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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학교 의과 학 강남세 란스병원 방사선종양학과

Palliative Radi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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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Radiation Oncology, Gangnam Severance Hospital,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The aim of palliative radiotherapy (RT) is to control cancer-related local symptoms with minimal radiation reaction. 
About one third of all radiation treatments are given with palliative intent. Indications for RT in symptom palliation 
are as follows: Pain from bone metastasis, pressure symptom from brain and spinal cord, obstruction of bronchus, 
esophagus, superior vena cava and malignant cancer bleeding from bronchus, urinary tract, uterine cervix and 
rectum. In hospice palliative care, RT is very effective for symptom palliation and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without influence on survival. (Korean J Hosp Palliat Care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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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방사선치료는 완치목 의 치료와 증상완화목 의 치

료 두 가지로 나뉜다. 체 암환자의 약 45%는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이  25∼30%는 증상완화목 의 치료를 

받고있다. 증상완화목 의 방사선치료는 약물치료로 조

되지 않는 암성통증, 뇌 이, 척수신경압박, 종양으로 

인한 압박으로 상 정맥 증후군, 식도폐쇄, 기도폐쇄, 

요로폐쇄 증상, 조 되지 않는 암성출  등에서 시행되

며 약 70∼80%의 증상완화율을 나타낸다. 방사선치료

는 종양을 직 으로 치료하면서 통증을 제거한다는 

장 이 있고 비교  환자에게 부담이 으면서 통증완

화효과가 높은 장 이 있다. 진통제만을 사용할 경우 

병이 진행되면서 진통제의 단계가 높아지거나 증량하

여야 하나 방사선치료로는 통증이 완  소실되어 진통

제를 단하거나 혹은 양을 일 수 있다. 완치목 의 

방사선치료와는 다르게 환자의 신상태와 성 혹은 

만성 부작용을 고려하여 짧은 기간내 증상조 을 시키

도록 치료계획을 세워야 하며 경제 인 측면도 고려되

어야 한다.
1)

완화  방사선치료는 인 인 치료의 일부분이어야 

하며 환자의 가치와 선호도와 일치하여야 하며 객

인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환자는 치료 결정에 참여하

여야 한다.

1일 치료선량으로 통상 인 방사선량(1.8∼2 Gy/day)

보다 높은 선량(2.5∼5 Gy)을 선택하고 정상조직의 방사

선 내성을 고려하여 총방사선량은 낮아진다(20∼37.5 Gy/ 

1∼3주). 1일 방사선량이 높으면 더 많은 종양세포에 손

상을  수 있으나 정상조직의 방사선 부작용의 가능성

도 높아지므로 종양의 특성과 정상조직의 내성을 고려

하여 다양한 방사선치료 계획이 세워지며 환자의 후

가 나쁠수록 짧게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 별 증상완화  방사선치료

1. 골 이의 방사선 치료

골 이에 의한 통증은 암성통증에서 가장 흔한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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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후군이다. 골 이를 잘하는 빈도는 유방암, 립선암, 

폐암의 순이며 말기에는 약 85%까지 발견된다고 보고

된다. 그 외 갑상선암, 악성흑색종, 신장암에서 빈도가 

높다. 타장기의 이보다 골 이는 생명에 직 인 

향이 없으므로 생존기간이 더 긴 경향이 있다. 암치료 

기술의 발달로 장기 생존 환자가 늘고 있으며 따라서 

골 이의 빈도도 높아지고 유방암, 립선암 환자의 경

우 장기 생존하는( 앙생존기간 22.6개월, 29.3개월) 환

자가 많아 효과 인 치료가 요구된다. 골 이로 인한 

증상은 좀더 일  나타나고 통증 혹은 골 로 인해 65

∼75%는 행동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1,2)

골 이가 있을 때 방사선치료의 효과는 매우 높으며 

골 이가 있는 환자의 부분은 이 생존기간 동안 효과

으로 통증을 조 할 수 있다. 방사선치료의 목 은 

통증을 이고 병 골 을 방하거나 치유과정을 

진함에 있다.

