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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nd Objective : Previous studies on the safety of fentanyl buccal tablets (FBT) have often
dismissed patients with a high likelihood of drug abuse or who have been strongly controlled by dose or
usage of FBT. For these reasons, we could not confirm the current state of dependence or addiction of
opioid pain medication in patients suing FBT in an actual clinical sett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BT use status in a tertiary hospital in Korea and the risk factors related opioid dependence tendency and to contribute to the safe use of FBT.

Methods : We retrospectively reviewed electronic medical records of cancer patients admitted to the
wards that received FBT at a tertiary hospital in Korea From January to May 2018. The proportion of
patients with dependence tendency due to FBT was investigat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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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ed to determine the risk factors. The significance level was p

0.05.

Results : Of the total 275 patients, four had FBT dependence tendency, with a ratio of 1.45%.
Additionally, smoking history (odds ratio=23.51, p=0.02) and one-day immediate opioid analgesic dose
excluding FBT (odds ratio=1.15, p=0.01) were the risk factors for dependence tendency on opioid analgesic due to FBT.

Conclusions : The proportion of patients with dependence tendency due to FBT in a tertiary hospital at
Korea was 1.45%, which was higher than the general incidence of dependence or addiction of opioid
analgesics used to mitigate cancer pain. Thus, patients taking this drug should be closely monitored for
dependence and addiction. Additionally, medical staffs must be fully aware of patients’risk factors.
Although this study has limitations as a retrospective study, it may be reliable data for the safe use of
opioid analgesic by confirming the dependence tendency and risk factors of FBT in clinical practice.

[Key words] Fentanyl buccal tablet, Opioid dependence, Risk factor

통증은 실제 또는 잠재적인 조직 손상과 관련된 불쾌

sublingual tablet, oral transmucosal lozenge) 모

한 감각 및 정서적 경험으로 정의되며, 통증 발생 원인

두가 경구용 morphine 보다 진통 효과가 뛰어났으며,

1)-3)

이

이 중에서 fentanyl buccal tablet (이하 FBT)은 복용

중 암성 통증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후 30분 이내 가장 신속한 진통 효과를 나타낸다고 발

Organization) 뿐만이 아니라, 미국, 우리나라 등 세

표하였다.7) 또한 Ashburn 등의 연구에 의하면, FBT

계 각국에서도 암성 통증의 조절을 위한 지침 및 권고

가 속효성 oxycodone 보다 빠른 시간 내에 통증을 더

에 따라 암성 통증과 비암성 통증으로 분류된다.

3),4)

이러한 지침에서는 마

많이 경감시켰으며, 환자들이 속효성 oxycodone 보다

약성 진통제를 이용하는 약물요법이 암성 통증 관리에

FBT를 더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6)-8) 이로 인해,

필수적으로 권고되며, 만성 통증과 돌발성 통증을 구분

암성 통증 환자의 돌발성 통증 조절을 위해서 FBT의

하여 환자마다 최적화된 통증 관리를 하도록 권장한다.

사용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Fentora�는 FBT로서

돌발성 통증은 일정한 진통제 치료로 적절히 조절되

2006년 미국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

는 통증과는 달리 일시적으로 악화되고 격해지는 통증

stration, 이하 FDA)의 암환자의 돌발성 통증 조절로

안을 제정하여 사용 중이다.

2),3),5)

국내 암성 통증 관리 지침과 미국 종합

승인 받은 후 국내에서는 2013년에 한국 식품의약품안

암네트워크(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전처(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이하

Network; NCCN)의 성인 암성 통증 치료 지침에 따르

MFDS)의 허가를 받았다. 2017년 국내 한 보고서에 의

면 돌발성 통증 발생 시, 속효성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

하면 Fentora�의 처방 실적이 2014년 4천 5백만원,

을 말한다.

