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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Article

비뇨기암 환자의 말기 암성통증의 이해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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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Cancer Pain and Controlling Pain: Focusing on Patients With
Metastatic Urologic Cancer
Jaemin Jo1, Sanghoon Han1, Jung-Sik Huh2
Departments of 1Internal Medicine and 2Urology, Jeju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Jeju, Korea

Urinary tumors include cancers that commonly occur throughout the population, such as bladder cancer,
kidney cancer, ureter cancer, and prostate cancer. The incidence of urological tumors in Korea is
increasing. As the treatments of patients with cancer, such as operation, target therapy, immunotherapy,
and gene therapy, are being developed, the life expectancy has been increasing. However, significant
number of patients experience disease progression despite of existing treatments. Therefore, symptom
direct treatment is crucial in oncologic era. Symptoms of patients with cancer vary but pain is one
of the most common symptoms. Therefore, proper pain management is essential for the patient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Pain in cancer has as many complex pathological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as various tumor types. Both pharmacological and nonpharmacological interventions are important to
address the full spectrum of cancer pain in patients. Many approaches to pain control, including opioid
analgesics, radiation, and interventional care, are included in pain control therapy. Clinicians working
with urinary tumors should be familiar with these pain control options. This review is intended to provide
practical help to clinicians in treating patients with urological tumors. Updates to current knowledge and
concepts of cancer pain management are included. (Korean J Urol Oncol 2021;19: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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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암

서

은 우리나라에서 매년 사망 원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론

암환자의 발생은 경제적, 사회적, 가족 간의 문제를 야기시
의학적인 분야의 발전으로 인해 이전에는 진단이 되지 않

키며,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마다 의료환경이 달
라 암의 치료에 제한이 있다. 암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료
진은 암의 발생 원인, 기전, 예방, 항암치료 등에 많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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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고 있으나 말기로 진행한 암환자들에 대해서는 상대적
1,2

으로 관심을 덜 가지게 된다.

말기 암환자에게는 다른 급성기 질환보다 더 다양한 증상
이 나타난다. 암의 종류에 따라 증상의 차이는 있으나 비뇨
기계암의 경우 통증, 배뇨장애와 요폐로 인한 증상, 혈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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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중 통증이 가장 흔한 증상이다.

등이 원인이며 신경계가 민감해져 해롭지 않은 자극에 과민

암환자의 통증은 진행된 암 자체로 인한 통증과 치료와 관

반응(allodynia)

5

또는

비교적

작은

자극에

큰

반응

련하여 발생되는 통증 등이 있다. 통증은 신체적인 행동을

(hyperalgesia)을 보이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신경병증

제한하거나 수면장애, 섭식장애 등을 유발하며 언제 갑자기

통증은 따끔거리는 감각, 저리는 느낌, 전기가 통하는 듯한

통증이 올 수 있다는 불안감과 우울감을 유발하여 고통을

불편감, 감각 저하 등으로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가중시키며 간병을 하고 있는 환자 보호자들의 삶의 질까지

9,10

암성통증은 검사를 통해 객관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없어

떨어뜨리게 된다. 이러한 의미로 혈압, 맥박 수, 호흡 횟수,

환자마다 개인마다 통증에 대한 역치가가 다르다. 정서적,

체온이라는 일반적인 네 가지 활력 징후와 더불어 다섯 번

정신적 요소에도 많이 좌우되어 암의 진행상태와 통증이 항

째 활력 징후로 알려져 있어 심한 통증의 경우 응급상황에

상 비례하지는 않는다.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주관적인 강

준하여 신속하게 조절해야 한다. 췌장암을 포함한 소화기암

도를 평가하기 위해 시각통증등급(visual analogue scale) 또

등은 통증이 심한 암으로 알려져 있어 많은 연구들이 이루

는 숫자통증등급(numeric rating scale)을 적극적으로 활용

어지고 있으나 암환자의 50%는 통증에 대하여 여전히 적절

하고 있다. 숫자통증등급은 통증이 전혀 없는 ‘0’에서부터

6

할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비뇨기계 암에 대한 수술적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통증 즉 도저히 참기 힘든 통증을

