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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암 환자를 진료하면서 환자와 가족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을 우리는 늘 접하게 

됩니다. 완치될 수 있는지, 무엇을 먹는 것이 좋을지, 만일 완치 될 수 없다면 생

존기간은 얼마나 될지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차마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질문

중의 하나가 ‚얼마나 아플지”에 대한 두려움 속의 문의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런 질문을 받을 때 환자와 보호자가 이해할 수 있게 객관적으로 자신 있

게 답을 한다는 것이 늘 쉽지 않음을 경험하곤 합니다. 특히 암 중에서도 통증의 

원인이 가장 다양하며 통증의 양상 및 해결 방법 또한 가장 어려운 소화기암 환

자에 있어서 통증에 대한 의료진의 적극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학문 발전을 위해 

우리는 좀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소화기암 환자를 진료하는 다양한 분야의 의료진들이 서로 협

동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극히 부족했었습니다. 대한소화기암학회는 인

체 암 중 가장 흔한 소화기암 환자의 조기진단, 보존적 치료 및 항암치료에 이르

기까지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한 포괄적인 진료법을 개발하고, 회원들 간의 학술

적인 정보 교환과 기초, 중개 및 임상 연구 활성화를 위한 학문의 장으로서의 역

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소화기암학회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많

은 관심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북은 대한소화기암학회와 다양한 통증치

료에 대한 학문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대한통증학회와 공동으로 작업하여 발간

한 최초의 가이드북입니다. 소화기암 통증가이드북은 소화기암 환자의 진료를 위

해 의료진이 반드시 알아야 할 통증에 대한 최신 지견을 정리하였고 진료를 위한 

지침서를 제작하였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진료지침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개발된 진료지침을 근거로 우리 현실에 적합한 새로운 진

료지침을 만드는 방법과 둘째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진료지침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지침을 만드는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본 지침서

는 소화기암 환자의 통증 진료를 위해 우리 현실에 맞는 신규개발 지침까지를  

포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새로이 제시된 소화기암 통증 설문지는 짧은 진료

시간에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에 대한 자세한 문의가 어려운 우리 의료현실을 고려하

여 최선의 진료를 하기 위한 함축적이며 구체적인 설문지이며 향후 진료현장에서 널

리 활용되며 암환자 통증 관리에 획기적 기여를 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최신 정보를 모두 담아내고자 많은 노력을 하신 집필

진들과 특히 대한소화기암학회 통증위원회를 책임지고 계신 장진석 교수님과 위

원 여러분, 대한통증학회 교수님들의 공동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가이드북이 현장에서 매일 환자를 접하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향후 대한소화기암학회와 대한통증학회가 지속적인 협력

을 통하여 많은 새로운 연구결과들을 도출하여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화기암 

환자를 위한 학문적 발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대한소화기암학회 이사장  송 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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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평균 연령이 증대하면서 암 환자의 유병률 또한 증가 하고 있는 시점에 

소화기암 통증 가이드 북을 발간하게 된 것은 참으로 시의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

하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이나 암 병동 등에서 다양한 종류의 암 

환자들을 보게 되지만 그 분들의 주된 호소는 대개가 한결같이 통증이고 이런 암

성통증이 얼마나 잘 조절되는 가에 따라서 생의 마감을 앞둔 분들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소화기암 통증 가

이드북의 제작은 암성통증 특히 소화기암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절한 통증치료를 통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

니다. 특히 이번 가이드북을 만들면서 대한통증학회와 소화기학회가 공동으로 작

업한 것은 암성통증환자의 다학과적 접근을 통한 돌봄의 제공이란 점에서 보다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소화기암 통증 가이드북의 발간에 애써 주신 많은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

사드리고 더불어 가이드북이 빛을 볼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한독테

바에 감사합니다. 소화기암 통증 가이드북이 소화기암으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환

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한통증학회 회장   조 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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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내 최초로 소화기암에서의 통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할‘소화기

암 통증 가이드북’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두 학회가 발간을 목표로 논의를 한 것은 2년 전인 2015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암성통증관리 지침’이 있긴 하지만, 각각의 암에서의 

심층적인 통증 원인의 이해 및 통증 치료 방향을 제시하고자 대한통증학회와 대

한소화기암학회가 공동으로 소화기암 통증 가이드북의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가이드북은 총론(일반적 통증 치료), 각론(위/대장암, 췌담도암의 실제 증

례) 그리고 통증설문의 3 파트로 나눠져 있으며, 실제 양쪽 학회의 프로젝트 팀과 

각 파트를 나누어 맡아서 연구를 진행했으며, 지난 2년간의 노력으로 2017년 4

월에 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Pain is inevitable, Suffering is an option’이란 말처럼, 

이번 소화기암 통증 가이드북을 통해서 환자들이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워 지는 날

이 찾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의대 김용철 (대한통증학회 19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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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암으로 인해 야기되는 많은 문제들 중 의사로써 항상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가 환자가 느끼는 통증에 대한 것입니다. 두통이나 치통 등으로 진통제를 먹

게 되지만, 진행된 암으로 인해 동반되는 극심한 통증을 때론 의사가 적절하게 치

료하거나 관리하지 못하여 통증이 더욱 심화되고 이로 인해 환자의 삶의 질은 급

속도로 나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사가 만들고 우리 실정에 맞는 통증조절 

가이드북의 필요성을 항상 느끼고 있었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지부터 막막하

던 때가 있었습니다. 학회 송시영 이사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시고, 학회 내 

‚통증위원회‛를 기반으로 마취 통증의학과 선생님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기본 

골격의 마련부터 차츰 살이 붙어가는 과정을 가지게 되었고,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실제 소화기암을 가진 환자들이 겪고 있는 통증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면서 

‚소화기암 통증 가이드북‛ 이라는 작은 결과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1) 통증의 역학을 포함한 서론 2) 통증이 생기는 기전 및 양상 3) 일반

적인 약물 치료 원칙-마약성, 비마약성 진통제 4) 침습적 혹은 중재적 치료 5) 

협착 등 합병증의 치료 6) 금식이 필요한 환자에서의 통증 조절 7) 통증 평가 및 

설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첫 장을 시작하였고 향후 수정 및 보완의 과

정을 거치면서 좀 더 좋은 내용들이 첨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항상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송시영 이사장님, 여러 내용의 

초고 및 수정, 보완에 도움을 주신 마취 통증의학과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어려운 

점들을 항상 같이 풀어나간 통증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 소화기암으로 통증을 겪고 있는 환자들과 의사가 나누는 첫 걸음이라는 생각

과 함께 좀 더 나은 가이드북이 향후에 출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소화기암학회 통증위원회 위원장 장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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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은 암과 관련된 가장 흔한 증상중의 하나이다. 통증은 실제적, 잠재적인 조

직 손상과 관련된 감각적, 정서적 경험으로 정의될 수 있다. 암 환자들이 경험하

게 되는 암성 통증 혹은 암 관련 통증은 비암성 통증을 경험하는 환자들과 확연

하게 구분된다. 통증은 대략적으로 암을 진단받은 환자의 1/4, 치료과정에 있는 

환자들의 1/3, 진행성 암 환자의 3/4에서 발생한다. 더구나 통증은 환자들이 가

장 두려워하는 증상 중의 하나이다. 조절되지 않은 통증은 암환자들의 평안함을 

빼앗아가며 그들의 일상활동, 동기유발, 가족 및 인척들과의 관계 그리고 전반적

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통증조절의 중요성과 효율적인 치료의 유용성

은, 왜 의사 및 간호사들이 환자들의 암성 통증을 잘 측정하고, 치료해야 하는가

에 대한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해준다. 앞서 언급한 답은 암성 통증의 발병과정, 

통증 측정의 기술, 적절한 진통제를 투여하는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점 그리

고 암성 통증에 대한 약물학적, 마취학적, 신경수술적, 행동학접근이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  

[그림1] 포괄적 통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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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췌장암/담도암 통증의 역학 및 기타 소화기암 통증의 역학 

# 췌장암의 통증 역학: 췌장암을 의심할 수 있는 특징적인 증상이나 징후는 없다. 

다만 췌장암 환자가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은 체중 감소, 황달 및 통증이다.
1
 

췌장암으로 인한 통증은 주로 복통과 요통이다. 특히 요통은 복통을 호소하는 췌

장암 환자의 50% ~ 65%에서 동반되며, 요통 단독으로 발현하는 경우는 10% 미

만에 불과하다. 이렇듯 통증은 췌장암의 가장 흔한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췌장암으

로 인한 통증에 대한 역학 연구는 매우 드물다. 보고된 문헌들에 따르면 췌장암으

로 인한 통증은 전체 환자의 70%에서 나타나며, 병기가 진행될수록 빈번하게 발

생한다. 즉, 초기 췌장암의 경우 30% ~ 60%의 환자에서 통증이 나타나지만 진

행된 췌장암 환자들의 경우 90%이상의 환자가 통증을 경험한다.
2-4

 특히 진행성 

췌장암 환자가 경험하게 되는 통증은 매우 강도가 심해 환자의 삶의 질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기타 소화기암 통증 역학: 소화기암 중에서 특히 식도암, 위암, 대장암 등은 

진행성 암으로 발견될 때 음식물이 지나는 통로를 막아 협착이 진행된 상태로 발

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통증은 암과 관련된 가장 흔한 증상중의 하나이다. 통

증은 실제적, 잠재적인 조직 손상과 관련된 감각적, 정서적 경험으로 정의될 수 

있다. 암 환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암성 통증 혹은 암 관련 통증은 비암성 통증을 

경험하는 환자들과 확연하게 구분된다. 통증은 대략적으로 암을 진단받은 환자의 

1/4, 치료과정에 있는 환자들의 1/3, 진행성 암 환자의 3/4에서 발생한다. 조절

되지 않은 통증은 암환자들의 평안함을 빼앗아가며 그들의 일상활동, 동기유발, 

가족 및 인척들과의 관계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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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양의 성장과 전이로 인한 통증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암성 통증의 치료에 대한 알고리즘은 세계보건기구에

서 개발된 것이다. 이는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은 우선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 

phen)이나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NSAIDs)로 통증 조절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만약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Weak Opioid' 인 코데인(Codein)

과 같은 약물을 처방하고, 그 후에는 몰핀(Morphine)과 같은 ‘Strong Opioid’

의 사용을 제안 하고 있다. 암환자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통증이 나타난다. 다수의 

연구를 통해 통증은 각각의 기준에 의해 분류된다. 통증의 분류는 1) 종양 (tumor) 

과 관련된 통증, 2)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증, 3) 앞선 두 통증과는 관련이 없

는 통증으로 구분된다. 통증이 급성인가, 혹은 만성인가에 대한 기준 역시 통증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구분방법이 될 수 있다. 다른 또 하나의 방법으로 통증의 발

생기전에 기초로 하여, 통각(Nociceptive Pain)은 체성(Somatic), 그리고 내장

(Visceral) 구조물들의 손상에 대한 결과로, 통각수용체(Nociceptor)가 자극되어 

발생한다.  