3)

하여 그 통증을 조절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

2015년 6억 9천 9백만원에서 2016년 38억 4천 9백만

는 암성 통증 조절의 속효성 마약성 진통제로 fen-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어 한국에서도

tanyl, oxycodone 그리고 hydromorphone 성분이

처방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

사용된다. 이 중 fentanyl citrate 성분의 마약성 진통

다.9)

제는 그동안 다양한 제형의 개발을 통해 흡수 속도가

FBT 처방량의 증가는 적절한 통증 조절에 적극적이

빨라졌고 돌발성 통증 조절도 개선되었다.6)-8) Jandh-

라는 것을 반영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속효성 마약성 진

yala R 등의 연구에 의하면, 구강 점막을 통해 흡수되

통제 사용에는 남용과 의존 또는 중독으로 인한 위험이

는 세 종류의 속효성 fentanyl 제제(buccal tablet,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중독’
은 신체적, 정신적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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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회적으로 해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통

mcg, 400 mcg)를 처방받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제하지 못하여 약을 찾거나 계속하여 사용하는 증상으
2) 제외기준

로 정의되며,‘약물 의존’
은 약물을 갑작스럽게 줄이거
나 중단할 때 약을 갈구하는 증상으로 정의된다.3),10) 기
존의 여러 연구에서 마약성 진통제 사용 장애(opioid

대상 약제를 외래약으로만 처방받은 경우와 퇴원약

use disorder)는 지속형 마약성 진통제 보다 속효성 마

으로만 처방받은 환자의 경우는 전자의무기록(Elect-

약성 진통제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ronic Medical Record, EMR) 상으로 추적 관찰이 불

다.11),12) 특히 Fentora�는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환자

가하여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대상 약제의 사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2007년 미국 FDA에서 안

용기간이 1일 이하인 환자의 경우는 대상 약제로 인한

전성 서한을 발표하기도 하였다.13) 따라서 FBT의 남용

의존 경향의 인과성을 증명할 수 없고, 대부분 암성 통

및 FBT에 대한 의존 또는 중독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증이 아닌 수술 후 발생한 급성 통증 조절을 위해 본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를 단회 투여한 경우이므로,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FBT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진통 효
과에 초점을 맞춰 왔으며, FBT의 안전성에 대한 대부

2. FBT에 의존 경향을 보이는 환자 정의

분의 연구는 선정기준에서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위험
성이 높은 환자를 제외하였다.14),15) 따라서 FBT를 사용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무기록 상 FBT로 인한 약물 의

하는 환자의 마약성 진통제 의존이나 중독에 대한 현황

존이나 약물 중독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기록된 환자

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국내에서 장

를 FBT에 의존 경향을 보이는 환자로 정의하였다.

기간 마약성 진통제 치료를 받은 비암성 통증 환자
258명을 대상으로 마약성 진통제 연관 의존성에 관련

3. 자료 수집

16)

한 다기관 단면적 관찰 연구가 있으나, 암성 통증 환
1) 환자 특성

자를 대상으로 한 FBT에 대한 안전성이나 의존 및 중
독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국내 한 상급종합병원의 FBT 사용 현황을 분

연구 대상 환자의 특성 파악을 위하여, 환자의 성별,

석하고 FBT에 의존 경향을 보이는 환자의 비율과 이에

연령, 체중, Body Surface Area (BSA), 사망 여부, 진

영향을 주는 위험 요인을 분석하여 환자와 보건의료인

단명,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onsteroidal anti-

이 더욱 더 FBT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정보를 제공하

inflammatory drug, NSAID) 사용 여부, 아세트아미

고자 한다.

노펜 사용 여부, pregabalin, gabapentin 등의 신경
병증성 통증 진통제 사용 여부, 음주력, 흡연력의 유무

연구 방법

정보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전자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추적 관찰하

2) FBT에 의존 경향을 보이는 환자

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세부 항목은 아래와 같다.
임상자료검색시스템(Clinic Data Retrieve System,
1. 연구 대상 환자

CDRS)을 이용하여 대상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에서
‘addict’
,‘dependen’
,‘중독’
,‘의존’
,‘fentora’
가