인 치료와 항암치료 등을 통한 암의 치료 성적 개선 및 수명

‘10’으로 하여 11단계로 나누고 있다. 경도의 통증등급은 1–

연장을 위한 많은 연구들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말기

3, 중등조는 4–6, 심한 경우에는 7–10으로 정하고 있다. 이

암 환자의 통증치료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를 통해 통증의 등급에 따라 진통제의 선택과 효과를 알기

이다. 암성통증치료에 흔히 사용하는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

용 즉 호흡부전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사용을 꺼
7
려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비뇨기 말기암 환자에 흔히 발생

암성통증의 치료 원칙: 평가와 목표

되는 암성통증에 대한 개념과 치료 원칙, 현재 통증 조절을
동일한 암을 앓고 있는 환자라도 개개인이 겪는 통증은

위해 사용되는 약제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다양하다. 환자의 전신상태, 약물 부작용과 상호작용을 고

통증의 원인과 분류

려해 적합한 치료를 맞춰 선택해야 하며 다학제적인 통증
치료계획이 필요하다. 의료진은 통증치료에는 약물치료뿐

암성통증은 암 자체가 주변 조직을 침윤이나 신경자극,

만 아니라, 중재적 통증치료와 방사선치료 등을 고려해야

암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 전이로 인해 발생하며, 수술/방

한다. 특히 골전이가 심한 흔한 전립선암 환자의 경우 통증

사선치료/항암치료에 의해서도 통증이 발생하고, 심리/사회

이 심한 부위의 방사선치료가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한다. 보

적 문제나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 때문에도 영향을

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에서 제공하는 암성통증권고관리안

받기 때문에 포괄적인 평가와 접근이 필요하다. 말기 방광

에 따르면 환자의 통증을 평가하고 치료하는 동안 모든 단

암 환자는 혈뇨로 인해 급성요폐와 관련된 증상 및 통증이

계마다 심리사회적인 지지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유발되고 전립선암 환자의 경우 초기에는 무증상이나 배뇨

한 통증관리에 대해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및 환자에게 돌

장애 증상만 발현되는 경우가 있으나 말기암의 경우 골전이

봄을 제공하는 당사자에게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항상 같

4,8

로 인해 골성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10

은 척도로 일관성 있는 통증 평가를 해야 하며 통증의 평가

통증은 통각수용 통증(nociceptive pain)과 신경병증 통증

에 있어서 통증의 강도 외에 통증 때문에 발생하는 삶의 질

(neuropathic pain)으로 분류되며 통각수용 통증은 체성통

저하도 확인하여야 한다. 대부분 비뇨기계암이 골반과 후복

(somatic pain), 내장통(visceral pain)으로 나누며 기계적 자

막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며, 소화기암의

극 및 화학적, 열 자극 등이 통각수용체에 이르러 발생하는

전이로 인해 발생되는 흉강 내 발생하는 암과 달리 첫 증상

통증이다. 체성통은 체성신경계와 연관되며 근육, 뼈, 피부

호소가 허리 통증, 다리, 옆구리 통증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

등과 관련되어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고 예리하고

들이 있다. 특히 전립선암 환자에서 항암제 효과를 측정하

칼로 찌르는 듯하다고 증상을 호소하다. 내장통은 위장관처

기 위해 통증 평가를 중요한 참고치로 하는 연구도 있다.

럼 자율신경계에 지배되는 내장기관과 관련되어 발생된다.
쥐어짜는 통증, 조이는 듯한 통증 등으로 표현되며 발생부
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9,10

신경병증 통증은 신경계 압박, 침윤, 허혈, 대사적 손상

11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가이드라인에서
는 통증 관리의 목표를 “5As”로 하며 다음과 같다.
(1) 진통(analgesia): 통증 자체를 줄이는 것을 최적화한
다. (2) 활동(activities): 환자의 일상 생활 활동을 최적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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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에는 심리 사회적 기능유지가 포함된다. (3) 부작용

25

통제로 나눌 수 있다.

(adverse effects):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4) 비정상적인 약

지속성(controlled-release) 또는 서방형(extended-release)

물복용(aberrant drug taking): 중독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약

진통제는 일정 주기에 따라 투여해야 한다. 현재 사용되고

물복용을 피하도록 한다. (5) 정서(affect): 통증과 기분의 관

있는 마약성 진통제에 대하여 경구용과 정주용의 적정용량,

12

11,13

효능 시간 등을 참조하여 처방을 하면 된다(Table 1).