통각수용체는 피부, 내장, 근육 및 결합조직에 분포되어 있다. 통각은 체성통

(Somatic Pain)과 내장통(Visceral Pain)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체성통은 ‘날카

롭다, 통증부위가 명확하다, 욱신거리거나 쿡쿡 쑤신다, 짓누르는 것 같다’ 와 

같이 표현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수술 후, 혹은 뼈 전이 이후에 종종 나타난다. 

내장통은 통증이 분산되는 느낌, 쑤신다, 뻐근하다 등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이는 

복부, 흉부의장기들에 대한 압박, 침윤, 팽창에 의해 부차적으로 나타난다. 신경병

성 통증(Neuropathic Pain)은 말초신경 혹은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이러

한 형태의 통증은 ‘타는듯하다, 쑤신다, 날카롭다’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

러한 신경통은 척추협착, 당뇨병성 신경병증 또는 항암치료 및 방사선치료에 의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통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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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약물 치료(noninvasive treatment) 및 주의할 점 

1.1 opioid와 GI cancer: 통증 양상에 따른 마약성 진통제   

  환자 개개인별로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택한다.  

전신 상태, 돌봄의 목표, 약물 부작용 및 상호 작용 등을 고려하여 치료 방법

을 개별화한다.  

  다학제적 치료 계획을 세운다.  

약물 치료, 심리사회적 지지, 중재적 통증 치료, 방사선 치료 등을 포괄하여 

다학제적으로 접근한다. 

통증 평가 및 치료에 걸쳐 모든 단계에서 심리사회적 지지를 제공한다.  

  통증 관리에 대해 환자와 가족을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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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암성 통증 평가 및 단계별 통증관리] 

  

모든 암환자 진료 

시 통증 유무 선별   

  

      
  

      
  

통증 없음 
  

통증 있음 
  

      
  

진료 시 선별   

반복   

포괄적 통증 평가        

다학제적 치료 계획 

  

        

        

  NRS 1-3 NRS 4-6 NRS 7-10 

  

 비마약성/마약성  

보조 진통제 

 심리사회적 지지 

 환자/가족 교육 

 비마약성/마약성/ 

보조진통제 

 속효성 마약성  

진통제로 용량 적정 

 심리사회적 지지 

 환자/가족 교육 

 비마약성/마약성/ 

보조진통제 

 속효성 마약성  

진통제로 빠른 용량 

적정 고려 

 심리사회적 지지 

 환자/가족 교육 

        

    진통제 용량 적정 및    

지속적 재평가 

  

    
  

  

    통증 조절이 불충분     

혹은 지속적 부작용  

  

    
  

  

    포괄적 재평가   

    마약성 진통제 전환     

중재적 통증 치료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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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일반 원칙  

 환자마다 적절한 마약성 진통제의 종류, 용량, 투여 경로를 개별화하여 선택 

한다.  

 진통제 투여 경로는 경구를 우선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경로를 선택 

한다.  

 적정 용량은 최소한의 부작용으로 통증이 조절되는 용량으로, 다음 투여 시 

까지 효과가 지속되어야 한다. 

 통증 강도의 어느 단계에서나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여 통증을 조절할 수 

있다.  

 신기능/간기능 저하, 만성 폐질환, 호흡기 합병증, 전신 쇠약 환자의 경우 용 

량 적정에 주의한다. 

 서방형 진통제를 주기적으로 투여하고, 돌발 통증에 대비하여 속효성 진통제 

를 처방한다. 

 고용량의 진통제 필요 시 복합 성분 마약성 진통제보다 단일 성분 마약성 진 

통제를 투여한다.  

 마약성 진통제 용량을 충분히 증량해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지속적인 부작용  

발생 시 통증을 재평가하고 진통제 전환(Rotation), 보조진통제 투여, 중재적 

 통증 치료 등을 고려한다. 

 

1.1.2 마약성 진통제의 종류 및 선택 

• 통증 강도, 현재 치료 중인 진통제, 동반 질환, 전신 상태를 고려하여 각 

환자에게 적절한 약제를 선택한다. 마약성 진통제 수용체에 대한 작용에 따라 

순수 작동제, 부분 작동제, 혼합 작동-길항제로 분류한다. [표 1] 

• 암성 통증 치료를 위해서는 순수 작동제를 투여한다. 단  Pethidine 은 반복 

투여 시 대사 산물 축적으로 발적 및 부정맥 발생 위험이 있어 만성 암성 통증 

조절에 사용하지 않는다. 

• 혼합형 작동-길항제는 순수 작동제 투여 중인 환자에게 투여 시 금단증상 및 

통증 악화를 유발하므로 암성 통증 조절에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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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마약성 진통제 분류] 

분류 약제 
1
 비고 

순수 작동제 Morphine 
 

Oxycodone  

Hydromorphone 

Hydrocodone   

Fentanyl        

Codeine       

Tramadol 

Pethidine:                    

만성 암성 통증 치료에 사용 금지 

부분 작동제 Buprenorphine  

혼합형 작동 - 

길항제 

Pentazocine, 

Butorphanol, Nalbuphine 
만성 암성 통증 치료에 사용 금지 

 

 

 

 

 

 

[표 2. 국내 시판 마약성 진통제]  

                                           
1 약물 상호작용 

1) Morphine, hydromorphone: 간에서 1상 대사 반응을 거치지 않아 약물 상호작용 적음  

2) Morphine, hydromorphone 이외의 약제: 간기능 저하 시 주의 및 약물 상호작용 주의  

·병용 시 마약성 진통제 부작용 증가: azole계 약물, macrolide, omeprazole, antiviral agent, 

tyrosine kinase inhibitor, grapefruit juice 

·병용 시 마약성 진통제 효과 감소: corticosteroid, carbamazepine, phenytoin 

3) Codeine, oxycodone, hydrocodone: fluoxetine, haloperidol, cimetidine과 병용 시 진통 효과    

감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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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제형 비고 

Morphine  경구 서방형/속효성 주사제 

 

 

신기능 저하 시 주의 

 

Oxycodone 경구 서방형/속효성 주사제 

Oxycodone/  

Naloxone 복합 
경구 서방형 

Hydromorphone 경구 서방형/속효성 

Hydrocodone/ 

Acetaminophen 복합 
경구 속효성 

Fentanyl 
2
 

경피 패치, 경점막 속효성.  

주사제  

경점막 제제:  

최소 용량 제형으로  

투여 시작하여 증량 

Codeine 경구 속효성 
신기능 저하 시 주의 

최대 240mg/day 

Codeine/Ibuprofen/ 

Acetaminophen 복합 
경구 속효성 신기능 저하 시 주의 

Tramadol 경구 서방정, 주사제 
Tramadol로 최대   

400mg/day  

TCA/SSRI 병합 투여 

시 주의 

Tramadol/ 

Acetaminophen 복합  
경구 서방정/속효성 

Buprenorphine 
3
 경피 패치 최대 20ug/hr 

 

 

1.1.3 마약성 진통제 용량 적정 [그림 3] 

                                           
2
 신기능 저하 시 비교적 안전함 

3
 고용량 마약성 진통제 투여 중인 환자에게 투여 시 금단증상 발생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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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성 진통제 투여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 초기 용량은 경구 모르핀 5-

15mg(혹은 동등 진통 용량의 다른 마약성 진통제)을,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 

중인 환자의 경우 이전 24시간 투여량의 10-20%을 속효성 제제로 투여한다.  

(2)  경구 속효성 제제는 투여 60분, 주사제는 투여 15분 후 진통 효과와 부작용

을 평가한다.  

(3)  통증이 감소하면 동일 용량으로 필요 시 반복 투여한다. 

(4)  통증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용량을 50-100% 증량하여 투여 후 재평

가한다. 통증이 감소할 때까지 2~3회 반복한다.  

(5)  용량 증량을 반복해도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통증을 포괄적으로 재평가

하고 주사 마약성 진통제로 용량 적정 및 치료 계획을 재검토한다.(보조 진통

제 추가, 중재적 통증 치료, 마약성 진통제 전환 등). 

(6)  속효성 진통제로 안정적으로 통증이 조절되는 경우 이전 24시간 동안 투여한 

마약성 진통제의 총량에 근거하여 지속성 진통제(속효성 진통제 24시간 요구

량의 50%) 및 돌발 통증에 대비한 속효성 진통제를 처방한다. 

(7)  통증이 NRS 3 이하이면서 지속적인 부작용 발생 시 진통제 용량을 10~25% 

정도 감량 후 재평가한다. 

 

1.1.4 돌발 통증 관리 

(1)  돌발 통증에 대비하여 속효성 진통제(이전 24시간 투여된 마약성 진통제의  

    10~20%)를 처방한다. 

(2)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통증(incident pain) 통증을 유발하는 상황(예: 움직

일 때)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속효성 진통제를 투약한다. 

(3)  펜타닐 경점막 속효성 제제는 경구 모르핀으로 60mg/일(혹은 동등 진통 용

량의 다른 마약성 진통제) 이상의 용량으로 1주일 이상 투여한 환자의 돌발 

통증 조절을 위해 투여한다.4 마약성 진통제를 처음 사용하는 환자에게는 사

용하지 않는다. 

 

                                           
4
 식품의약안전처 의약품 정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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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마약성 진통제 용량 적정] 

 

  중등도 이상의 통증   

      
      

마약성 진통제 투여력 없음 
 

마약성 진통제 투여 중 

      

속효성 경구 모르핀 5~15mg 

혹은 동등 진통 용량의 속효성  

경구/주사 마약성 진통제 
 

이전 24시간 총 마약성 진통제 

투여량의 10-20%를 속효성 

제제로 투여 

      

      

 진통 효과 및 부작용 평가  

   경구 속효성 제제: 60분 후 

  주사제: 15분 후  

 

      

      

통증 감소   통증 지속/악화 

  

필요 시 동일 용량  

반복 투여 
  

  50~100% 증량 투여 후   

재평가 

  통증 감소할 때까지 재평가 

  및 증량 투여 2~3회 반복 
  

      

24시간 투여량 계산 
  

통증 지속/악화 

  서방형 진통제 처방  

  돌발 통증 조절용  

속효성 진통제 처방 

    포괄적 재평가 

  주사제로 용량 적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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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마약성 진통제 전환 (Opioid Rotation) 

통증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거나 지속적인 부작용 발생 시, 투여 경로 변경  

필요 시 다른 종류의 마약성 진통제로 변경을 고려한다.  