환자의 골조직에 암세포가 이되면 골 괴와 신생

골 형성 두 가지의 상이 모두 일어나게 되는데 골

괴는 골세포(osteoclast)로 인해 일어나고 신생골 형성

은 골모세포(osteoblast)에 의해 일어난다. 골흡수(bone re-

sorption)는 처음에는 암세포에 의해 반응하는 골세포

에 의한 골용해(osteolysis)가 일어나고 후에 종양자체에 

의한 골용해가 일어나 골 괴로 이어진다. 골 이로 

인해 통증을 느끼는 기 은 1) 구조 인 불안정성 2) 골

막의 자극 3) 골세포에 의한 골용해 4) 종양자체 5) 종

양에 의한 신경손상 6) 종양에서 분비되는 cytokines에 

의해 nociceptors의 자극에 의한 것 등으로 설명된다.
2)

방사선치료로 인해 통증이 조 되는 기 은 아직 완

히 밝 져 있지 않으나 종양의 치료로 인한 골세포

로 인한 골용해 환경을 조 하고 골세포와 골모세포

의 활성화를 이고 궁극 으로 종양의 크기를 여 압

박을 감소시킴으로써 통증을 완화시킨다. 

1) 국소 방사선치료를 이용한 통증 조 : 흔히 국소 인 

골 이의 경우에 시행하며 치료의 결과는 골 이 부

와 정도, 원발병소의 병리진단, 개개인의 차이(환자의 병

력과 상태) 그리고 다른 치료와의 병용에 따라 다양하

다. 약 80∼90%의 환자에서 통증 조 이 되며, 통증 조

된 환자의 약 50%에서 통증이 완 히 없어지며 여생

의 2/3 정도 기간 동안 통증완화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방사선치료는 통증의 완화뿐만 아니라 골용해성 병소의 

경우 65∼85%에서 골조직의 치유와 재생(reossification)을 

유도한다.

방사선치료의 선량, 횟수, 기간에 해 많은 연구가 

되어 왔는데 8 Gy 1회 치료와 30 Gy 10회 치료에 한 

비교 연구인 Dutch trial과 RTOG9714 trial이 표 이다. 

이 다기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8 

Gy 1회 치료는 통증 완화면에서 30 Gy를 10회에 치료

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며 20∼24 Gy/5∼8회으로 치료하

는 것과도 차이가 없다. 2) 통증이 다시 재발하여 재치

료하는 경우는 8 Gy 1회 치료가 2∼3배 높았다. 3) 치료

에 한 반응은 기 통증지수가 낮은 경우가 더 좋았

는데 통증이 심하면 반응률이 떨어져 기치료가 더 효

과 이다. 4) 방사선량을 높이더라도 통증완화와 상

계가 없었다. 따라서 유방암, 립선암과 같이 장기생

존이 가능한 종양의 경우 암이 다시 자랄 가능성이 높

으므로 1회 치료보다는 2주간 10회 이상의 치료가 더 

바람직하다.
3,4)

립선암과 같이 이되어도 장기 생존이 가능한 경

우 이 에 치료를 받았던 부 에 다시 방사선치료를 하

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58%까지 보고되고 있다. 이때 주

의하여야 할 것은 모의치료 필름, 피부 표식, 사진촬 , 

치료확인사진 등을 잘 확인하여 치료인 부  혹은 동

일부  치료 시 척수와 같은 주요장기에 과선량이 들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골 이에 의한 통증으로 

같은 부 에 방사선치료를 다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데 방사선에 의한 부작용을 우려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환자의 상수명을 고려하여 짧다고 단되는 경

우 한 재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에는 세기조

방사선치료(IMRT) 혹은 사이버나이 를 이용하여 정

상조직을 보호하고 암조직에 방사선을 집 할수 있어 

재치료가 가능하다.
2)

한편 골 이 부 에서 발생되는 병  골 은 로 

혹은 경미한 손상에 의해 생길 수 있는데 말기 암 환자

에서의 병  골 은 남아있는 생존 기간  고통과 함

께 심각한 삶의 질의 하를 래하므로 골  방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하 을 받는 긴 의 경우 방사선

치료만으로 골  방은 어려우며 골  상치(표 1, 2)

가 8 이상인 경우 정형외과  내고정(internal fixation)을 

시행 후 방사선치료를 권장한다.
5)
 상 잔여 생존 기간

이 어도 2개월이 넘는다면 삶의 질을 고려 수술을 권

장한다. 하 을 받는 부  이외의 병소는 방사선치료로 

통증 해소뿐만 아니라 재생을 진시켜 골 을 방

할 수 있다.

