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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al Cord Compression

Hypersensitivity



ⅠSpinal cord compression (SCC) (척수 압박 증후군)

• Direct invasion of tumor into the epidural space causing 
compression of spinal cord and resultant neurologic dysfunction

• 폐암환자의 약 5%에서 경막외(epidural) 종양으로 인한 척수압박
이 부검에서 확인

• 전이성 척추종양은 악성종양환자의 30~70%에서 척추전이 발생

– 5~10%가 증상 동반

• 척수 압박

– 연수내(intramedullary)

– 연수막(leptomeningeal)

– 경막외(extradural) 

http://www.medscape.com/viewarticle/442735



Etiology

•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

• 다발성골수종, 림프종, 신장암, 흑색종 등

• 5~25% of SCC cases occur as the initial 

presentation of malignancy

• 허리통증, 근통, 근력약화, 감각이상, 배변 및 배뇨이상

• 조기진단, 발견, 치료가 SCC에서 기능상실 예방에
필수적

–신속한 중재가 영구적인 신경학적 장애 예방 가능

• Median time from symptoms to diagnosis is around 

2 months



호발 부위

Joyce A. Marrs, Nurse, My Back Hurts:Understanding Malignant Spinal Cord Compression, Clinical Journal of Oncology Nursing, February 2006, 10(1)

10~15 %

60~70 %

25~30 %

http://www.cancerresearchuk.org/cancer-help/coping-with-cancer/coping-physically/spinal/what-spinal-cord-compression-is



80~90% 대개 첫 증상Progressive Pain

• 다른 신경학적 증상보다 선행,  허리 통증 또는 목 통증, 신경근 통증

• 통증이 누우면 더 심함 (vs 디스크의 경우 누우면 통증이 경감됨)

60-85% 진단 당시 근력약화운동장애

• Weakness tends to be symmetrical

• 다리무거움, 뻣뻣함, 조절장애, 운동불능, 마비…

50%...Less common than motor findings감각장애

• Still present in majority of cases

• 무감각, 저림 호소, 심부건 반사 소실, 발처짐, 운동불능

배뇨, 배변장애는 흔한 자율신경이상
장과 방광의 자율신

경기능장애
• 초기 배뇨의 시작이 어렵다가 점차 유출, 실금. 

• 배변장애 : 직장의 감각소실, 변비, 괄약근 조절 장애로 인한 변실금. 

• 매우 위험한 증상, loss is late finding, 잠재적 완전마비를 암시하는 증상



Figure 2. Prognostic Factors for Functional Recovery and Survival Following 

Metastatic Spinal Cord Compression

Note. From “Spinal Cord Compression”(p. 235), by M. Kaplan in M. Kaplan (Ed.), Understanding and Managing Oncologic Emergencies: A Resource for Nurses, 2006, Pittsburgh, PA: 
Oncology Nursing Society. Copyright 2006 by the Oncology Nursing Society. Reprinted with permission.

Emergent treatment required within 24 hours of signs of neurologic compromise ; 

negative outcomes and deterioration in motor and autonomic function associated 

with delays in initiating treatment (NICE, 2010)

CCGs and NHS England area teams should request evidence of local arrangements 

to ensure that adults with MSCC, who present with neurological symptoms or 

signs, start definitive treatment (if appropriate) within 24 hours of the confirmed 

diagnosis (NICE 2014)



Diagnosis

• Clinical symptoms and signs

• High level of clinical suspicion key to successful 
outcomes

• Diagnostic Imaging

– MRI : 경막외, 경막내, 골수 내 병소의 구별 가능

– CT

– Meylography

– Spinal radiography

– PET



Treatment

• 통증완화, 추가적인 신경학적 증상 악화 방지

• Pain control
• Prevent of constipation

부종감소, 통증경감,  
신경학적 증상 안정



Nursing Intervention

• Nurses have a MAJOR role in early recognition

• 통증사정 및 조절

• 신경학적 사정, 배변, 배뇨 양상 사정

• 환자 교육

• 관절가동범위 운동 (ROM), foot drop 예방, 일상생활동작 지
원

• 욕창예방, 피부간호

• Steroid 부작용, 감염관찰

• 심부정맥 혈전증 (DVT) 사정

• Intervention to preserve self-image and role performance



Clinical and Imaging Characteristics of Acute Spinal Cord Compression and Treatment Options.

Ropper AE, Ropper AH. N Engl J Med 2017;376:1358-1369



항암제에 대한 과민반응에 대한 대처법

다른 약제로 대체 약물 중단

환자 예후에 영향

지속사용

안전??