계를 최적화한다.

진통제 투여 시 야간에 통증으로 인한 방해 없이 수면이

Morphine은 통증조절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제로 통증이

유지되도록 하고 낮에 안정된 상태로 있을 때에도 통증이

심할 때는 morphine sulfate 5 mg을 바로 정주하고 하루에

없게 하며 몸을 움직이더라도 통증이 없는 상태를 달성하도

투여된 양의 측정하여 경구용으로 1:3 비율로 전환하면 된

13

11

록 한다.

다.

지속성 진통제 중 패치제는 72시간 동안 효과가 유지

되는 펜타닐 패치, 최대 96시간(4일) 효과가 유지되어 일주
일에 두 번 교체하면 되는 buprenorphine patch 등이 있다.

암성통증의 치료 실제

땀이 많은 환자들은 패치제를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다. 땀

1. 약물치료

으로 패치제가 피부로부터 들떠 있는 경우는 효과가 감소할

진통제는 크게 비마약성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 통증 보
조제로 나눌 수 있다.

수 있다. 패치제가 피부에 잘 접착되어 있는지 환자가 잘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모르핀 및 옥시코
돈 서방정은 8–12시간 효과를 유지하며 일정한 시간에 복용

1) 비마약성진통제

하여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 하이드로모폰 서방정은 24시

비마약성 진통제 중 대표적인 nonsteroidal anti-in-

간 지속형 제제가 많이 사용된다. 타펜타돌 서방정은 오피

flammatory drugs는 일차적인 진통 효과를 위해 이전부터

오이드 수용체 작동제 활성 및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

많이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천정효과가 있고, 어느 이상 사

두 가지의 작용기전으로 통증을 완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으

용하게 되면 부작용은 커지지만, 진통 효과는 더 높아지지

며, 구역, 구토, 변비 부작용이 기존 마약성 진통제에 비해

14

덜하다.

않는다.

15

서방형 진통제를 일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 투여하더라도
2) 마약성진통제

돌발통증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마약성 진통제는 종류를 나누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지속

속효성(immediate-release) 진통제도 처방이 필요하다. 암이

시간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지속성 마약진통제와 속효성 진

진행된 비뇨기암 환자에서는 다른 암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Table 1. Starting doses of opioid analgesics
Opioid analgesics
Morphine
Morphine sulfate
Hydromorphone
Fentanyl
Fetanyl patch
Oxycodone
Oxycodone IR
Oxycodone/naloxone (ratio=2/1)
Hydrocodone
Oxymorphone
Codein
Tramadol
Tramadol/acetaminopen
Tapentadol
IR: immediate-release.

Parenteral dose
10
5
1.5
0.1
1
100
-

mg
mg
mg
mg

mg
mg

Oral dose
30 mg
7.5 mg
100–200 μg
15–20 mg
5–10 mg
5/2.5 mg
-80/40 mg
30–45 mg
10 mg
200 mg
300 mg
18.75/162.5 mg
-75/650 mg
75–100 mg

Duration of action
3–4
4
2–3
0.5–1
72
3–5
4–6
12
3–5
3–6
3–4
6
6
-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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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

이를 오피오이드 회전(opioid rota-

요로폐색, 방광 기능 장애 등으로 인해 신기능 장애 상태에

체를 고려하여 한다.

놓인 환자들이 많으며 이러한 환자들은 모르핀의 대사물이

tion)이라 부르며 진통 조절 및 환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체내에 축적되어 부작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마약성

있다.

진통제 사용 시 용량을 감량해야 한다.

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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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의 투여 경로에 대한 원칙은 경구를 우선으
로 하지만 환자의 편의성과 선호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구약제, 패치제, 설하정, 비강점막스프레이 등 다양한 제

5) 진통보조제 10
암성통증 시 마약성 진통제만으로는 효과적인 증상 조절
이 어려운 경우 보조약제의 추가 투여를 해야 한다.