 

(1) 지난 24시간 동안 투여한 마약성 진통제 총량을 계산한다.  

(2) 동등 진통 용량표[표 3]를 이용해 변경하여 사용할 마약성 진통제 용량을    

계산한다.  

(3) 통증 조절이 잘 되고 있는 경우: 새 약제의 용량은 처음 계산한 총 용량에서  

25~50% 감량 투여한다.  

(4) 통증 조절이 불충분한 경우: 새 약제의 용량은 처음 계산한 총 용량의 100- 

120%로 투여한다.  

(5) 새 약제 투여 시작 및 주의 깊게 용량 적정한다.  

(6) 펜타닐 경피패치로 진통제 전환 [표 4] 

·가급적 안정적인 통증 조절 용량이 정해진 후 펜타닐 경피패치로 전환한다.  

·펜타닐 경피패치로 전환 후 8~24시간 내: 속효성 진통제를 미리 처방하여 

필요 시 투약한다. 

 

[표 3. 동등 진통 용량표 5 (단위: mg)] 

마약성 진통제 정맥·피하 경구 정맥·피하:경구 

Morphine 10 30 1:3 

Oxycodone 10 15-20 1:1.5-2 

Hydromorphone 1.5 7.5 1:5 

Hydrocodone - 30-45 - 

Codeine - 200 - 

 

 

                                           
5
 Buprenorphine 20ug/hr 동등진통용량: 경구 모르핀 60mg/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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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펜타닐 경피 패치 동등 진통 용량표 6] 

 

펜타닐 경피 패치 
정맥·피하 

Morphine/24hr 
경구 Morphine/24hr 

12mcg/hr 10mg 30mg 

25mcg/hr 20mg 60mg 

50mcg/hr 40mg 120mg 

75mcg/hr 60mg 180mg 

100mcg/hr 80mg 240mg 

 

 

1.1.6 부작용과 고려사항 

1.1.7 마약성 진통제 부작용 관리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 발생은 흔하므로, 미리 예상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변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작용은 시간이 지나면 내성이 생겨 호전된다. 

  부작용이 지속되면 용량 감량 혹은 마약성 진통제 전환을 고려한다. 

  환자, 환자의 가족 및 돌봄 제공자에게 부작용 관찰 및 관리에 대해 교육한다. 

 

(1) 변비 

·내성이 생기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는 동안 지속되므로 예방 차원에서 

자극성 하제 및 삼투성 하제를 투여한다.  

·변비가 지속되는 경우 ① 장 폐색, 분변 매복 감별 ② 마약성 진통제 전환  

③위장관 운동 촉진제 추가를 고려한다. 

                                           
6
 펜타닐 정맥 지속 주입을 펜타닐 경피 패치로 변환 비율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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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역/구토 

·구토의 다른 원인(변비, 중추신경계 병변, 항암제, 방사선 치료, 고칼슘혈증 등)

을 감별한다.  

·항구토제를 투여한다. 이전에 마약성 진통제에 의한 구역/구토 병력이 있는 경

우 예방적으로 항구토제를 투여한다.  

 

(3) 진정/졸림 

·처음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거나 용량 증량 시 흔히 발생한다.  

·증상이 2~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① 다른 원인(중추신경계 병변, 약물, 고칼슘혈증, 탈수, 패혈증, 저산소증 등)

을 감별한다.  

② 정신자극제(Methylphenidate 등)를 투여할 수 있다. 

 

(4) 섬망 

·섬망의 다른 원인(고칼슘혈증, 중추신경계 전이, 약물 등)을 감별한다.  

·증상 지속 시 Antipsychotics(haloperidol 등)를 투여할 수 있다. 

 

(5) 호흡 억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호흡 억제 발생이 드물며, 진통제의 용량을 급속히 증량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마약성 진통제에 의한 호흡 억제 발생 시 

① 마약성 진통제 투여 중지 및 기도 확보, 저산소혈증 시 산소 흡입  

② 마약성 진통제 길항제 투여: Naloxone 0.4mg을 생리식염수 10ml에 희석,  

1ml(0.04mg)씩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30~60초마다 반복 투여 혹은 0.8 

mg을 250ml 5%DW에 혼합하여 지속 주입할 수 있다. 

③ Naloxone 투여 후 금단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6) 기타 신경학적 부작용 

·마약성 진통제의 독성 대사산물 축적에 의해 인지기능 장애, 환각, 혼돈, 근간

대성 경련, 통각과민(Opioid-induced hyperalgesia)이 발생할 수 있다. 

·마약성 진통제에 의한 통각과민은 마약성 진통제 투여 중 약물 투여 효과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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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할 수 없는 통증, 원발 부위와 관련 없는 전반적인 이질통증(Allodynia),  

진통제 용량 증량 시에도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 의심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약 

성 진통제 감량, 마약성 진통제 전환, 중재적 통증 치료 등을 고려한다. 
7
 

 

(7) 기타 부작용  

·배뇨장애: 알파차단제(α-adrenergic blocker)를 투여할 수 있다. 

·소양감: 다른 원인을 감별하고 필요 시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한다. 

·입 마름. 
8
 

 

1.1.8 중독, 내성, 신체적 의존 및 안전성 관리 

·마약성 진통제를 장기간 투여 시 내성 및 신체적 의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중

독과는 구분해야 한다.  

·통증이 있는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는 경우 중독은 드물다. 

·암성 통증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적절히 처방하는 한편, 오남용 예방을 위

해 주기적인 평가 및 환자 교육이 필요하다. 

·국외 사례: 미국 식약청 Risk Evaluation and Mitigation Strategy (REMS) 주요 

권고 사항 

* 주기적으로 치료 목표에 따른 마약성 진통제 치료 반응을 평가할 것  

* 환자의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위험요인을 평가할 것  

*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의 안전한 사용, 보관, 폐기에 대해 교육할 것  

* 주기적으로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여부를 평가할 것 

 

 

                                           
7
 NMDA 수용체 길항제(ketamine 등), COX 2 억제제, alpha 2 agonist(Clonidine) 등이 마약성     

진통제에 의한 통각과민을 완화시켰다는 보고가 있다. 
8 Pilocarpine 2% 점안액 5mg 경구 3회/일 투여하여 마약성 진통제에 의한 입 마름이 호전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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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비마약성 진통제 

·NSAIDs, Acetaminophen(Paracetamol)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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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다.  

·최대 투여량 이상으로 증량하는 경우, 진통 작용은 증가하지 않고 부작용만 증

가하는 천장효과(ceiling effect)가 있다.  

·서로 다른 종류의 NSAIDs 병합은 효과보다 부작용이 증가하여 권장하지 않는

다. 

·약제 선택 시 약제별 특성, 동반 질환, 약물 상호 작용을 고려한다. 
9
 

·부작용  

① NSAIDs 병용 시 항암치료 부작용(혈소판감소증, 혈액응고장애, 신독성, 

간독성, 심혈관계 부작용위험 증가 

② Acetaminophen : 간독성 

③ NSAIDs : 위장관 출혈, 간독성, 신독성, 심부전, 조혈기능장애 

④ NSAIDs 궤양 예방 : Misoprostol, Proton pump inhibitor, H2-blocker를 

같이 처방하거나 COX2 차단 제로  

 

1.3 보조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로 조절하기 어려운 뼈 전이 통증, 신경병증 통증 등을 조절하기 

위해 투여하는 약물로 Bisphosphonate, 항우울제, 항경련제, Ketamine, Corticost 

eroid 등이 포함된다. 

 

                                           
9
·Nonacetylate salicylate 및 선택적 COX-2 저해제는 항혈소판 효과가 없다 

·예방적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환자: NSAIDS 병용 시 아스피린 효과 저하될 수 있어 선택적 

COX-2 차단제가 선호된다 

·NSAIDs와 항응고제 병용 투여 시 출혈 위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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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뼈 전이 통증 

(1) Bisphosphonate 

·Pyrophosphate 유사체로 골 흡수를 방해하며 뼈 전이 통증을 완화하고 골절 

을 예방한다.  

·신기능 저하 시 주의가 필요하다.  

·부작용: 뼈 통증, 구역, 설사, 저마그네슘혈증, 발열, 몸살 증상 

[표 5. Bisphosphonate]  

 

2) 신경병증 통증 

(1) 항우울제 

·마약성 진통제와 병용 시 진통 효과를 상승시킨다.  

·수면장애, 불안장애, 우울증을 동반한 경우 유용하다. 

·부작용: 마약성 진통제와 병용 시 중추신경계 부작용, 항콜린 작용에 의한 

진정, 입 마름, 변비, 배뇨장애(심질환, 전립성 비대증, 신경인성 방광, 치매, 

협각성 녹내장 동반 시 주의) 

 

[표 6. 항우울제] 

약 제 시작 용량 최대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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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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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loxetine 
10

 60㎎/day 아침 식후 30분 120㎎/day 

                                           
10 항암치료 유발 말초신경병증 통증, pregabalin 불응성 신경병증 통증 완화 효과가 보고되었다. 

약제 용량 

Pamidronate 1회 90mg 4주마다 정주: 300~600mg 경구 투여 

Etidronate 
시작 용량: 5~10㎎/kg/day,  

상용량: 10~20㎎/kg/day 

Zoledronic acid 1회 4mg 3~4주마다 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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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경련제 

·암성 신경병증 통증에 마약성 진통제와 병합 투여 

·부작용: 중추신경계 부작용(두통, 졸림, 어지러움)이 흔하여 저용량으로 시작

하여 점차 증량· 신기능 저하 시 주의  

·Carbamazepine: 백혈구 감소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혈액검사 필요 

 

[표 7. 항경련제] 

약 제 용량 적정 최대 용량 

Gabapentin 

1일: 300mg qd 또는 100mg tid 

2일: 300mg bid 또는 200mg tid 

3일: 300mg tid 

3600㎎/day 

Pregabalin 

시작 용량: 75mg bid 

3~7일: 150mg bid  

(진통 효과 및 내약성 고려) 

600㎎/day 

Carbamazepine 200~400mg/day 800mg/day 

 

(3) Ketamine 

·마약성 진통제 불응성 통증 및 암성 신경병증 통증에 투여할 수 있다. 

·용량: 0.1~0.2mg/kg IV 로 시작하여 적정 한다. 

·부작용: 악몽, 환각, 섬망, 혈압상승, 맥박증가, 안구진탕, 구역, 구토, 침 분

비 과다 

 

(4) 국소 진통제 

·Lidocaine patch (5%): 신경병증 통증 부위에 적용할 수 있다. 

·Capsaicin cream/patch: 국소 신경병증 통증 부위에 적용할 수 있다. 

