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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편유사제를 사용한 암환자에서 발생한 통각과민 2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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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Cases of Opioid-Induced Hyperalgesia in Cancer Patients
Treated with Opioids for Pain Management
Sukchul Hong, M.D.*, Jung Hye Kwon, M.D., Ph.D.*,†,‡ and Su Jung Han, R.N.‡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angdong Sacred Heart Hospital, Seoul,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Hally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huncheon, ‡Palliative Care Clinic, Kangdong Sacred Heart Hospital, Seoul, Korea

Opioids are important drugs for the management of severe cancer pain without a ceiling effect. However, opioid administration leads to dose-limiting complications including
drowsiness, hallucinations, delirium, respiratory depression, cognitive impairment, seizure,
myoclonus, and hyperalgesia. Opioid-induced hyperalgesia (OIH) is a paradoxical phenomenon as opioid exposure increases pain sensitivity. Reducing or stopping opioids, opioid
rotation, or co-administration of N-methyl-D-aspartate (NMDA) antagonists have been
suggested for the management of OIH. In this study, we report two clinical cases of successful management of OIH in cancer pain patients that were treated with opio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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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드문 부작용으로는 위배출지연, 통각과민(hyperalgesia),
면역기능저하, 호르몬 이상, 근육경축, 근간대 경련, 섬망 등이

통증은 암환자의 증상 중 가장 흔한 증상으로 진단 당시 약 3분

보고되고 있다(4). 이 중 아편유사제에 의한 통각과민(opioid in-

의 1의 암환자에서 통증을 호소하며, 암의 치료 및 진행에 따라

duced hyperalgesia, 이하 OIH)은 아편유사제에서 기대하는 통

증가하여 말기에 이르면 대부분의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게 된다

증조절이라는 일반적인 효과와 다르게 통증을 일으키지 않는 자

(1,2). 암환자는 암 자체에 의한 통증, 암의 합병증으로 인한 통

극에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통증 호소의 범위가 그 원인보

증, 암의 치료 부작용으로 인한 통증으로 분류할 수 있는 암성통

다 광범위하며, 아편유사제를 감량하거나 중단할 때 호전되는 역

증과 암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통증 등 다양한 통증을 경험하

설적인 임상상황을 일컫는 용어이다(5). OIH의 기전은 말초신경

게 된다(3). 아편유사제는 중등도 이상의 암성 통증 및 비암성 통

과 중추신경의 신경가소성 변화(neuroplastic change)로 인한 통

증의 조절을 위해 사용되는 약제이다. 아편유사제는 천정 효과가

각수용기 전달로의 과민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6). 연령

없어 심한 통증에서 용량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약제이나 아

이 증가함에 따라 초회 통과효과(1st pass metabolism)및 생체이

편유사제 부작용이 통증조절에 제한을 주게 되므로 이에 대한 세

용률, 약물 대사 및 배설에 변화가 오고, 체지방이 증가하고 체수

심한 주의와 관찰이 필요하다. 아편유사제의 흔한 부작용으로는

분과 신체질량(lean body mass)이 감소하는 등 신체구성성분이

진정, 졸림, 구역, 구토, 변비, 신체의존, 내성, 호흡감소 등이 있

변화함에 따라 약물의 효과에 변화가 오게 된다(7).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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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친화적인 약물은 체재분포가 많아지고 배출도 지연되며, 간

염이었고 당시 혈액검사에서는 빈혈(헤모글로빈 10.1 g/dL) 이

기능 저하에 따른 약제의 대사 저하, 신장기능저하에 따른 약제

외에 콩팥기능, 간기능의 이상소견은 없었다. 모르핀 시작 24시

배설의 저하로 연결된다. 노인환자에서는 이러한 약물동태학적

간 후(입원 8일차) 환자는 숫자통증등급 9점의 전신의 통증을 호

인 변화에 따라 젊은 환자보다 낮은 용량의 아편유사제를 조심스

소하였으며, 팔다리의 피부를 살짝 스치기만 심한 통증을 호소하

럽게 사용하는 것이 추천되기도 한다(8,9). 본 저자들은 노인환

면서 진찰을 거부하였다. 지남력 상실과 함께 환각이 동반된 섬

자에서 중등도 통증 조절을 위해 사용한 아편유사제에 의해 발생

망도 관찰되었다. 당시 환자의 혈액 검사에는 특이 소견 관찰되

한 OIH 2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지 않았고, 체온은 정상이었다. 이에 아편유사제 유발 OIH과 동
반된 섬망을 의심하여 모르핀 주사제의 투약을 중단하고, 울트라