1) 선정기준

포함된 문자열을 갖는 환자와 drug dependency 진단
명을 갖는 환자를 검색하였다. 전자의무기록에 기록된

본 연구는 2018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한 단일

단어에 오타가 있거나, 본 연구에서 정의한 마약성 진

상급종합병원에서 대상 약제(Fentora� 100 mcg, 200

통제 의존 및 중독과 무관한 환자가 검색될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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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tora� 처방 받은 환자 N=361

추적 관찰 불가(퇴원약, 외래약) 제외 n=12

사용기간이 1일 이하 제외 n=74

대상 환자 n=275
Fig. 1 Study population selection process

배제하기 위해, CDRS로 검색된 환자는 연구자가 전자

을 보이는 환자의 위험 요인 분석에는 로지스틱 회귀분

의무기록을 환자 개별로 재검토하였다.

석을 사용하였다.

3) FBT에 의존 경향을 보이는 환자의 위험 요인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위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대상 환자

1. 연구 대상 환자 특성

의 특성 정보 중 BSA, 성별, 연령, NSAID 사용여부,
아세트아미노펜 사용여부, 신경병증성 통증 진통제 사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본원에 입

용여부, 음주력, 흡연력과 개별 환자마다 첫 FBT 복용

원하여 Fentora� 100 mcg, 200 mcg, 400 mcg을 처

일로부터 연구기간 내에 마지막 복용일로 계산한 FBT

방받은 환자 중 실제 투여된 환자는 361명이었다. 외래

누적 사용기간, FBT 누적 사용량, 속효성 마약성 진통

약 또는 퇴원약으로만 처방받은 환자는 12명이었고,

제 사용량, 지속성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 마약성 진통

이러한 경우는 후향적으로 추적 관찰이 불가능하여 본

제 총 사용량, 1일 지속성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 FBT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사용기간이 1일 이하인 환자는

제외 1일 속효성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 FBT 포함 속

총 74명으로, 대부분 1회만 투여된 환자였으며, 그 중

효성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을 추가로 수집하였다.

34명은 당일 수술에 따른 통증 조절을 목적으로 본제

본 연구는 해당 기관의 기관윤리위원회(Institutional

를 사용한 환자였다. 이렇게 FBT 사용이 1일 이하인

Review Board, IRB)의 승인하에 시행되었으며, 후향

환자는 의존 경향의 인과성을 증명할 수 없어, 본 연구

적으로 연구 대상자의 전자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자료

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최종 환자는 총

를 수집하였다 (IRB number: 4-2018-0902).

275명이었다(Fig. 1). 대상 환자의 평균 연령은 59.6±
12.6세였으며, 남성이 154명(56%)이었다. 대상 환자의

4. 통계 분석

암종으로는 간담도암이 93명(33.8%)으로 가장 많았으
며, 마약성 진통제 이외 진통제로 NSAID를 사용 환자

수집된 모든 자료는 Microsoft Office Excel 2016

는 55명(20.0%), 아세트아미노펜 약물을 사용한 환자

(Microsoft Corporation, Redmond, WA, USA)과

는 86명(31.3%), 신경병증성 통증 진통제 사용 환자는

IBM SPSS Statistics ver. 23.0(IBM Co., Armonk,

71명(25.8%), 음주력이 있는 환자는 121명(44.0%), 흡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유의 수준은 p

연력이 있는 환자는 102명(37.1%)이었다(Table 1).

0.05로 정의하였다. 대상 환자 특성에 대해서는 빈도,

FBT의 평균 누적 사용기간은 52.96(2-833)일이었

평균, 백분율,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FBT에 의존 경향

다(Table 1). 주사용 morphine 용량으로 환산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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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selected patients
특성
연령(세), mean±SD
남/여(명), n(%)

값

1일 주사용 morphine
환산 용량 (mg)

59.6±12.6
154(56)/121(44)

체중(kg), mean±SD

56.38±11.63

BSA*(m2), mean±SD

1.59±0.18

사망(명), n(%)

Table 2 One day dose of opioid analgesics

속효성 마약성 진통제
FBT*
FBT* 제외

73(26.5)

진단명(명), n(%)