제가 있고 최근 많이 사용되는 속효성 펜타닐제는 여러가지

(1) 항우울제

투여경로로 사용된다. 비강분무제는 최고혈중 농도 도달시

가바펜틴 계열 약물(gabapentinoids)과 삼환계 항우울제

18

간(Tmax)이 12–15분으로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설하정은

(tricyclic antidepressants, TCAs)는 신경병증성 통증 조절에

혀 밑에 약을 넣고 녹을 때까지 천천히 기다리면 혀 점막을

도움을 줄 수 있다. TCAs와 gabapentinoids는 말초 및 중추

통해 바로 흡수되지만 물과 함께 삼키는 경우에는 효과가

신경계에 동시에 작용하여 암성 신경통증 완화 효과를 보인

저하될 수 있다. 박칼정은 잇몸과 뺨 사이에 넣어 천천히

다. World Health Organization 단계적 진통제 사용법에서

녹이며 복용하는 약제로 씹거나 그대로 삼켜버리지 않도록

도 보조적 역할로 권고된다. 주의하여야 할 TCAs의 부작용

사용법을 교육해야 한다. 비강점막 스프레이, 설하정, 구강

으로 변비, 입마름, 소변 저류, 기립성 저혈압, 및 시야장애

붕해정 등은 물을 삼킬 수 없는 환자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

등 항콜린성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이 있을

는 이점이 있다.

때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
(2) 항경련제

3) 마약성 진통제 부작용

가바펜틴계 약제는 일반적 자극에도 매우 심한 통증을 호

대표적인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은 변비, 어지럼증, 호

소하는 증상인 무해자극통증(allodynia)에 효과적이나 작용

흡중추 억제이며 완화제를 병용하여 조절할 수 있다. 전립

시간까지 몇 주의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 말단 부종, 어지

선암 환자 중 골반의 광범위 침범으로 인해 심한 고통을 느

러움, 졸림, 입마름 등이 부작용이 알려져 있다.

끼는 환자들이 있는데 이런 환자들은 대소변을 볼 때 심한

(3) 스테로이드

고통을 호소하기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로 인해 변비가 발생

스테로이드는 진통제는 아니지만 악성 질환에 의한 척수

하면 오히려 환자가 진통제를 거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어지러움증은 대개 2–3일 내에 호전되며 마약성
진통제의 용량이 고도로 높아지면 호흡중추 억제가 발생될
수 있으나 외래 환자에서 저용량 경구 마약진통제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노인환자에서 갑자기 마약성

압박 등과 같은 종양으로 인한
염증성 부종으로 발생한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효과
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2. 기타 치료

진통제 사용 용량이 증가할 경우 호흡중추 억제로 인해 호

재발 또는 전이성 전립선암의 경우, 기존에 사용되던 도

흡 부전이 발생할 수 있어 투약 이후에 환자의 상태를 주의

세탁셀과 더불어 엔자루타마이드와 아비라테론 같은 새로

깊게 살펴야 한다. Meperidine (pethidine, demerol)은 반복

운 안드로겐 생성 및 수용체 억제제, 새로운 세포독성 항암

적으로 사용할 경우 대사산물이 중추신경계에 부작용을 일

제인 카바지탁셀 및 라듐-223 등의 핵종 치료 등 여러가지

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만성암성통증치료에는 사용하지 않아

기전의 항암 치료 방법이 도입이 되어 생존률의 향상뿐만

야 한다.

아니라 암성통증의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골전
이로 인한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는 환자를 위해 라듐

4) 마약성 진통제 용량조절

(radium)을 사용하는 방법이 최근 좋은 효과를 보여주었다.

속효성 진통제로 안정적으로 통증 조절이 잘되는 경우 지

라듐-223(radium-223)을 내장 장기 전이(visceral meta-

난 24시간 동안 투여한 속효성 마약성 진통제의 총량을 바

stasis) 없이 유증상 골전이를 가지고 있는 거세저항성 전립

10

통증 조절이 잘 되고

선암 환자에게 치료 시 통증이 완화되고 골관련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50%–75%로 감량 투여할 수 있으며, 조절이

줄어들며, 생존 기간이 연장되었다. 통증 반응에 Ra-223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100%–120%로 증량이 가능하며 마약성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