·NSAIDs gel/p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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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1) Corticosteroid 

·종양 및 신경 주위 부종 감소 효과: 뇌압 상승, 척수 신경압박, 전이성 뼈 통

증, 신경 침범에 의한 통증 완화를 위해 투여할 수 있다.  

·염증에 의한 통증, 장폐쇄 증상 완화 

·위장관 부작용 예방을 위해 misoprostol, proton pump inhibitor를 병용한다.  

·장기 투여 시 부작용을 주의한다.  

 

[표 8. Corticosteroid 동등 용량 11] 

약제 동등 용량 

Hydrocortisone 20mg 

Prednisone 5mg 

Methylprednisolone 4mg 

Triamcinolone 4mg 

Betamethasone 750mcg 

Dexamethasone 750mcg 

 

(2) Benzodiazepine: 불안, 통증과 관련된 근육 경련 조절을 위해 투여할 수 있

다.  

 

(3) Hyoscine N-Butyl Bromide (Buscopan®) 

·장운동 항진에 의한 복통, 담도계, 요로, 여성 생식기계의 경련성 통증, 기타 

평활근 경련에 의한 통증 완화를 위해 투여할 수 있다.  

·장폐색 시 위액 분비를 줄여 구토 감소 효과 

·용량: 60~120mg/day  

·부작용: 항콜린 증상(변비, 구강건조, 배뇨장애) 

                                           
11

 항염 효과 기준이며 mineralocorticoid 효과 및 작용 시간은 고려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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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불응성 통증 

암성 통증 환자의 약 10%에서는 적절한 진통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 조절이 

어려울 수 있다. 일반적인 진통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환자와 통증에 대한 

철저한 포괄적 재평가와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1.5 단일 요법과 병합요법 

마약성 진통제를 이용해 중등도 이상의 급성 혹은 만성 통증이나 암성 통증을 

치료하는 것은 현재에도 여전히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효과적이고 유용한 방

법이다. 특히나 암과 연관된 심한 통증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비 마약성 진통

제가 효과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자마자 강한 마약성 진통제를 이용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데에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암성 통

증을 겪고 있는 많은 수의 환자들은 그 들의 통증을 적절하게 치료받지 못하고 

있거나 사용하는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투여된 진통제의 종류, 용량, 경로를 재평가하여 마약성 진통제 용량 조절, 약제 

전환, 경로 전환을 고려한다. 

마약성 진통제에 의한 통각과민 등의 신경학적 독성이 의심되는 경우 마약성 진

통제 감량을 고려한다. 

통증의 원인을 재평가하여 적절한 보조진통제를 투여한다.  

신경 차단, 척수강 내 약물주입 치료 등의 중재적 통증 치료를 고려한다. 

심리적, 사회적, 영적 고통을 평가하고 지지를 제공한다. 

이완요법, 심상요법 등의 통합 치료 활용을 고려한다.  

임종이 임박한 환자에서 다른 방법으로 통증 완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완화적 진정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 및 가족의 선호와 돌봄의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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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강한 마약성 진통제를 이용하여 적절하게 치료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환자의 통증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거나 환자의 신체 기능이 적절하게 회복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형태의 치료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 

처한 환자들에게는 마약성 진통제의 전환(switching)이나 조합(combination)요법

이 새로이 인정받는 치료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마약성 진통제의 체내 작용 기전이나 약리학은 너무나 복잡하여 아직까지도 완

전히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인체 내의 거의 모든 장기나 기능에 광범위한 작용을 

나타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추신경계와 위장관계에 대한 작용으로 약 용량에 

따라 거의 모든 종류의 통증을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용량의 증가에 따른 부작

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결점 또한 있다.  

내인성이건 외인성이건 마약성 진통제의 경우에는 대뇌나 척수에 존재하는 특별

한 수용체인 아편 수용체(opioid receptor)와 결합함으로써 진통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아편수용체의 경우 mu(µ), kappa(κ), delta(δ)의 3가지가 가장 중요한 수용

체로 알려져 있다. 대개의 마약성 진통제의 경우에 µ-opioid 수용체에 매우 선택

적으로 작용하고 이 µ-opioid 수용체에는 µ1-3의 아형이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다양한 종류의 마약성 진통제들마다 서로 상호작용하는 µ-opioid 수용체의 아형

이 달라 마약성 진통제들마다 미세하나 서로 다른 약물학적 반응을 나타내게 된

다.  

마약성 진통제의 경우 µ-opioid receptor 환자들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한 

경우에 환자들마다 마약성 진통제에 반응하는 정도는 다양한데 이는 다양한 인자

에 영향을 받는다. 마약성 진통제가 아편 유사제 수용체 타입의 수 십 년 동안 암

성 통증 치료에 단일 성분의 강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마약성 진통제를 이런 방법으로 처방하는 것에는 상당한 변형

이 생기고 있다. 앞에 언급한 것처럼 환자들마다 마약성 진통제에 잘 반응하는 종

류가 다른데 이런 이유로 마약성 진통제의 전환(opioid switching)을 시행한다.  

 

2. Invasive treatment/Intervention의 종류와 시행기준 

중재적 통증 치료는 약물을 사용하여 통증 전달을 억제하거나 지속적으로 척수

강이나 신경총에 약물을 투여하여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는 중재

적 통증 치료 단독으로 통증 해소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약물 치료와 함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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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통증을 줄이고, 진통제 증량에 따른 부작용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재적 통증 치료를 통증 조절의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거나 과도한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약물치료를 비롯한 포괄적 통증 치료의 한 부분으로 활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재적 통증 치료를 고려하는 주요 적응증 및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주요 적응증  

· 시술 부작용 위험이 적으며 시술이 통증 조절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 약물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불응성 통증 또는 지속적인 부작용으로 마약 

성 진통제를 증량할 수 없는 경우 

나)  중재적 통증 치료가 부적합한 경우: 시술 부위의 감염, 패혈증, 교정되지 

않는 혈액 응고 장애, 기대여명이 아주 짧거나 긴 경우, 암 침윤 등에 의

한 시술 부위의 해부학적 이상, 환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다)  중재적 통증 치료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장비 및 시설 여건을 고

려한다. 

 

2.1 췌담도암 환자에서 중재적 통증 치료 방법  

췌담도암 환자에서 복강내 장기로부터 동통을 전달하는 복강 신경총을 알코올 

주입 등을 통해 제거하고, 통증을 줄이고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초음파 내시경 유도하, 경피적 차단술, 초음파 유도하 차단술

로 나뉜다. 3가지 접근법과 증례를 아래 기술하였다. 

 

2.1.1 초음파내시경 유도하 신경차단술의 유용성 

경피적 복강신경총 차단술은 후방에서 복강신경총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의 경우 하반신 마비, 감각이상, 경막외 무감각, 요추 전자, 기흉과 같은 심각

한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초음파내시경 유도하 복

강신경총 차단술(EUS-CPN)은 위 부위에서 바로 복강동맥으로 접근할 수 있고, 

우수한 해상도로 주위 혈관과 구조물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

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최근 고해상도의 EUS 기기의 발전과 더불어 일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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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서는 복강신경절(celiac ganglia)을 확인하고 복강신경절 내로 직접 약물을 주

입하는 초음파내시경 유도하 복강신경절 차단술(EUS-CGN)이 개발되어 최근 이

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EUS-CPN은 1996년 초기 보고 이후 췌장암 환자의 통증 조절에 이용되고 있다. 

Gunaratnam 등은 58명의 수술 불가능 환자를 대상으로 EUS-CPN을 시행한 연

구에서 시술 이후 24주간 통증 조절 효과가 지속되고, 78%의 환자에서 통증 연

관 스코어가 감소함을 보고하였다. 다양한 메타분석에서도 EUS-CPN의 치료 효

과가 검증되었는데, 5개의 전향적 연구를 분석한 메타 분석에서는 EUS-CPN을 

시행한 환자는 8주 VAS score가 평균 0.6 점 (95% CI, 0.37-0.82) 감소하였고, 

총 283명과 119명의 췌장암 환자를 포함한 두 메타분석 연구에서도 각각 80%, 

73%의 환자에서 통증이 경감되어,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량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었다. 

 

이러한 EUS CPN의 치료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지만, 복강신경

총을 침범 한 췌장암 환자와 좌측 단측(unilateral) EUS-CPN만을 시행한 경우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최근에는 양측 복강신경 차단술이 선호되어 

사용되고 있다. 

EUS-CGN의 경우도 무수에탄올을 신경절내로 주입하여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경우 약 94%에서 췌장암 암성 통증이 감소한다. Doi 등은 EUS-CGN과 단측

(unilateral) EUS-CPN의 비교 연구를 통해 EUS-CGN이 보다 효과적인 통증 조

절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으나, 양측(bilateral) EUS-CPN과 비교 연구 결과가 없

기 때문에, 과연 EUS-CGN이 EUS-CPN보다 효과적인지는 이론이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 다른 초음파내시경 유도하 신경차단술의 문제점은 언제 시술을 시행하는 것

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Wyse등은 192명의 췌장암 환자에서 초음

파내시경 세침흡입법(EUS-FNA; fine needle aspiration)과 양측 EUS-CPN을 동

시에 시행한 경우와 일반적인 통증 조절 방법을 비교한 연구를 통해, 진단 초기에 

EUS-CPN을 시술한 경우가 비록 삶의 질 점수(QOL score)와 생존기간의 차이는 

없었지만, 통증 조절이 보다 더 잘되고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을 감소 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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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대부분의 임상 적응증은 고식적인 통증 치료에

도 불구하고 심해지는 불응성 암성 통증과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 감소를 목적

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 EUS-CPN의 시행 시기에 대한 이견이 존재

하고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진단 초기 EUS-CPN의 유용성은 검증되어야 한다. 

 

2.1.1.1 초음파내시경 유도하 복강신경총 차단술 (EUS-CPN) 

복강신경총은 흉추와 2번째 요추 사이에 위치하는 부위로 초음파내시경 검사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중재적 통증 치료가 가능하다. 

EUS-CPN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다.  

 

1.  시술 전 응고 기능 이상 및 혈액 검사를 확인하고, 생리 식염수 500-

1000ml를 정주한다. 환자의 자세는 일반 내시경 검사와 같이 좌측 와위

(Left lateral decubitus)로 유지한다. 

2.  EUS를 시작하면 먼저 위후벽 부위에서 실시간 초음파로 대동맥 단면을 관

찰하고, 대동맥에서 분지하는 복강동맥(celiac trunk)의 기시부를 확인한다. 

이후 기시부를 화면 중심부에 위치 시킨 다음 대동맥을 계속 관찰하면서 

EUS를 약간 전방으로 진입하고, 복강동맥이 사라질 때까지 우측으로 회전

한다.  