증례 1

셋(트라마돌인산염 37.5 mg, 아세트아미노펜 325 mg) 하루 3회
투약으로 변경하였다. 주사 모르핀 중단 하루 뒤(입원 9일차) 전

내원 전날 낙상에 의한 좌측 대퇴골 골절을 주소로 응급실 통해

신의 통증과 피부를 스치기만 해도 호소하던 증상은 호전되었으

입원한 89세 환자이다. 4년 전 우측대퇴골골절로 입원하여 수술

나 숫자통증등급 7점의 왼쪽 다리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

후 허혈성 심질환, 심부전 등으로 관상동맥스텐트 시술 후 순환

다. 입원 10일차에 울트라셋을 타진® 5 mg (Oxycodone HCl 5

기내과에서 약물치료 중이던 환자이다. 입원 3일째 발생한 흑색

mg/Naloxone HCl 2.5 mg) 12시간 간격으로 변경하였다. 입원

변 소견으로 시행한 위내시경과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위암 4기

11일차 통증은 숫자통증등급 5점으로 감소하였고, 부작용은 없

진단되었다. 내원 4일째 tramadol 주사제(50 mg i.v. 하루 1~2

었으나 통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은 불가능하였다. 타진® 5 mg

회 투여)로 골절부위 통증 조절되지 않아 입원 4일째 노스판패

2회 투약 이후 증량하여 타진® 10 mg (Oxycodone HCl 10 mg/

치 5 mg (buprenorphine 5 microgram/hour) 시작하였고, 보호

Naloxone HCl 5 mg) 12시간 간격을 유지하였다. 증량 48시간

자가 골절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 거절하여 완화병동 의뢰되

후(입원 14일차) 섬망과 동반된 숫자통증등급 9점의 전신 통증

었다. 의뢰 당시 환자의 에드몬튼증상척도(Edmonton Symptom

과 함께 가벼운 접촉에도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OIH의 재발생을

Assessment System, 이하 ESAS) 점수는 통증 8점(0~10점), 피곤

의심하여 타진을 중단하였다. 중단 48시간 후 전신통증 및 가벼

함 6점(0~10점), 불안함 6점(0~10점), 졸림 5점(0~10점), 수면

운 접촉에 의해 유발되는 통증이 사라졌다. OIH로 의심되는 통

장애 8점(0~10점), 입맛 8점(0~10점), 심신이 매우 건강하고 평

증은 조절되었으나 다시 골절 부위의 통증 호소하면서 섬망이 발

안함 2점(0~10점)이었다. 노스판 패취 부착 2일째(입원 5일차)

생하였다. haloperidol로 섬망 조절하던 중 보호자 원하여 요양병

에 통증 조절되지 않아 경구 트라마돌(tramadol) 50 mg 12시간

원으로 전원 되었다.

마다 투약하였으나 통증이 조절되지 않아 노스판 부착 3일째(입
원 6일차)에는 pethidine 25 mg이 2회 주사 투약되었다. 입원 7
일차 완화병동으로 전과되었을 때의 통증조절 약제는 노스판패

증례 2

치 5 mg (buprenorphine 20 microgram/hr), 트라마돌 150 mg/

내원 20일 전 발생한 빈뇨를 주소로 내원한 68세 여자 환자이

일, 아세클로페낙 200 mg/일이었으나 ESAS 측정이 어려울 정

다. 20년 전 자궁경부암으로 근치자궁절제술 받았던 방광 및 질

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 숫자통증등급통증의 부위는 왼쪽

절단생검에서 자궁경부암의 재발 확인되었다. 재발된 자궁경부

골반 부위였고, 쑤시는 듯한 양상의 뼈 통증으로 약간의 움직임

암은 국소재발의 방광 침윤, 국소 및 원위 림프절 전이와 우측신

에도 통증은 악화되었다. 환자는 통증으로 인하여 식사 및 수면

장전이가 있었으며 요로폐색에 의한 좌측 수신증이 관찰되었다.