진통제 용량 적정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통증과 부작용 사이

었는데 이 연구에서 참여한 환자의 73%가 다수의 골병변이

에 균형을 잡기 어려울 경우 다른 마약성 진통제 제제를 교

동반되어 있는 환자였고 전체 환자의 59.7%의 환자에서는

탕으로 지속성 진통제를 추가한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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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민 외：비뇨기암 환자의 말기 암성통증의 이해와 관리

마약성 진통제 사용 없이도 환자가 표현한 가장 심한 통증

단을 통해 통증조절을 시행한 연구에서 신세포암 환자가 포

(worst pain)의 호전이 있었다. 19.8%의 환자는 Ra-223의

함되어 있었는데 환자의 통증 호전이 되었다고 보고하였으

11

세번째 투여 이후에 통증에 대한 완전한 호전을 보였다.

아직 국내에서는 비용적인 문제로 일반환자들에게는 아직
접근성이 떨어지나 극심한 골전이에 의한 통증을 호소하는
전립선암 환자에서는 추후 사용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

26

며, 비교적 시행이 간편한 방법이라고 기술하였다.
3. 비뇨기 증상의 치료

배뇨장애, 요로폐색 등과 같은 비뇨기 증상은 암환자, 특
히 말기 암환자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그 자체로 통

로 기대된다.
다양한 방법의 방사선치료는 뼈전이 통증, 암전이로 인한

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통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신경 압박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 특히 국소 뼈전이 통증

기도 하므로 적극적인 조절이 필요하다. 방광암, 전립선암

에서는 8 Gy 1회 시행되는 단선량 방사선치료와 다선량 방

을 비롯한 골반부위에 주로 호발하는 비뇨기암들은 암 자체

23

뼈

의 침범이나 척수 전이로 등으로 인해 배뇨근 기능의 부전,

전이 통증에서 방사선치료를 받으면 환자 중 약 60%–80%

기계적 요폐색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에 대한

에서 통증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Fig. 1).

적적한 평가와 치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선치료가 통증완화 효과가 대등하다고 보고되었다.

복강신경총 차단(celiac plexus block)으로 암성통증을 경

기능이상에 의한 배뇨장애의 경우 알파차단제, 항콜린제

감하려는 연구는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지만 통증 치료 가이

등의 경구 약제를 통한 조절을 시도해 볼 수 있으나 임종기

드라인에서는 아직도 적극적으로 권해지는 방법은 아니다.

관리에서는 경구 투약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뇨관

췌장, 횡격막, 간, 비장, 위, 장, 횡 경부 및 상승하는 결장의

을 설치하는 것이 흔하게 시행이 되며 환자의 배뇨장애 증

근위 부분, 부신, 신장, 복부 대동맥 및 장간막을 포함하여

27
상의 관리에 도움이 된다. 기계적인 원인으로 인한 증상이

상복부에서 내장 감각 정보를 제공하는 구심성 섬유 신호는

있을 경우에는 유발 병변의 위치와 구조를 영상 검사를 통

복강신경청을 통해 척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세포암 등 이

해 적절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암의 직접 침범으로 인

24,25

췌장암 환

한 하부 요로폐색이 있을 경우 도뇨관 삽입을 통해서 효과

자 등 소화기암 환자에서는 연구 및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

적으로 증상 관리를 할 수 있고 빈뇨, 절박뇨 등의 증상은

지만 아직 비뇨기종양에서는 그 효과에 대한 연구가 드물

항콜린성 약제를 포함한 약물치료와 행동치료를 통해서 교

다. 국내에서 computed tomography 유도하 복강 신경총 차

정을 할 수 있다. 상부 요로폐색으로 인한 증상이 발생한

와 연관된 통증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으나,

Fig. 1. Bone scan findings in a
65-year-old male patient with
multiple spinal bone metastases of
prostate cancer. The neck pain and
upper back pain of the patient were
above the numeric rating scale
(NRS) 7. Palliative radiotherapy
was performed for cervical spine
(C1-3, 30 Gy/10 fx) and thoracic
spine (T7-10, 30 Gy/10 fx). After
treatment, the worst pain was
reduced below NRS 3. R: right, L:
left, IV: intravenous, ANT: anterior.

28 대한비뇨기종양학술지：제 19 권 제 1 호 2021
경우 경피적 신루술을 포함한 적절한 중재요법이 도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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