20.04±20.92
17.65±20.38
2.39±5.59

모르핀 정맥내 일시 주사

1.38±4.26

옥시코돈 경구용 속효성 정제

0.93±3.05

간담도암

93(33.8)

페티딘 근육 주사

0.33±1.96

폐암

33(12.0)

코데인 속효성 정제

0.08±0.37

대장암

31(11.3)

지속성 마약성 진통제

35.84±40.27

두경부암

28(10.2)

펜타닐 경피용 패치

24.09±36.19

위암

28(10.2)

모르핀 정맥점적용 주사

4.02±14.49

부인암

25(9.1)

옥시코돈 경구용 서방형 정제

6.60±18.66

혈액암

7(2.5)

하이드로몰폰 경구용 서방형 정제

0.28±1.95

연부조직 종양

6(2.2)

트라마돌 정맥점적용 주사

0.26±0.73

흑색종

5(1.8)

트라마돌 경구용 서방형 정제

0.25±1.94

방광암

3(1.1)

전립선암

2(0.7)

기타

14(5.1)

총 마약성 진통제

55.88±53.43

Dose is expressed as mean±SD in mg
*FBT: Fentanyl buccal tablet

NSAID� 사용(명), n(%)

55(20.0)

아세트아미노펜 사용(명), n(%)

86(31.3)

때, 1일 FBT 평균 사용량은 17.65±20.38 mg 이었

신경병증성 통증 진통제 사용(명), n(%)

71(25.8)

고, 1일 FBT 포함 속효성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량은
20.04±20.92 mg, 1일 지속성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

음주경험(명), n(%)
비음주자

154(56.0)

음주자

121(44.0)

은 35.84±40.27 mg, 1일 총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량
은 55.88±53.43 mg 이었다(Table 2).

흡연경험(명), n(%)

2. FBT에 의존 경향을 보이는 환자

비흡연자

173(62.9)

흡연자

102(37.1)

전자의무기록에 의존 및 중독 관련 문구가 있어 FBT
에 의존 경향을 보이는 환자로 정의된 환자는 4명

FBT� 누적 사용기간(일),
mean±SD (range)

52.96±84.47
(2-833)

(1.45%)이었다. 의존 경향을 보이는 환자들의 의무기
록에는 Fentora� 중독, Fentora� 의존, 약물 의존 등

* BSA: Body Surface Area
�

NSAID: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FBT: Fentanyl buccal

으로 전자의무기록에 기록되었다(Table 3).

tab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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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ases of Fentora� dependence tendency
FBT* 제외 속효성
FBT*
마약성 진통제
전자의무
기록상
누적
누적
일평균 일평균
의존 경향
�
�
�
성분
관련 문구 사용기간 사용량 사용량 사용량
(일)
(mg)
(mg)
(mg)

지속성
마약성
진통제
일평균
사용량�
(mg)

AAP�/
NSAID§/
신경
병증성
통증약‖

흡연력/
음주력

사 성별/
례 연령

진단명

1 남/56

편도암, 우울증,
심방세동, 천식

Fentora�
중독

8

165

20.63

26.25

옥시코돈
경구용

66.63

+/-/-

+/+

2 남/63

식도암,
갑상샘저하증

Fentora�
의존

8

80

10.00

0.38

모르핀
정맥내
일시 주사

45.00

-/-/-

+/+

833

70,760

84.95

2.06

옥시코돈
경구용

-

-/-/-

+/+

63

4,960

78.73

8.83

모르핀
정맥내
일시 주사

161.74

+/-/+

+/+

3 남/37

4 남/33

척수종양,
우울증, 불면증, 약물 의존
약물 의존

구강암

Fentora�
의존

* FBT: Fentanyl buccal tablet
�
�
§
‖

주사용 morphine 용량으로 환산한 용량
AAP: Acetaminophen
NSAID: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신경병증성통증약: pregabalin, gabapentin 등의 신경병증성 통증 진통제

3. 위험 요인 분석

1.15, p=0.01)(Table 4).