이 어려울 정도로 일상생활에 심한 지장을 호소하고 있었다. 전

증상조절을 위한 골반 강 완화 방사선 치료 중 요로감염에 의한

과 당시 발열이 발생하고 통증 조절이 잘 되지 않아 노스판 패치

발열 지속되고 전신상태 악화되어 완화돌봄 위하여 의뢰되었다.

를 제거하고 주사 아편유사제로 진통제를 변경하고 동반 투약하

의뢰 당시 환자는 요로감염의 조절을 위해 teicoplatin, tapicil-

던 트라마돌도 중단하였다. 발열의 원인 명확하지 않아 piper-

line, fluconazole 투약 중이었으며, 펜타닐 패치 50 ug/hr 부착

acilline/tazobactam 항생제 시작하였다. 환자의 통증 잘 조절되

중이었다. 의뢰 당시 환자의 ESAS 점수는 통증 3점(0~10점), 피

지 않고 특이 부작용 관찰되지 않아 100% 용량으로 환산한 주

곤함 6~7점(0~10점), 우울함 2~3점(0~10점), 불안함 2~3점

사용 모르핀 시간당 0.5 mg을 투약하였다. 투약 12시간 이후 통

(0~10점), 졸림 6~7점(0~10점), 수면장애 3점(0~10점), 입맛 6

증은 1점(0~10점)으로 조절되었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체위변

점(0~10점), 심신이 매우 건강하고 평안함 5점(0~10점)이었다.

경 시 약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환자의 발열의 원인은 요로 감

의뢰 3일뒤 환자 전신상태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완화병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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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되었다. 전과 당시 환자는 숫자통증등급 7점의 하복부 통증

고 통증이 골절 부위로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OIH의 진단에 합당

과 함께 섬망을 호소하고 있었다. 하복부의 숫자통증등급 7점의

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교적 고용량의 아편유사제에 장기

둔한 통증은 오른다리로 방사되는 신경병증성 통증이 동반되어

간 노출되는 전형적인 OIH가 발생하는 임상상황과는 다르게 경

있었다. 전과 당시 요로감염으로 인한 발열 소실되었고, 혈중 간

구 모르핀 일일 동등용량(oral morphine equivalent daily dose,

기능 전해질 검사 정상이며 뇌CT에서 특이 소견 관찰되지 않는

이하 MEDD) 36 mg로 아편유사제의 용량이 비교적 낮았으며

등 섬망의 원인 명확하지 않아 13일전 25 ug/hr에서 50 ug/hr로

투약 시작 24시간에 발생하였다는 점에서는 고령으로 인해 이전

증량한 펜타닐 패치와 암의 진행이 섬망의 원인으로 판단되었다.

에 투약한 buphrenorphine의 배출 지연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가능한 원인의 제거를 위해 투약 중인 펜타닐 패치는 동등 용량

도 배제할 수는 없다. 두 번째 타진 투약 이후 발생한 OIH의 경

인 모르핀 주사제 시간당 3 mg으로 변경하고 haloperidol 1 mg

우 비교적 저용량의 아편유사제의 증량도 고령에서는 더욱 천천

6시간 마다 투약하였다. 하루 뒤 환자의 섬망이 호전되고 통증

히 증량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

도 조절되었다. 모르핀 투약 하루 뒤 경도의 섬망(지남력 저하)이

을 것이다. 두 번째 증례는 발열과 섬망으로 인해 펜타닐 패치

발생하였으나 진행되지 않던 중 모르핀 투약 4일째에 분명한 통

25 ug/hr를 동등용량의 주사모르핀으로 변경한 뒤 4일째 발생한

증 부위의 호소가 아닌 약간의 접촉에도 숫자통증등급 7점의 통

OIH 증례이다. 두 번째 증례의 경우 약 한 달간 아편유사제를 투

증을 전신에 호소하였다. OIH 진단 하에 주사 모르핀 투약을 중

약하였으며 비교적 고용량의 모르핀(MEDD 216 mg)투약이 원

지한 뒤 12시간 후 통각과민은 해결되었으나 숫자통증등급 6점

인이라고 할 수 있다. 환자의 통증이 잘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

의 왼쪽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여 트라마돌 200 mg/일, 나프록센

의 섬망이 발생하여 동등용량의 아편유사제로 변경하였으나 환

825 mg/일로 변경 후 통증 숫자통증등급 2점으로 조절되어 퇴원

자가 고령이고 전신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는 부작용의 악화 또는

하였다.