II. Hypersensitivity reactions (HRS) and Anaphylaxis



밗선영 외(2015) 항암화학요법과 생물학적요법, 포널스출판사
Pamela Hallquist Viale (2010), Biphasic and Delayed Hypersensitivity Reactions: Implications for Oncology Nursing, CJON, 14(3)





병태생리

과민반응과 & Anaphylaxis

• 면역계 매개로 일어나는 알레르기

반응

• 주사 부위가려움증, 평활근 수축, 

혈관투과성 증가, 혈관이완, 전신

쇼크

• 첫 항암치료 5~30분 이내에 주로

발생. 1시간 후 발생하기도

• 직접 반응, 면역글로부린E(IgE)를

매개로 비만세포의 탈과립, 히스

타민 방출, 

Cytokine 분비 증후군

• 면역학적 기전보다는 약제에 의한

직접적인 비만세포 자극에 따른

세포내 과립이나 cytokine의 분비

에 따른 반응

• 단클론항체(mAb) 주입과 관련하

여 발생, 증상 복합적

• 주입관련반응(infusion related 

reaction)



과민반응과 & Anaphylaxis

• 과민반응을 유발하는 항암제

투여 시

• 음식, 약물, 벌에 쏘임, 혈액

제제, 방사선 조영제

• 과거 약물 노출 경험

• 효과적인 전처치가 이루어지

지 않았을 때

Cytokine 분비 증후군

• 단클론항체(mAB)를 처음 받

는 환자

• 환자의 지식 부족

• 순환 림프구 수가 높은(＞

25,000 /mm3) 백혈병 또는

림프종 환자

위험요인



과민반응과 & Anaphylaxis

• 기도 손상: 혀와 인후부 부종, 협

착음, 쉰목소리

• 호흡곤란 : 짧은 호흡, 천명음, 청

색증, 호흡정지

• 순환계 : 빈맥,저혈압, 심근허혈, 

심정지

• 신경계 : 혼돈, 초조, 의식상실

• 피부/점막 : 홍반, 두드러기, 안와

부 주위 얼굴 부종

• 복부경련, 설사, 오심, 구토

Cytokine 분비 증후군

• 발열 or 오한, 

• 오심

• 저혈압

• 빈맥

• 무기력

• 두통

• 발진

• 혀와 인후부 부종

• 호흡곤란

임상양상



즉시형 과민반응 관련 약제



Hyper sensitivity reaction/Infusion related reaction

이서영 외 (2013), Allergy Asthma Respir Dis 1(4):295-302

• 모든 화학요법제는 잠정적

위험

• 과민반응 관리의 주요 목적

은 예방

• 과민반응의 시작은 약물마

다 다양



Hyper sensitivity reaction/Infusion related reaction



과민반응과 cytokine 분비증후군 : 관련 생물학적 제제



전처치 가이드라인

• 투여 전 활력징후 측정 및 기록

• 알레르기 과거력 확인 (음식, 약물, 환경)

• 처방에 따라 전처치 약물 투약 (diphenhydramine, H2 길항제, acetaminophen(단클

론항체 사용시), dexamethasone 등)

• 응급장비와 약물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약물투여 전 응급치료 약물 처방. 과민반응과 주입반응관리를 위한 표준처방 사용 권고

• 환자에게 과민반응과 주입반응 관련 증상 보고하도록 교육

• 치료시 반응 관찰. 

•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약제를 처음 사용 시 피부반응 검사 또는 테스트 용량 투여

과민반응, anaphylaxis, infusion reaction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함



Nursing Intervention for Anaphylaxis (응급처치)

• 즉각적 약물 주입 중단

• 생리식염수를 유지 or 적절한 수액을 주입

• 담당 간호사는 환자 옆, 다른 의료진이 의사와 응급소생팀 호출

• 편안한 자세. 호흡곤란 or 구토시 앉아있도록 하며, 저혈압시 똑바로 눕
혀 놓고, 쇼크 발생시 다리 상승

• Vital sign. 심각한 반응시 심전도

• 기도 유지. 호흡기 부종 사정. 필요시 산소 공급, 필요시 심폐소생술

• 증상에 따라 응급약물 투여.

• 환자와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제공

• 모든 치료와 환자 반응 기록

• Anaphylaxis의 증상은 첫 중재 후 1시간 이내 재발생 가능

➔ Grade 3 or 4 부작용 발생시 입원해서 24시간동안 주의 깊게 관찰 필요

첫 약물투여 30분 이내 또는 주입속도를 증가시킬 때 발생.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



Cytokine Release Syndrome의 임상적 관리

• 약물주입 후 30분 이내 발생, 

• 주입을 중지, 증상이 해결될 때까지 관찰

• 처방에 따라 약제 추가 투여

• 증상이 해결된 후 주입속도(50%)를 천천히 투여, 
서서히 속도를 증량한다.

• 심각한 반응시 증상에 따라 응급 약물 투여



항암제 과민반응에 대한 대처

• 예방이 최고

• 전처치 (premedication)

• Hypersensitivity reaction 발생여부 관찰, 부작용 모니터

• 주입 후에도 정기적으로 환자 상태 관찰

• 주입 중단. 증상 호전되면 주입 재개
(±Chlorpheniramine 1A IV)

• 주입중단. ± epinephrine 0.5mg IM, Chlorpheniramine
1A IV, Glucocorticoid IV

• 탈감작요법



탈감작요법 3단계 or 4단계
Oncology 

nurses

Oncologists

Allergists

Pharmacists

• 이전에 과민반응을 보인 원인약물을 재투여
하여 면역관용상태로 이끄는 과정

• 천천히 시간 간격을 두고, 주입 농도를 올려
과민반응의 발생률을 낮춤





With the Love of God, Free Humankind from Disease and Suffering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