2) 다발성 골 이에 한 범  방사선치료

(1) 역조사면 방사선치료(Wide-Field Radiotherapy); 골

로 이된 부 가 여러 곳이고 통증이 신 일 때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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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병  골 을 상할 수 있는 지표(Mirels H).5)

수 1 2 3

부

통증 정도
방사선 소견
크기(% of shaft)

상지

경미
모세포성(blastic)
0∼33

하지

등도
혼합성(mixed)
34∼67

퇴골돌기주변
(peritrochanter)

심함
용해성(lytic)
68∼100

표 2. 골  지수에 따른 실제 골  정도.

골  지수 상 환자 수 골 률(%)

7 이하
8∼9
10 이상

30
19
18

0∼5
33∼57

100

사선반신조사를 시행해 볼수 있으며 한 골 이 이외

의 많은 장기로 이되어 유발되는 통증에도 응이 된

다. 골수의 약 50% 이상 포함되는 역 즉 상반신(6 Gy), 

하반신, 반신(8 Gy)에 1회 치료하는 방법으로 골수기

능은 빠른 시일 내 회복 가능하다. 통증완화는 치료 종

료 후 24∼48시간 내에 40∼50%에서 얻어지고 체의 

완화율은 80∼90%, 완  소실은 20∼40% 정도이다.

역조사면 치료는 국소  방사선치료를 수 차례 번

거롭게 하는 것보다 통증완화 효과면에서 떨어지지 않

으면서 1회 치료라는 편의성이 장 이다.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3주 후 골수기능이 회복될 때 나머지 반신

에 해 치료를 시행한다. 부작용을 이기 해 항구

토제를 사용하고, 폐렴을 방하기 해 폐에 한 부

분  차폐물을 사용한다. 1년 추 찰에서 약 50%의 

환자에서 통증이 소실된 상태를 나타내며 부작용은 10% 

이내이다. 이 치료의 상 환자는 마약성 진통제에 잘 반

응하지 않는 다발성 골 이 환자로 75세 이하, Karnofsky 

수행도 70 이상, 잔여생존이 어도 6주 이상 상 되

고, 한 골수 기능, 신장기능, 간기능을 유지하면서 

상반신치료의 경우 심장경색의 병력이 없어야 한다.
2,6)

(2) 방사성동 원소치료; 여러 부 에 통증을 동반한 

골모세포성 이를 나타내는 립선암이나 유방암의 

경우 몇 가지 방사성동 원소는 골형성 부 에 집 되

어 방사선을 조사함으로써 효과 인 치료가 가능하다. 

Strontium-8을 이용한 치료시 통증소실이 약 50∼60% 정

도로 보고되고 있으며 Rhenium-186과 Samarium-153 phos-

phonate chelates도 국제  임상시험에서 65∼80%의 반응

율을 나타내었다. 동 원소치료로 인한 주된 부작용은 

골수억제인데 백 구, 소 치의 30∼50%가 감소되었

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방사성동 원소 약제들의 큰 

장 은 1회의 주사만으로도 편리하게 범 한 골 이

의 통증조 에 사용되는 것이며 단 은 고가의 재료비

와 통증의 재발도 약 50% 이상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이다.
2,7)

 

(3) 토모테라피; 토모테라피는 CT형태의 ring gantry속

에 6 MV 라이낙장치가 있어 360도 모든 방향에서 나선

형으로 회 하며 방사선의 세기를 조 하여 암조직에 

방사선을 집 하여 정 한 방사선치료를 구 하면서 

동시에 여러 곳의 병소를 차례 로 치료할 수 있어서 

다발성 골 이 치료에 용이하다. 특히 역조사면 방사

선치료에서는 정상조직에 해 암과 같은 방사선이 조

사되지만 토모테라피의 경우 정상조직을 보호할 수 있

는 것이 장 이다. Lee 등은 토모테라피를 통해 76%에

서 통증완화효과를 나타내었다고 하 다.
8)

2. 뇌  척수신경압박

종양에 의해 통증을 동반한 뇌  척수신경압박은 방

사선치료에 의해 경감될 수 있으며 종양의 국소제어를 

해 2∼3주간 30∼37.5 Gy를 조사하나 장기생존기간

이 6개월 이상 상되는 경우 5∼7주간 45∼60 Gy를 분

할방사선치료 하는 경우도 있다. 총방사선량은 종양이 

방사선에 민감한 정상조직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에 

의해 제한된다. 