새로운 부작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편유사제 관용을 고
려한 용량의 감량을 고려해 볼 것을 시사하고 있다.

고찰

아편유사제의 부작용과 연관된 인자로는 약제, 투약 경로, 환자
관련 인자를 생각 해 볼 수 있다. 약제의 종류 및 투약경로에 따

중증의 통증의 조절에 사용되는 아편유사제에서 발생하는

른 아편유사제의 신경학적 부작용의 차이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

OIH는 흔하지 않은 아편유사제의 부작용으로 임상증상에 의해

지 않다. 환자의 노화에 따라 약물대사 및 분포에 변화가 발생하

진단이 되는 증상이다. OIH는 의식저하, 섬망, 심각한 진정, 간

므로 노인환자는 젊은 환자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용량으로 통증

대성근경련증, 발작 등과 함께 아편유사제에 의한 신경학적 독성

이 조절되며, 약제의 작용시간도 길어진다(12). 이러한 노화에

으로 분류된다. 아편유사제의 신경학적 독성의 위험인자로는 고

수반한 약물역동학의 변화가 고령의 환자에서 증가되는 아편유

용량, 장기간의 투약, 최근의 빠른 용량 증량, benzodiazepine 등

사제 부작용과 연관될 것으로 보인다.

정신작용약제(psychoactive drug)의 병용, 기저 뇌질환, 탈수, 신

아편유사제가 유발할 수 있는 신경학적 부작용으로는 의식저

기능 저하, 고령 및 이전 아편유사제의 발생 병력 등이 위험인자

하, 인지기능 저하, 환각, 섬망, 호흡저하, 근간대경련, 발작, 통각

로 알려져 있다(10,11). OIH는 통각수용체의 민감성 증가에 의

과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14). 이중 통각

해 발생하는 증상으로 정상적인 자극에도 통증을 호소한다는 점

과민은 역설적으로 통증을 조절하기 위하여 투약한 약제에 의해

에서 아편유사제의 관용(tolerance)과 구분이 된다. OIH의 특징

서 오히려 통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는 아편유사제에 노출된 통

적인 통증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아편유사제의 관용

각수용체의 과민에 의해 발생한다. OIH는 1880년 Rossbach에

에 의한 용량의 부족으로 오인하여 아편유사제를 증량함으로 인

의해 처음 기술된 이후 반복적으로 보고된 이후 비교적 새로운

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며 고용량의 아편유사제에 노출됨으로

아편유사제의 부작용으로 분류되고 있다(15,16). OIH이 발생하

인해 다른 종류의 신경학적 독성이 동반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게 되면 아편유사제의 용량을 증량하더라도 통증이 증가하게 되

임상의 들은 이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16). OIH의 유병률은 명확히 밝혀져 있

첫 증례는 전이성 위암환자에 동반된 양성 대퇴골절에 의한 뼈
통증의 조절 과정에서 발생한 OIH와 섬망이 동반된 환자이다.

지 않지 않으나 동물모델과 관찰연구, 코호트 연구 등을 통해 한
정된 임상 특징이 보고되고 있다.

환자의 통증의 양상이 범위가 광범위하며 정상적인 자극(환자

아편유사제 중 Fentanyl, remifentanil, morphine, codine 등 다

의 피부를 손가락으로 쓸어 내리는 정도의 자극)에도 심한 통증

양한 아편유사제들이 임상 전 단계의 연구에서 OIH를 유발할 수

을 호소하였고, 약제를 중단한 이후 전신 통증의 호소가 감소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19). OIH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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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임상상황으로는 아편유사제 중독 환자에서 methadone 유지

며, 두 번째 증례의 경우는 비교적 고용량의 아편유사제의 급격

요법 시행 중 발생하는 경우, 지속적인 아편유사제를 사용한 이

한 증량으로 인해 OIH가 발생하였다. 두 증례 모두 트라마돌 투

후 관용이 발생하는 경우, 수술 중 아편유사제를 사용한 환자에

약으로 OIH의 재발 없이 통증이 조절되었다.

