각에 복용하여야 합니다. 

§ 진통제는 다음 통증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예방적으로 먹어 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