3.  복강신경총으로 의심되는 부위가 관찰되면 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해 주위 

혈류를 확인하고, 약 2ml의 생리식염수를 채워놓은 초음파 흡인침을 복강

동맥의 기시부 우측부위에 위치시키고, 흡인침에 음압을 걸어 혈류가 역류

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4.  0.25% Bupivacaine 10ml를 주입하고, 이후 99% 순수 알코올 10 ml를 추

가 주입하여 신경차단술을 시행한다. 약물 주입 시 초음파상에서 세침 끝 

부위가 고에코(hyperechoic)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입이 끝

나면 3ml의 생리 식염수를 추가 주입하고 세침을 제거한다. 세침은 22G 

또는 19G EUS needle이 사용되지만, 최근에는 측면 홀을 가진 20G 스프

레이 세침이 개발되어 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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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측 신경차단술(bilateral EUS-CPN)을 위해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대동맥 

좌측 복강 신경총 부위에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며, 이 경우 무수에탄올과 

Bupivacaine의 양측 주입 총량은 각각 20cc를 넘지 않도록 한다.  

6.  시술 이후 약 2시간 이상 생체 징후를 모니터링 한다. 

 

[그림 4] EUS-CPN (A) EUS shows the celiac trunk as the major vessel take-off from the aorta as 

seen from the stomach. (B) The 20G EUS neurolysis needle (Echotip® ultra celiac plexus 

neurolysis needle, Cook medical, USA) punctures into the proximal celiac trunk area. (C) 

After alcohol injection, the echogenic cloud is seen at the injection site. 

 

2.1.1.2 부작용 

일반적으로 초음파내시경 유도하 신경차단술과 연관된 중대 합병증의 발생은 매

우 드물다. 경피적 신경차단술과 유사하게 비교적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시술 직

후 합병증은 교감신경의 차단으로 인한 일시적인 설사와 저혈압이지만, 신속한 수

액 공급을 통해 저혈압 등의 합병증은 쉽게 회복 될 수 있다. 일부의 경우는 시술 

후 48시간 까지 일시적인 통증의 악화가 발생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

은 점차 완화되다. 그 외 매우 드물지만 중대 합병증으로 하지 마비, 감각이상, 

기흉, 후복막강 출혈 및 농양 등이 발생할 수 있다.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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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  

75세 남자가 타병원에서 3개월전 췌장체부의 췌장암과 간 전이를 진단받고 

Gemcitabine과 Erlotinib 항암제 치료를 시행 받던 중 복부 통증이 지속되고 섬

망(delirium)증세가 발생하여 내원하였다. 항암제를 사용하면서 간 전이와 췌장 

종괴의 크기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환자는 VAS score 5점의 상복부 통증이 있

었고, 장소에 대한 지남력 장애와 섬망 증상이 있었다. 타병원에서 Oxycodone 

160 mg, Fentanyl patch 50ugm/hr를 사용중이었기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 고칼슘혈증 등의 전해질 이상 또는 뇌 전이 등의 중추신경계 이상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입원하여, 혈액 검사 및 두부 MRI 촬영을 시행하였

다.  

 

검사상 특이 이상 소견이 없었기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 부작용으로 섬망이 발

생한 것으로 진단하고, 마약성 진통제의 감량을 시도 하였다. 진통제 감량을 하

면서 섬망 증상의 호전은 있었으나, VAS score 8점 이상의 복통이 발생하였고, 

효과적인 진통제 감량을 위해 초음파내시경 유도하 신경차단술을 계획하였다. 

환자는 초음파내시경 유도하 복강신경총 차단술(EUS-CPN) 시술을 받았고, 양

측 복강신경총에 bupivacaine 20ml, 99% ethanol 20 ml를 주입하였다.(그림 5)  

 

시술 후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으나, 시술 당일에는 VAS score 9점의 심한 복

통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시술 익일부터 점차적인 복통의 감소가 있어 환자는 

oxycodone 40mg 로 감량하여 퇴원하였고, 추가적인 항암 치료를 진행하였다. 

 

[그림 5] EUS guided C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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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 결론 

EUS-CPN과 EUS-CGN은 효과적인 췌담도 암성 통증의 치료방법이지만, 현재

까지는 대규모 임상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피적 접근법과 비교한 안정성 및 

효과의 우월성을 증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초음파내시경을 이용한 중재

적 통증 치료 방법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이고 초음파내시경을 

통해 병기 설정 및 조직 검사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

문에, 암성 통증의 조절을 통한 췌담도암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2.1.2 경피적 복강신경총 차단 혹은 파괴술  

(Percutaneous Celiac Plexus Block/Neurolysis) 

2.1.2.1 적응증과 금기증 

복강신경총(celiac plexus)은 후복막강(retroperitoneal space)에 존재하는 

신경절로 좌우 대동맥신동맥 신경절, 상장간막동맥 신경절(superior mesenteric 

ganglion)과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대동맥에서 기시하는 복강동맥(celiac 

artery)과 상장간막동맥(superior mesenteric artery) 사이에 존재하며 위와 췌장 

뒤쪽, 횡격막각(crura of diaphragm)의 앞쪽에 존재한다. 척추 레벨로는 제 12번 

흉추(T12)와 2번 요추(L2)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복강신경총의 

지배를 받는 복부 장기는 간, 췌장, 담낭, 장간막과 위에서부터 횡행결장까지의 

소화관, 비장, 신장, 부신 등으로 위와 같은 장기에서 기인한 모든 통증이 

복강신경총 차단의 적응증이 될 수 있다. 췌장암 환자의 경우 암에 의한 

복강신경총으로의 직접적인 신경성 침해(neural invasion)는 복통의 흔한 원인이 

되기도 하여 췌장암 환자에서 주로 시술되는 술기로 설명될 수 있다. 경피적 

복강신경총 차단 혹은 파괴술의 접근 방법은 Fluoroscopy, CT scan, 초음파 유도 

하 시행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Fluoroscopy하 시술 방법이 가장 흔히 선택되는 

접근법으로 등쪽에서 접근하며 나머지 접근법은 복부 앞쪽에서 시행되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적응증 및 금기는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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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증 

 

절대적 금기증 

 

meta-analysis를 포함한 review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시술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피적 복강신경총 차단 혹은 파괴술의 적응증을 알아

보기 위해 현재까지 보고된 전향적 무작위 배정 연구들을 살펴보면 

• 통증감소는 전신적인 진통제 사용 그룹(systemic analgesic therapy)과 비교시 

 시술 후 1-2주, 4주, 8주 까지 유의한 통증 감소가 있으나 12주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에 있어서는 전신적인 진통제 사용 그룹(systemic analg 

  esic therapy)과 비교 시 12주까지 유의하게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량이 감소 

하였다. 

• 전신적인 진통제 사용 그룹(systemic analgesic therapy)에 비해 삶의 질을 증 

진 시킨다는 보고는 없다. 

복강신경총의 지배를 받는 복부 장기에서 기인한 통증 

췌장암에 의한 상복부 통증 

췌장암에 의한 심한 오심과 구토 

췌장염에 의한 상복부 통증 

감염 및 패혈증 

상대적 금기증 

항응고제 투여 환자 또는 응고병증 

간 기능 이상 

대동맥을 통한 접근시 대동맥의 석회화, 혈전, 동맥류 

알코올 남용으로 disulfiram therapy  

장폐쇄가 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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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신적인 진통제 사용 그룹(systemic analgesic therapy)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시술 1년 후 생존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 경피적 복강신경총 차단 혹은 파괴술의 적응증을 알아보기 위해 췌장암 위치 

와 연관된 결과를 살펴보면 췌장암 위치가 두부(head)에 위치하는 경우 몸통 

(body) 혹은 미부(tail)에 위치하는 경우보다 12주까지 통증 감소효과가 높았고 

survival duration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나 암의 위치가 시술 여부를 결정하 

는데 결정적인 인자는 아니다. 

• 경피적 복강신경총 차단 혹은 파괴술의 적응증을 알아보기 위해 췌장암 진단 

시 시술을 시행하는 군과 병기가 진행되어 시행하는 salvage treatment 를 시 

행하는 군과 비교 시 시술 후 4주까지 두 group 모두에서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량이 감소하다가 이후 증가하나 시술 후 12주 시기에 관찰 시, 진단 시 

시술을 시행한 group은 더 이상 진통제가 증가하지 않음이 보고 되어 진단 

시 시술을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2.1.2.2 합병증(빈도순) 

시술 중, 시술 후 통증, 저혈압/기립성 저혈압, 설사, 혈관 내 주사(정맥 내 혹은 

동맥 내), 신장손상, 요추부 체성신경 손상, 혈관 손상, 내부 장기천자, 기흉, 유미

흉, 사정장애, 혈전 혹은 색전, 농양, 복막염, 후복막 혈종, 척수강 내 혹은 경막외

강 내 약물주입, 요로감염, 추간판염, 하지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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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 

64세 남자 환자가 페전이가 동반된 췌장암(미부)으로 원위부 췌장 절제술을 

1년전에 시행 받은 후 항암치료를 지속해 오던 중에 상복부 통증의 악화를 

보였다. 통증은 평상시는 경증 혹은 중증도 통증 (통증점수 4-5점)이며 

oxycodone 40mg bid, oxycodone 5mg qid로 조절되다가 돌발성 통증이 발

생할 경우(통증점수 9-10점) morphine 정맥주입에도 감소되지 않았다. 복부 

골반 CT 촬영상 좌측 복강신경총 주변으로 직접적인 신경침해를 보였고(그림 

6) 복강신경총 용해술을 위해 마취통증의학과로 의뢰되었다. Bupivacaine 20 

ml을 사용한 진단적 복강신경총 차단 이후 20여 분간 관찰 시 50%이상의 

복통감소를 보이며 별다른 합병증이 관찰되지 않아 99% ethanol 20ml을 이

용한 복강신경총 용해술을 실시하였다(그림 7). 이후 돌발성 통증은 횟수가 

현저히 감소되었고 평상시 통증 역시 호전되었다. 

             

                   
 

[그림 6] 복강동맥 기시부 전방의 복강신경총 주변으로 췌장암 전이로 인한 직접적인 신경침해   

 (흰색 화살표)를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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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초음파내시경 유도하 복강신경절 차단술 (EUS-CGN) 

고해상도 EUS의 개발로 최근에는 복강신경절을 EUS로 확인하고, 신경절 내부로 

직접 약물을 주입하여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복강신경절은 

복강동맥 기시부의 좌, 우측 부위와 대동맥의 전면부에 위치하는 약 2-20mm의 

크기를 가지는 불규칙한 경계의 다발성 타원형 저에코 구조물로 일반적으로 우측 

신경절은 복강동맥 기시부 아래쪽 약 6mm 부위에 떨어져 위치하고, 좌측 신경절

은 복강 동맥의 기시부에서 아래쪽으로 약 9mm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EUS-CGN의 시술 방법은 EUS-CPN과 유사하지만, 각각의 복강신경절을 초음

파로 직접 확인하면서 에탄올을 신경절 내부로 주입하는 차이점이 있다. 