서 수술 전, 후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수술 중의 아편유사제

트라마돌은 전임상 연구에서 dexketoprofen과 함께 투약하는

사용과 수술 전후 OIH의 발생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되고 있

경우 microglial activation을 억제함으로 통증 민감성의 증가를

다. 건강한 자원자를 대상으로 아편유사제를 감량하는 과정에서

억제해서 OIH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4). 또한

발생하는 경우가 보고되었으며, remifentanyl을 사용한 뒤 갑작

동물모델 실험에서 트라마돌과 active metabolite가 antihyper-

스러운 중단은 기존의 hyperalgesia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되

algesic effect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25). 그러나 트라마돌

고 있다. 낮은 용량의 아편유사제 뿐만 아니라 고용량의 아편유

에 의한 OIH가 발생하는 동물 모델도 보고된 점(21)으로 보아

사제에서도 OIH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는 등 OIH가 발생하

본 증례들에서 트라마돌 사용 이후 통증 조절 및 OIH가 조절된

는 임상상황은 다양하다(19).

원인이 아편유사제의 변경(opioid rotation)에 의한 것인지 트라

OIH의 기전은 아직 명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유전적 다양

마돌의 antihyperalgesic effect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아 추가적

성 등 여러 가지 기전이 제시되고 있다(20). 신경단위의 측면에

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첫 번째 증례의 경우 골절에 의한 통증

서는 일차구심성신경섬유(primary afferent neurons)의 감작, 흥

으로 환자가 약제 변경에 의한 부작용을 겪는 동안 병변의 안정

분성 신경전달물질로 인한 이차신경원(second order neurons)의

에 의해 통증이 감소한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암성 통증의 악화

감작, 그리고 통각관련 신경조절물질의 상향조절(upregulation

시 OIH 를 진단함에 앞서 tolerance, 섬망, 정서적 요인 등 다른

of nociceptive neuromodulator) 등이 제시되고 있다. 분자표적

원인에 의한 통증 악화 가능성에 대하여 항상 함께 고민 하는 것

측면에서는 N-methyl-D-aspartate (NMDA) glutamatergic

이 필요하다.

system, K+/Cl-cotransporter, Cl-항상성 등이 관여한다고 보고
되고 있다. 또한 미세아교세포(microglia), 별 아교 세포(astrocyte) 활성에 의해서도 OIH 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요약

이외에도 여러 가지 cytokine, anti-opioid peptide 등이 OIH에

아편유사제는 중증의 암성통증 조절의 중요한 약제이며 천장효과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21).

가 없다. 그러나 의식저하, 인지기능 저하, 환각, 섬망, 호흡저하, 근

OIH의 치료는 아직까지 정립되어 있지 않으나 아편유사제의

간대경련, 발작, OIH 등의 합병증으로 인해 용량증량에 제한이 있

용량을 서서히 감량하면서 통증을 평가하여 적절한 용량을 찾거

다.아편유사제 유발 OIH증은 아편유사제에 노출된 환자에서 역설

나, 아편유사제를 변경하거나 N-methyl-D-aspartate 수용체

적으로 통증이 증가하는 현상이다.이 경우 아편유사제의 용량을 줄

길항제를 투약하는 방법들이 권고되고 있다(13,16,22,23) 이외

이거나, 중단하거나 다른 종류의 아편유사제로 변경하거나 NMDA

에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부위마취, 신경차단술, 아편유사제 전

길항제를 추가하는 것이 조절에 도움이 된다. 아편 주사제에 노출된

환, 항우울제, 항경련제, 근육이완제와 같은 다른 기전을 가진 약

이후 발생한 OIH를 조절한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물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증례보고의 첫 번째 증례는 비교
적 낮은 용량(경구용 모르핀으로 하루 용량 <60 mg)의 아편유사

중심단어: 암, 통증, 아편유사제, 통각과민

제에서 섬망과 OIH가 아편유사제의 변경 이후에도 재발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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