FBT에 의존 경향을 보이는 환자의 위험 요인에 대한

고찰

예측모형을 구축하기 위하여 총 16개의 항목을 이용하
여 단계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흡연력,

본 연구에서 암성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FBT에 의존

BSA, 속효성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 FBT를 제외한 1

경향을 보이는 환자의 비율은 1.45%로 나타났다. 이는

일 속효성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이 최종 예측 모형에

암환자를 대상으로 마약성 진통제와 관련하여 일탈적

포함되었으며, Nagelkerked의 결정계수는 56.0으로

인 행동을 보이는 발생률을 알아본 Passik S.D. 등의

회귀식은 FBT에 의존 경향을 보이는 환자의 위험 요인

연구에서 마약성 진통제의 의존 및 중독 발생률은 1%

에 대한 현상을 56.0% 만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미만17),18)이라고 언급하는 것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

4 항목 중에서 흡연력과 FBT를 제외한 1일 속효성 마

다. 그러나 실제 환자가 의존 경향이 있으나 의료진이

약성 진통제 사용량 항목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전자의무기록 상 기록을 누락

를 보였다. 흡연력이 있는 경우에는 교차비 23.51 만큼

한 경우 등을 고려해보면 실제 임상에서 FBT에 의존

FBT에 의존 경향의 위험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으며

경향을 가지는 환자는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odds ratio=23.51, p=0.02), FBT를 제외한 속효성

최근 국내에서는 마약성 진통제 사용과 관심이 높아지

마약성 진통제의 1일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FBT에 의

면서 장기간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한 비암성 통증 환자

존 경향 위험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odds ratio=

를 대상으로 마약성 진통제 연관 의존성에 대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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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tatistical analysis of risk factors
Coefficient

S.E�

Odds Ratio

95% C.I�

p-value

흡연력

3.16

1.40

23.51

1.50-368.16

0.02

FBT§ 제외 1일 속효성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

0.14

0.05

1.15

1.03-1.27

0.01

속효성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

0.00

0.00

1.00

1.00-1.00

0.20

BSA*

-8.51

4.53

0.00

0.00-1.44

0.06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총 16개의 항목(BSA, 성별, 연령, NSAID 사용여부, 아세트아미노펜 사용여부, 신경병증성 통증 진통제 사용여부, 음주력, 흡연력, FBT
누적 사용기간, FBT 누적 사용량, 속효성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 지속성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 마약성 진통제 총 사용량, 1일 지속성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 FBT 제외 1
일 속효성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 FBT 포함 속효성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을 이용하여 단계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상기 네 가지 항목이 최종 예측 모형에
포함됨
�

S.E: Standard error; � C.I: Confidential interval; §FBT: Fentanyl buccal tablet; *BSA: Body Surface Area

있었다. 이 연구는 국내 8개의 상급종합병원에서 행해

용 및 중독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약물 오남용

진 다기관 연구이며, 비암성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3개

및 중독 고위험군의 환자를 미리 선별하는데 있어 중요

월 이상 하나 이상의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은 환자를

하고, 이에 대하여 근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

대상으로 대상환자의 교육 정도, 종교, 통증의 상세 정

가 필요하다.

보(원인, 위치, 양상), 동반하고 있는 정신병리학적 질

이런 위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 선행 논문에서

환, 최근 1년 이내 담배, 알코올, 약물 등의 남용 항목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위험 요인 분석에 사용한 항목들

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암을 진단 받은 환자,

을 참고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Passik S.D. 등의

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그리고 완화의료를 받고 있

연구에서는 마약성 진통제 사용 후 일탈적인 행동 경향

는 환자는 제외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방법과 다르지

을 알아보기 위해서 연령, 성별, 1일 지속성 마약성 진

만, 장기간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한 비암성 통증 환자

통제 사용량 등을 분석 항목에 포함했으며,23) Edlund

258명 중 55명(21%)에서 마약성 진통제 연관 의존성

M.J. 등의 연구에서는 비암성 질환을 갖는 환자에서

16)

이 나타나, 국내 마약성 진통제 사용으로 인한 의존

마약성 진통제 중독 및 의존의 위험성을 알아보기 위해

및 중독 증상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서 연령, 결혼 상태, 인종, 성별, 마약성 약물 사용기간

제시하였다.