[그림 8] EUS-CGN. (A) EUS revealed the celiac ganglia around celiac trunk (B) The 20G EUS 

neurolysis needle(Echotip® ultra celiac plexus neurolysis needle, Cook medical, USA) punctures 

into the celiac gangion (C) After alcohol injection, the echogenic cloud is seen in the gangion. 

         

[그림 7] Fluoroscopy하 경피적 복강신경총차단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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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타 통증 조절 

Implantable drug delivery system (IDDS): 척수강 내 약물주입펌프 이식술 

척수강 내로 진통제를 주입하는 삽입형 약물 투여장치로 피하 삽입하게 된다. 암

성통증 환자에서는 주로 마약성 진통제를 주입하게 되며 척수강 내로 주입하는 

경우 전신적 투여에 비해 100분의 1용량만 사용하게 되므로 마약성 진통제의 전

신적 투여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면서 효과적인 제통을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14년 7월 1일자로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로 고시되어 좀 더 활발한 사용

이 기대되고 있으며 암성통증 환자에 대한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고용량 morphine(200mg/일) 경구투여 또는 동등 역가의 타 마약성 진통제 

를 투여하였음에도 통증이 제어되지 않는 암성통증(통증점수 7점이상)으로 

여명이 1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모르핀 또는 타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 등 약물투여를 할 수 없는 암성통 

증(통증점수 7점이상)으로 여명이 1년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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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pecific consideration in pancreatic cancer pain 

3.1 상부위장관 악성 협착과 총담관 폐쇄 

췌장암은 많은 경우에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이 되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췌장암 환자들이 가장 흔히 호소하는 증상 중의 하나는 

복통이다. 많은 경우 복통은 췌장암세포의 신경조직 침윤으로 발생하지만 주변 장

기, 특히 소장의 침윤과 압박으로 인한 상부위장관 악성 협착과 담관 침윤으로 인

한 총담관 폐쇄로 인하여 복통이 발생하기도 한다. 약 5 ~ 25%의 췌장암 환자에

서 발생하는 상부위장관 악성 협착은 복통뿐만 아니라 구역, 구토, 전해질 분균형, 

체중감소 등을 유발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또한 담관 폐쇄로 담즙 배액 장애

가 발생한 경우 복통이 발생하고 담관염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담즙 배액술

은 담관 폐쇄를 동반한 췌장암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삶의 질 향상 및 

항암 치료 등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위장관의 폐쇄와 담관 폐쇄를 해결하여 환자

가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게 하고 담관염 발생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3 .1.1 상부위장관 악성 협착 해결 방안 

상부위장관 악성 협착 치료의 전통적인 방법은 수술을 통해 위와 소장을 연결해

주는 것으로, gastrojejunostomy가 가장 많이 행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이환율은 10~16% 정도이고 사망률 또한 7%까지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환자에서 수술 후에 발생하는 위배출 지연

(delayed gastric emptying)은 입원기간을 연장시키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복강경을 통한 gastrojejunostomy가 도입되어 기존

의 수술법과 비교하여 이환율과 사망률, 그리고 입원기간이 많이 감소하기는 하였

으나 여전히 수술과 연관된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다. 

 

상부위장관 악성 협착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내시경을 통한 자가 팽창성 금속 스텐트의 삽입이다. 내시경을 통한 자가 

팽창성 금속 스텐트의 삽입은 여러 연구를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임이 입

증되었는데 95% 이상에서 성공적인 스텐트 삽입이 가능했고, 스텐트를 삽입 받

은 대다수의 환자에서 다음날 음식의 섭취가 가능했으며, 87%의 환자에서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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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식은 섭취할 수 있었다. 또한 수술과 비교하여 입원기간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스텐트 삽입이 항상 가능하거나 성공적인 것은 아니며, 스텐

트 삽입 시술에 실패하는 이유로는 내시경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부위에 협착이 

있는 경우, 협착 부위가 매우 좁아 유도관이 통과하지 못하여 스텐트를 삽입하지 

못하는 경우, 삽입에는 성공하였으나 스텐트가 확장되지 못하는 경우, 스텐트가 

확장되었으나 기능적인 위출구 협착이 동반되어 시술 후에도 구강섭취가 어려운 

경우 등이다. 또한 스텐트가 성공적으로 삽입되었다 하더라도 소장 등 내시경의 

접근이 불가능한 위치의 소화관에 추가적인 협착, 장을 둘러싼 복막 전이로 인한 

삼한 유착, 그리고 종양으로 인한 기능적인 위출구 협착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능

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는 스텐트 삽입의 상대적 금기증이라

고 하겠다.  

 

스텐트 삽입 후에 합병증 또한 발생할 수 있으며, 급성 합병증으로는 출혈, 감염, 

천공, 스텐트의 이탈 등이 있고, 후기 합병증으로는 종양의 성장으로 인한 기능부

전, 음식물의 감입, 천공, 스텐트의 이탈 등이 있다. 자가 팽창성 금속 스텐트는 

모양에 따라 비파막형(uncovered)와 피막형(covered)로 분류될 수 있다. 비피막

형 스텐트는 폐쇄 부위에 삽입된 후 조직으로 파고 들어가 고정되므로, 시간이 경

과 함에 따라 스텐트 내로 암세포가 증식하여 재협착을 유발한다. 피막형 스텐트

는 스텐트 내로의 암세포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스텐트에 피막을 씌운 것으로 스

텐트 내로의 종양 증식을 줄이지만, 스텐트가 주변 조직에 고정되지 않아 이탈이 

빈번하다. 현재까지의 무작위대조군 연구에서 비피막형 스텐트와 피막형 스텐트의 

성적은 비슷하게 보고되고 있다. 스텐트 삽입 부위의 재폐쇄 시에는 스텐트를 기

존 스텐트 내강 안으로 추가로 삽입하면 폐쇄증상의 호전을 90%이상에서 기대할 

수 있다. 

 

3.1.2 총담관 폐쇄 해결 방안 

앞에서 언급한 상부위장관 악성 협착 외에도 췌장암의 총담관 폐쇄로 인하여 복

통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황달이 동반되게 되는데, 황달은 췌장암 진단 당

시 약 50~60% 환자에서 나타난다. 담관 폐쇄로 담즙 배액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복통이 발생하고 담관염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담즙 배액술은 담관 폐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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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한 췌장암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 담즙 배액술에는 수술적 방법, 경피경간 

담도 배액술(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Drainage, PTBD) 그리고 내시경 

역행성 담도 배액술(Endoscopic Retrograde Biliary Drainage, ERBD)이 있다. 이 

중에서 내시경적 방법은 다른 방법에 비해 이환율, 사망률, 합병증 발생률 등이 

낮고 안전하며, 반복적인 시술이 가능하여 특히 국소진행성, 전이성 췌장암 환자

에게는 내시경을 통한 담관 스텐트 삽입술이 선호된다. 담관 스텐트에는 플라스틱 

스텐트와 금속 스텐트가 있는데 각자 장단점이 있다.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 환

자의 기대여명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일반적으로 금속 스텐트가 추천된다. 

 

 

요약 

증례 

당뇨로 인한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고 있는 82세 여자 환자가 췌장암을 진

단 받고 보존적 치료를 받고 있던 중 복통, 구역과 구토 그리고 황달을 주소로 내

원하였다. 상부위장관 내시경상 십이지장 유두부 이하로 협착이 관찰되었으나 내

시경은 통과되어 일단 총담관 폐쇄를 해결하기 위하여 ERCP하에 췌장관에는 플

라스틱 스텐트를 그리고 총담관에는 금속 스텐트를 삽입하였다. 그러나 ENBD를 

통해 조영제를 투여한 결과 조영제가 십이지장 유두부 이하로 배액이 되지 않는 

것이 관찰되었다.(그림 9) 그리하여 총담관에 삽입하였던 금속 스텐트를 제거한 

후 먼저 십이지장의 협착을 해결하기 위하여 십이지장에 금속 스텐트(M-

duodenal, Bonastent)를 삽입하였다.(그림 10) 그런 후 십이지장 금속 스텐트를 

통해 총담관에 T자 형태로 금속 스텐트를 삽입하였다.(그림 11) 다음날 시행한 상

부위장관 조영술에서 조영제는 담도로 역류하지 않고 십이지장을 잘 통관하는 것

이 관찰되었으며(그림 12) 환자는 식사 후에도 구역과 구토도 호소하지 않았고, 

복통과 황달도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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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총담관에 금속 스텐트를 삽입한 후 ENBD를 통해 조영제를 주입하였을 때 조영제가 십이지

장 유부부를 지나가지 못하는 것이 관찰된다. 

 

[그림 10] 이전에 삽입했던 총담관 금속 스텐트를 제거한 후 십이지장 협착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이

지장에 금속스텐트를 삽입하고 있다. 

 

[그림 11] 삽입된 십이지장 금속 스텐트를 통해 총담관에 금속 스텐트를 T자 형태로 삽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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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항암화학요법 후 발생하는 말초신경병증 

(Chemotherapy-induced peripheral neuropathy) 

항암치료제는 암을 사멸하기 위한 치료제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양날의 칼처럼 

우리의 몸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항암화학요법치료 후 발생하는 

말초신경병증(Chemotherapy-induced peripheral neuropathy, 이하 CIPN)이다. 

CIPN은 암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암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로 인

한 기능적 장애와 극심한 통증으로 암환자는 항암치료요법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용량을 감량하여 투여 받는 사례까지 발생한다. 또한, CIPN로 인한 통증은 

cancer survivor의 삶의 질을 현저하게 저하시키고 일상 생활로의 복귀를 방해한

다. 현재까지 CIPN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항암치료제의 종류와 투여 용량에 대한 

상관관계가 보고된 것 외에는 위험인자, 진단방법, 치료 및 예방방법 등에 대한 

근거 있는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CIPN은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드물기 

때문에 환자와 의사를 모두 힘들게 한다.  