뇌 이에 해 방사선치료 시 약 80%에서 두통, 운동

과 감각소실, 의식혼탁의 증세가 호 가능하다. 뇌 이 

개수가 3개 이하이고 3 cm 미만인 경우 1회 치료의 방

사선 수술치료법으로 약 87%의 높은 국소제어율을 나

타낸다.

경막외 척수압박의 임상증상은 하지에 힘이 빠지고, 

보행장애, 소변 장애, 요통이 따르는데 응 진단 후 치

료가 필요하다. 이미 거동이 어렵거나 항문 약근에 힘

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 후가 불량하며 치료에 한 반

응이 높지 않다. Corticosteroid 사용을 시작하며 방사선치

료를 우선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거동이 가능한 상태

에서 방사선치료를 시작한 경우 70∼80%는 지속 으로 

거동이 가능하며 이미 하지 마비가 온 경우 치료를 시작

하면 약 40%만이 거동이 가능하다. 통증이 있는 경우 

75%에서 경감된다. 방사선에 한 반응도가 떨어지는 신

장암, 육종 등의 경우 종양으로 인한 압박을 빠른 시간 

내 해소하기 해 척추궁 제술(laminectomy)이 우선되어

야 하나 침습 인 방법임을 감안 환자의 신상태, 잔여

생존기간, 이 에 방사선치료 유무, 척추의 안정성이 문



4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2009;12(1):1-4

제가 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3. 그 외 증상완화 방사선치료의 응증 

1) 상 정맥증후군: 종양에 의한 상 정맥의 압박으로 

인해 혹은 이로 인한 에 의해 발생하며 호흡곤란, 

안면부종, 안면홍조, 경정맥 확장, 흉벽정맥 확장, 경부 

혹은 상지부종의 증상이 발생된다. 원인으로는 폐암이 

75%, 악성림 종이 15%로 보고되며 방사선치료를 우선

으로 시행할 경우 증상호 이 빠르다. 3∼4 Gy의 방

사선으로 2∼4회 치료하여 증상 호 을 시킨 후 통상

인 방사선치료로 환하여 치료하며 2주내 50∼95%로 

증상완화효과를 나타낸다.
1)

2) 악성 기 지 폐쇄: 종양으로 기 지 내부가 폐쇄되

거나 외부 압박으로 인해 소해지면 폐 허탈이 일어나

고 이로 인해 호흡곤란, 폐쇄성 폐렴이 발생된다. 기

지내 폐쇄의 경우 Iridium-192 동 원소를 이용한 고선

량률 기 지내 근 방사선치료를 시행하거나 기 지외 

압박에 의한 경우 체외방사선치료를 시행하여 약 60∼

80%의 증상완화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1)

3) 악성 연하곤란: 식도암 혹은 식도주변 림 이

로 인해 식도를 압박하여 발생되며 방사선치료로 약 70

∼80%의 증상완화효과를 나타내며 종양의 침범정도가 

심한 경우 공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1)

4) 그 외: 악성 종양출 , 악성 요로폐쇄, 악성 간담도 

폐쇄로 인한 황달, 악성 림 부종과 같은 경우에도 완

화  방사선치료는 70% 정도에서 증상완화효과를 나타

내고 있다.
1)

결      론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 방사선치료는 비록 생존기간

의 연장에는 향을 미치지 않으나 환자에게 부담을 최

소화하면서 증상완화효과는 단히 우수하여 임종시까

지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므로 환자의 상

태, 종양의 민감도, 환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치료를 

하고 특히 골 이가 있는 경우 통증조 , 병 골 방, 

척수마비 방을 해 방사선치료를 우선 으로 고려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      약

방사선치료의 목 은 완치목  그리고 증상완화목  

두 가지로 나뉜다. 체 암환자의 약 45%는 방사선치료

를 받으며 이  25∼30%는 증상완화목 의 치료를 받

고있다. 방사선치료는 비록 생존기간의 연장에는 향

을 미치지 않으나 증상완화효과는 단히 우수하며 임

종시까지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증상

완화 방사선치료의 응증으로는 골 이에 의한 통증, 

뇌 이, 척수압박으로 인한 신경학  증상, 암으로 인한 

기 지, 식도, 상 정맥 폐쇄 증상, 기 지, 비뇨생식기

계 직장의 암성출  등이다. 이  골 이에 한 치료

가 가장 흔한 응증이며 통증조  외에 병 골 방 

 척수압박 방의 효과를 가지며 약 70∼80%의 증상

완화효과를 나타낸다.

심단어: 증상완화, 방사선치료, 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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