등을 분석 항목에 포함시켰다.24) 이 연구들을 바탕으로

American pain society의 마약성 진통제 치료 가이
19)

20)

이번 연구에서 연령, 성별과 같은 환자의 기본 특성과

드라인과 Kaye A.D. 등의 연구 에 따르면, 약물 오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 FBT 누적 사용기간 등을 포함

남용, 중독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진은

시켜 총 16가지 항목에 대해 위험 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Screener and Opioid Assessment for Patients

의료진은 환자의 기본 정보를 파악할 때 음주력과 흡

with Pain (SOAPP),21) Opioid Risk Tool (ORT)22)과

연력과 같은 사회력을 확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

같은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음주력, 나이, 정신과적 질

다. 또한 마약성 진통제 사용 전 환자의 약물 오남용의

환 등과 같은 항목을 통해 환자를 평가하고 마약성 진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ORT에도 음주력 항

통제 치료를 시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약물 오

목이 포함되며,22) SOAPP에는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남용과 중독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에게 의료진이 마약

흡연을 하는 횟수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21) 본

성 진통제를 처방해야 할 때에는 이 약을 사용함으로써

연구에서는 흡연력이 FBT 의존 경향에 영향을 주는 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과 이익을 잘 고려해야하며, 이

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음주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익이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

지는 않았으나 FBT에 의존 경향을 보이는 4명의 환자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마약성 진통제 오남

모두 공통적으로 음주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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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비암성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는 불면증으로 zolpidem을 다량 복용하는 등 FBT 이

알코올 남용 경험이 있는 환자에서 마약성 진통제 연관

외의 약물 오남용 경험이 있었으며, 부족해진 zolpi-

16)

의존성이 더 높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음주 정도와 마

dem 때문에 가족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기록이

약성 진통제 의존성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추후 대규모

있었다. Edlund M.J. 등의 연구에서는 연령 이외에도

다기관 연구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정신과적 질환을 진단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가 마약성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속성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량

진통제 사용시 중독 및 의존이 발생할 위험성이 증가했

은 FBT 의존 경향의 위험 요인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다는 결과가 있었으며,24) 최근 국내 비암성 통증 환자

값을 가지지 않았으나, FBT를 제외한 1일 속효성 마약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약물 남용, 우울증이 있는

성 진통제 사용량이 FBT 의존 경향의 유의한 위험 요

경우 마약성 진통제 연관 의존성이 더 높게 나타남을

인으로 도출되었다. Passik S.D. 등의 연구에서도 지

알 수 있어 약물 남용과 우울증이 마약성 진통제 사용

속성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은 FBT으로 인한 일탈적인

장애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더욱 뒷받침 해

행동의 위험 요인으로 도출되지 않아, 본 연구의 결과

주고 있다.16) 그러나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로 대상 환

23)

와 유사했다. 그러므로 의료진이 FBT를 처방받은 환

자들의 정신과적 질환의 진단 여부와 진단 시점을 명확

자를 살필 때, 지속성 보다는 속효성 마약성 진통제 사

히 알 수 없어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과거력을 위험 요

용량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안전한 FBT 사용에 도움을

인 분석 항목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그러므로 추후 정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과적 질환 및 약물 오남용 경험을 위험 요인 분석 항

그 밖에 위험 요인 분석 항목과 관련된 선행 논문들을

목에 포함시킨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살펴보면, Passik S.D. 등의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낮

본 연구가 진행된 한 단일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마약

은 연령인 경우와 남성인 경우에 마약성 진통제 사용

성 진통제에 대한 의존 및 중독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

후 일탈적인 행동이 더 많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23)

과 전문의의 자문을 구하거나, CAGE-Adapted to

또한 최근 국내 비암성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Include Drugs (CAGE-AID)25)을 이용하여 의존 및