 

3.2.1 항암치료제에 따른 CIPN의 발생률과 특징 

  주로 taxane과 Platinum계열의 항암치료제가 CIPN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 외 vinca alkaloid, bortezomib과 같은 proteasome inhibitor, 다발성 골수종 

환자에게 투여되는 immunomodulator인 thalidomide와 같은 항암치료제도 CIPN

을 유발한다. CIPN으로 인한 증상과 통증의 발생은 어떤 항암치료제를 얼마나 사

 

[그림 12] 상부위장관 조영술에서 조영제가 십이지장을 잘 통관하는 것이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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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느냐, 지금까지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의미하는 누적용량(cumulative dose)이 

큰 관련 요소로 보고되고 있다. 여러 연구마다 차이는 있지만 각각의 항암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CIPN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Cisplastin과 carboplatin은 가장 대표적인 platinum 계열의 항암치료제이다. 

투여한 환자의 약 40-50%에서 CIPN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보통 투

여 1개월 이후부터 증상을 일으키지만, 항암치료 3개월 째 가장 높은 발생률

을 나타내며 치료제를 중단한 이후에 증상을 나타내는 coast effect 

phenomenon을 일으키기도 한다. 투여를 중단하는 경우 약 80%의 환자가 

회복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Oxaliplatin은 cisplastin 보다 최근에 개발된 platinum 계열의 항암치료제이다. 

문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투여 2-3일 뒤 대다수의 환자에서 급성으로 

CIPN 증상을 나타낼 수 있으며 투여를 중단한 뒤 평균 회복 기간은 약 3개

월 정도이다.  

• Vincristine은 vinca alkaloid 계열의 항암치료제로 투여한 환자의 약 30-40%

에서 3개월이내에 CIPN을 발생시키며 투여를 종료하는 경우 70%의 환자가 

2년에 걸쳐 서서히 증상으로부터 회복된다.  

• Paclitaxel과 docetaxel은 taxane 계열의 항암치료제이며 투여한 환자의 약 

30-50%정도에서 CIPN을 일으킨다. 일부는 항암치료의 첫 cycle에서 증상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50%이상에서 2번째 cycle이 끝난 뒤 주로 증상을 유발

하며 75%의 환자에서 6개월에 걸쳐 회복된다고 보고되었다.  

• Bortezomib은 proteasome inhibitor 계열의 항암치료제이며 투여한 환자의 

약 30-50%에서 대부분 2번째 cycle을 마친 뒤 CIPN을 유발한다. 증상이 

발생한 70%의 환자에서 마지막 cycle을 마친 뒤 3개월에 걸쳐 증상이 회복

된다.  

• 마지막으로 thalidomide는 immunomodulatory 계열의 항암치료제이다. CIPN

의 발생률은 20-70% 정도로 연구마다 큰 차이를 나타내고 누적 용량

(cumulative dose)보다는 하루 사용 용량이 CIPN발생과 더욱 연관된다는 보

고가 있다. 한번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회복되는 비율은 매우 낮다는 보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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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CIPN의 임상적 특징과 진단 방법 

CIPN은 운동신경이나 심부건반사(deep tendon reflex) 이상소견을 동반할 수도 

있지만, 주로 말초감각신경병증(peripheral sensory neuropathy)양상으로 나타나

며, 주로 중등도 이상의 통증과 더불어 감각이상(paresthesia or dysesthesia), 저

림(numbness), 진동(vibration) 감각이상, 온도(temperature) 감각이상, 고유수용

기(proprioception) 감각이상이 동반된다. 주로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과 같은 

말초지부터 시작하여 점차 중심부로 퍼지는 양상(proximal spreading)을 취하며 

통증은 특정 신경분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glove-stocking’양상으로 발생한

다. 감각이상과 운동이상 및 자율신경계 이상증상이 동시에 발생하기도 하는데, 

vincristine과 같은 항암치료제의 경우 마비성 장폐색증(paralytic ileus)이나 기립

성 저혈압(orthostatic hypotension)과 같은 자율신경계 이상반응을 동반할 수 있

다. CIPN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들을 나열하면 화끈거림 혹은 쓰라림(burning), 

따가움(shooting), 쿡쿡 쑤심(stabbing or throbbing)과 같은 증상들이며 이러한 

증상이 극심한 경우 수면양말을 양손에 끼고 생활하거나 감각저하로 인해 걸을 

때 무릎 아래로 힘이 빠지는 것 같은 주관적 운동신경 장애를 호소하기도 한다. 

많은 환자들에서 원인이 되는 항암치료제 투여를 중단한다고 해서 증상이 곧 회

복되는 것은 아니다. 즉 어느 정도의 증상 완화를 얻기까지 충분한 치료와 기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또한, 주로 platinum 계열의 항암치료제로 인해 유발되는 

‚Coasting Effect(항암치료제 투여가 끝난 후 일정 기간이 경과 한 뒤 CIPN의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는 것)” 현상 역시 항암치료를 마친 뒤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요소이다. 

CIPN의 진단은 임상적으로 크게 어렵지는 않으며, 항암치료제 투여 병력이 있는 

환자가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할 때 우선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 항암치료 시

작 전, 치료 도중, 치료 이후 이렇게 3번에 걸쳐 CIPN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정확한 조기진단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다. CIPN의 진단을 위해 다른 신경

병증 통증의 진단과 마찬가지로 전기생리학적 검사나 신경조직졀편에 대한 미세

현미경 검사 및 specific diagnostic tool을 이용한 검사들을 활용할 수 있지만, 감

각신경과 운동 신경에 대한 Nerve Conduction Velocity(NCS)나 Sensory N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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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Potential(SNAP)검사는 small fiber pathology를 검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고 알려져 있으며, Quantitative Sensory Testing(QST)는 관찰자간에 결과의 차이

가 있을 수 있다. 또한 CIPN을 grading하기 위해 다양한 임상적 평가방법들이 개

발되었는데,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CIPN grading scale, the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ECOG) neuropathy scale,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 Common Toxicity Criteria (NCI-CTC) neuropathy score 등이 소개되었

다. 가장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ECOG neuropathy scale를 살펴보면 0부터 4

까지의 Likert scale로, 0=none, 1=mild paresthesia; loss of DTR, 2=mild or 

moderate objective sensory loss; moderate paresthesia, 3=severe objective 

sensory loss or paresthesia that interfere with function, 4=paralysis로 구성된다. 

이러한 grading 방법 역시 평가자 간의 inter-observer variability가 매우 큰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CIPN을 grading방법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3.2.3 CIPN의 치료 

CIPN의 치료는 매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CIPN으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다른 신경병증통증의 치료와 동일하게 duloxetine이나 venlafaxine과 같은 

antidepressants, gabapentin, pregabalin, carbamazepine, oxcarbazepine과 같

은 anticonvulsants, 5% topical lidocaine patch제제와 0.025% capsaicin cream

과 8% capsaicin patch(국내 도입 안됨) 등을 시도할 수 있지만 CIPN을 대상으

로 한 임상시험에서 이러한 약제들의 통증 완화 효과는 만족스럽지 않다. CIPN의 

치료를 위해 여러 약제들이 현재 활발한 시험단계에 있는데 topical menthol, 

tetradotoxin, cannabinoid receptor agonists WIN55, 202-2, AM1710들이 해당

된다. 그 외, CIPN 치료를 위해 효과적인 중재적 시술에 대한 보고는 드물고 

2010년 이후 스크램블러 치료(혹은, Calmare therapy)를 한 CIPN환자에서 통증

완화 효과가 있었다는 몇몇 보고들이 있다.  

 

CIPN을 예방할 수 있는 약제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neuroprotective 

effect를 보이는 antioxidant인 ɑ-Lipoic acid, glutathione, Vitamin E와 같은 제제

들은 물론, cytoprotective effect를 보이는 detoxicant인 amifostine, nerve growth 

factor(NGF) 자극제로 쓰이는 retinoic acid 등이 연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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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도암, 위암 및 대장암 환자에서의 통증치료방법 

장폐색은 복강 혹은 골반강내 진행성 종양에 의해 발생하는 가장 흔한 합병증 

중 하나이다.  

대부분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기대여명이 매우 짧은 환자들이며, 

일부 환자들은 자가확장형 금속관 (Self-expanding metal stent)을 삽입하기도 

하지만, 많은 수에서 금속관의 삽입도 어려우며 정맥을 통한 수액주입, 비위관 

삽입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  

경피적 위루술을 통해 감압을 하고 증상을 호전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이러한 

시술은 환자에게 불편함을 유발할 뿐 아니라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통증과 복부 팽만감에 의한 불편감,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을 수액이나 

마약성 진통제, 보조적인 진통제 등으로도 조절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스테로이드는 종양 주위의 부종을 감소시키고 항콜린제는 장관 내 분비와 

연동운동을 감소시켜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러한 약제들을 

사용해 볼 수 있겠다.  

 

위장관 기능의 장애 때문에 경구로 지효성 모르핀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fentanyl의 경피 투여 방식인 fentanyl 부착포를 사용할 수 있다. 비강 분무제는 

빠른 흡수와 신속하고 강력한 효과로 이러한 돌발성 통증 치료에 적합한 약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편리한 사용법으로 인해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위장관 

말기 암 환자도 사용할 수 있다. 돌발성 통증(breakthrough pain)이란 평상시 

만성 지속성 통증을 넘어서 일시적으로 예측하지 못하게 악화된 통증으로, 만성 

통증완화를 위해 규칙적으로 적정량의 마약성 진통제(opoid)를 복용하는 중에도 

나타난다. 이러한 돌발성 통증은 암환자의 최대 95%가 경험하며, 암의 진행단계 

중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종양 자체의 영향, 항암치료, 동반질환이나 움직임, 

상처 드레싱 제거 시 발생할 수 있으며, 명백한 원인 없이도 발생한다. 암 환자의 

돌발성 통증 발생양상(onset & duration time)은 환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개는 

1시간 미만의 지속시간을 보인다. 돌발성 통증은 최대 통증까지 3분 이내에 

도달하는 급격한 발생양상을 보이며, 지속시간은 평균 30분으로 짧고, 하루 평균 

4회 정도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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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돌발성 통증은 환자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감소 및 통증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불면, 우울, 심리적 문제가 

동반될 수 있고,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입원 및 응급실 방문 횟수 증가에 따른 

의료비용에 부담이 되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상시 복용하는 마약성 

진통제는 과량투여의 위험이 있으며, 그로 인해 진정, 오심, 변비와 같은 

이상반응이 증가할 수 있다. 속방정(immediate release, IR)이 있지만 약효가 

발현되기까지 30~40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약물이 효과를 나타내기 전에 통증이 

심화되어 돌발성 통증조절에는 부적절하고, 말기 암환자는 음식물을 삼키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정제 형태의 약물은 부적절하다.  

 

흔히 속효성(rapid-onset) opioids는 구강 또는 비강점막으로 흡수되는 

fentanyl이 있다. 분자크기가 작고 친유성(lipophilicity)이 높아 점막을 빠르게 

통과해 모세혈관으로 쉽게 흡수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구강 또는 

비강점막은 친유성이 높은 약물이 쉽게 전달될 수 있는 투여 경로로써, 

비침습적이지만 정맥주사와 유사한 약효를 나타낼 수 있고, 간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흡수된 약물이 바로 전신효과를 나타낸다. 속효성 fentanyl에는 비강에 

투여하는 비강 분무제(Intranasal Fentanyl Spray, INFS), 뺨과 아랫잇몸 사이에 

투여하는 구강정(Oral Transmucosal Fentanyl Citrate, OTFC), 최후방 어금니 위, 

위쪽 뺨과 잇몸 사이에 투여하는 박칼정(Fentanyl Buccal Tablet, FBT), 혀 아래 

투여하는 설하정(Fentanyl Sublingual Tablet, FST)의 4가지가 있다. 이중 INFS는 

위장관으로 흡수되지 않아 간에서의 First Pass Effect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BBB(blood brain barrier)를 통과하여 중추신경계 작용하고 신속하게 진통 효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INFS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암환자의 돌발성 통증 관리에 

이상적인 치료제이다. 첫째, 10분 이내 신속하고 유의한 통증완화 효과를 보이며, 

평균 56분간 약효가 지속된다. 둘째, 메타분석 및 비교 임상시험을 통해 빠르고 

우수한 통증완화 효과를 입증했다. 통증완화에 소요된 시간의 중앙값이 OTFC는 

16분인데 비해 INFS는 11분이었고, 투여 5분부터 60분까지 모두 OTFC 보다 

통증 완화 효과가 우수하였다. 셋째, 투여 편의성이 높고 통증 완화 효과와 사용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에서도 OTFC에 비해 선호도가 월등히 

높았다.(22.6% vs. 77.4%) 이 외에도 사랑니 발치 환자 24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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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tanyl 비강투여(IN)와 정맥투여(IV) 간 약물동태, 유효성, 내약성을 비교한 결과, 

최대혈중농도도달시간(Tmax) 및 유의한 진통효과 발현 시간은 IN에 비해 IV가 

유의하게 우수하지만, 구제약물 사용까지 소요된 시간과 진통 효과 

지속시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감기와 같은 상기도 감염이 동반된 

상태에서도 약물 흡수는 건강한 피험자와 유사하였고, 계절성 비염을 동반한 

환자에서도 비충혈제거제(oxymetazoline)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INFS 흡수는 

건강한 피험자와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강 건조증이나 

구내염 같은 구강 합병증을 동반한 암환자에서도 안전하고 유효하게 투여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에서는 지속성 통증은 패취(patch)를 통해 관리하지만 

돌발성 통증은 대개 정맥주사로 관리하는데, 변비를 비롯해 중추신경계 억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비강 분무제로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면서 

신속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앞으로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환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통증이 너무 극심하면 환자가 제대로 투여할 

수 없고 보호자가 도와줄 필요도 있다. Fentanyl 패취는 NSAID 최대용량 

사용에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 처방한다.  

서방형 마약성 진통제 사용 중 이를 뛰어넘는 통증이 발생했다면, 이때 이러한 

돌발성 통증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PRN으로 약을 병용할 수 있다. 

용량은 50μg, 100μg, 200μg 세 가지가 있으며, 1회 누를 때마다 50~200μg이 

분무된다. 생체이용률의 차이로 인해 OTFC 200μg과 INFS 50μg이 동량이다. 

Fentanyl은 정제가 개발되지 못한 유일한 마약으로, 지금까지는 패취제와 

주사제가 주로 사용되었다. 경구로 삼키면 위장관 흡수 때문에 생체이용률이 30% 

이하로 감소한다. 따라서 구강점막 경로로 투여하는 약제도 절대로 빨아먹지 

말라고 투약지도를 한다. INFS는 비강으로 뿌리는 제제이기 때문에 위장관으로 

흡수되는 양이 적어서 생체이용률이 90% 이상이다. 일부 환자들은 약물학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 조절이 잘 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인해 용량 

증가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일부 환자들은 장기적인 약물치료 

보다는 다른 절차적 방법 (Procedural Option) 을 선호할 수 있다. 통증으로 

고통을 받거나 별다른 부작용 없이 통증조절에 실패하는 환자들은 가장 추천되는 

방법인 신경차단술(Nerve block)을 통해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편유사진통제에 대해 견디지 못하거나 만족할 만한 진통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췌장암 환자에게는 Celiac Plexus Block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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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성통증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약물치료는 암 환자의 치료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장폐색이나 금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서의 통증 조절은 투여 

경로로써 제한이 따르지만 적절한 마약계통의 주사제와 패취 형태의 부착포, 

그리고, 비강 분무제를 통한 돌발성 암성 통증의 조절은 주요한 문제로써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신경차단술 역시 또 다른 치료적 접근 

방식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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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 (식도암 통증 조절 증례) 

4년전 성문암으로 수술, 방사선 치료 후 기관절개술 상태로 경과 관찰 중이던 

62세 남자 환자가 점차 진행하는 연하 곤란으로 물도 삼키기 힘들다고 왔다. 상

부식도에 요철과 유약성을 보이는 내강을 둘러싸는 종괴가 관찰되어 (그림 13) 

조직검사에서 편평상피암으로 진단되었다.  

환자는 흉부 통증과 상복부 쓰림으로 인해 불편감을 지속 호소하여, proton 

pump inhibitor 정맥투여와 DUROGESIC D-TRANS PATCH 12mcg/h 을 처방하

고 돌발성 통증 시에 ABSTRAL SUBLINGUAL TAB 100μg을 투약하였다. 식도 

폐쇄으로 인해 경구 식이가 불가능하여 내시경을 통한 확장성 금속 스텐트를 유

치하였다.(그림 14) 스텐트 유치 이후 2일간 흉통이 악화되었지만 ABSTRAL 

SUBLINGUAL TAB 100μg으로 돌발통을 조절하면서 DUROGESIC D-TRANS 

PATCH을 25mcg/h 증량하고 다시 50mcg/h하여, 통증을 조절하여, 호스피스 

완화 의료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그림 13] 상부 식도에서 요철과 유약성을 보이는 내강을 둘러싸는 종괴로 협착이 관찰. 

 

 
[그림 14] 금속 스텐트를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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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  

58세 남자 환자가 6개월전 혈변을 주소로 소화기 내과 외래에 내원하여 당시 

직장암 및 다발성 간 전이로 진단으로 받았으나 자의로 치료를 연기하면서 지내

던 중 최근 배변 및 배뇨 장애 그리로 항문 주변 및 왼쪽 허벅지 부위의 심한 

통증과 국소 발열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추가적인 검사에서 이전의 직

장암에 의해서 장관내강의 완전 협착과 장 폐색증이 확인되었고,(그림 15) 암의 

직접적인 방광 침윤 그리고 회음부 심부 농양(Fourniere's gangrene)으로 응급 

S 형 결장 인공 항문(Sigmoid loop colostomy)과 농양 절개 및 배액술(Incision 

& drainage)을 시행하고 염증 조절을 위한 항생제 투여를 시행하였다.(그림 16-

17) 입원 당시 환자의 VAS score는 6점으로 하복부 통증과 회음부 통증이 있었

고 장패색증으로 경구 섭취가 불가능하여 Fentanyl patch 50ugm/hr과 

hydromorphone 64mg qd로 조절을 하였다. 입원중 직장암의 총수담관 전이에 

의한 황달로 추가적인 Percutaneous trans biliary drain시행하였고 VAS score 9

점의 심한 통증으로 Fentanyl patch 225ugm/hr과 hydromorphone 64mg qd로 

증량하여 조절하였다. 항생제 투여 후 회음부 염증은 호전이 되어 Debridement 

& local flap을 시행하였고, 일차적인 악성 종양 조절 없이는 통증 조절이 어려울 

것으로 의료진 판단아래 palliative chemotherapy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3차

례의 FOLFOX(5-FU & Oxaliplatin)로 항암화학요법 후에 환자의 통증은 

Fentanyl patch 12ugm/hr과 돌발통 조절을 위한 Fentanyl 100 cmg(buccal) 하

루 2회 투여로 조절이 되었다. 

 

[그림 15] S자 결장경 검사에 종괴로 인하여 장관 내강이 완전히 막혀 내시경의 진입이 불가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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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직장암에 의한 다발성 간 전이와 회음부 심부 농양(Fourniere's gangrene)이 관찰된다] 

 

 
 

[그림 17 직장암에 의한 장 폐색으로 응급 S 형 결장 인공 항문 수술 및 회음부농양에 대한 농양  

절개 및 배액술을 시행하였다 ] 

 

[그림 18 직장암의 총수담관 전이에 의한 황달로 경피적경간담즙배액술(PTBD)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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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암 통증 설문지 

지난 1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통증을 겪었습니까? 

 

1 2 3 4 5 

통증을 

느낀 적이 없음 

가끔 

통증을 느낌 

매일 1회 이상 

통증을 느낌 

거의 대체로 

통증을 느낌 

항상 

통증을 느낌 

 

다음은 귀하의 통증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위 문항에서 2번 이상에 답한 분들만 

아래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1.  그림에서 통증이 있는 부위의 명칭에O 표기해주세요. 

 

 

 

2. 지난 1주일 동안 당신의 통증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였습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통증이 

없음          

매우 

심한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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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난 1주일 동안 가장 심했던 통증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통증이 

없음          

매우 

심한 

통증 

 

 

4. 통증은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입니까? 해당되는 증상에 모두 표기하세요. 

 1) 가벼운 접촉에도 통증이 있음          (예 / 아니오) 

2) 화끈거리거나 뜨거운 느낌           (예 / 아니오) 

3) 전기 오르듯이 찌릿찌릿하거나 저린 느낌         (예 / 아니오) 

4) 따끔거림             (예 / 아니오) 

5) 시린 느낌            (예 / 아니오) 

6) 무감각이 동반됨            (예 / 아니오) 

 

 

5. 귀하의 통증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1) 일정하게 통증이 있다. 

2) 통증이 있던 중에 갑자기 심한 통증이 나타난다. 

3) 통증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심한 통증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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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난 방문 이후에 통증이 얼마나 변하였습니까? 

1) 매우 심해짐 

2) 조금 심해짐 

3) 변화 없음 

4) 조금 좋아짐 

5) 많이 좋아짐 

 

7. 지난 1주일 동안 통증으로 인하여 다음 증상이 있습니까? 

(1) 우울하거나 불안한 느낌 

0 1 2 3 4 5 6 7 8 9 10 

없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있음 

 

(2) 수면장애 

0 1 2 3 4 5 6 7 8 9 10 

없음 
         

참을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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