에서도 마약성 진통제 의존성이 있는 환자군의 평균 연

중독을 진단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식으

령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다는 결과

로 의료진에 의해 진단된 후 전자의무기록 상에 마약성

가 있었다.16) 이런 결과를 토대로 이번 연구에서도 연령

진통제 의존이나 중독으로 기록된 환자를 마약성 진통

이나 성별이 FBT 의존 경향에 영향을 주는 위험 요인

제에 의존 경향이 있는 환자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전

일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본 연구에서 연령과 성별은

자의무기록에만 의존하여 후향적으로 자료를 수집∙분

위험 요인으로 도출되지 않았다. 다만 FBT에 의존 경

석하였으므로, 환자의 약물 오남용 이력이나 정신건강

향을 보이는 4명의 환자 모두 남성이라는 점과, FBT에

상태, 구체적인 약물 중독 진단 내역 등에 대해서 충분

의존 경향을 보이는 환자 4명의 평균 연령이 47.3±

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후향

14.5세로 대상자 전체 평균 연령 59.6±12.6세보다 다

적 연구의 특성상 FBT의 단기간 사용으로 인한 의존 경

소 낮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FBT 의존성의 위험 요

향의 인과성을 증명할 수 없어, FBT 사용기간이 1일 이

인으로 연령 또는 성별 항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

하인 환자를 제외한 후 의존 경향을 분석했다는 제한점

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있다. 따라서 마약성 진통제 의존 및 중독 환자에 대

환자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FBT 의존 경향을 보

해서 포괄적이고 일관된 평가 기준을 적용한 대규모 전

이는 환자 사례 1과 사례 3의 경우 과거에 우울증을 진

향적 연구를 통해 추후 보완하여야 할 점으로 사료된다.

단받은 이력이 있었다. 특히 사례 3의 환자의 경우 치료

그러나 국내에서 마약성 진통제의 의존 및 중독에 대

초기에는 서방형 oxycodone 제제인 지속성 마약성 진

한 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본 연구는 임상에서 암성 통

통제를 처방받아 통증을 조절하였지만, 더 이상 지속성

증 환자가 실제 투여하는 진통제 사용량을 기반으로

마약성 진통제로 통증 조절이 되지 않아 환자의 요구로

FBT 의존 경향과 위험 요인을 확인하였으므로 암환자

속효성 마약성 진통제만 사용해 온 환자이다. 이 환자

에서 FBT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근거 자료로서 의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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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 앞으로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암환자의 FBT

4) Paice JA, Portenoy R, Lacchetti C et al.

의 의존 및 중독은 마약성 진통제의 의존 및 중독 발생

Management of Chronic Pain in Survivors of

17),18)

보다 다소 높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Adult Cancers: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의료진은 FBT를 투여 중인 환자의 의존 및 중독 증상

Oncology Clinical Practice Guideline. J Clin

률이 1% 미만

을 더욱 면밀히 관찰하고 의존 경향의 위험 요인을 평

Oncol. 2016;34(27):3325-45.

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사의 진료뿐만 아니라 약사

5) Hagen NA, Fisher K, Victorino C et al. A

의 복약상담시에도 환자에게 FBT를 복용함으로써 발

titration strategy is needed to manage

생할 수 있는 의존 및 중독에 대해 설명하여 환자가 경

breakthrough cancer pain effectively: obser-

각심을 갖고 FBT를 사용하도록 하여 FBT를 안전하고

vations from data pooled from three clinical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trials. J Palliat Med. 2007;10(1):47-55.
6) Schug SA, Ting S. Fentanyl Formulations in

결론

the Management of Pain: An Update. Drugs.
2017;77(7):747-63.

본 연구는 국내 한 상급종합병원의 FBT 사용 현황을

7) Jandhyala R, Fullarton JR, Bennett MI.

분석하고 FBT에 의존 경향을 보이는 환자의 비율과 이

Efficacy of rapid-onset oral fentanyl formu-

에 영향을 주는 위험 요인을 분석하여 FBT의 안전한

lations vs. oral morphine for cancer-related

사용에 기여하고자 진행되었다. FBT에 의존 경향을

breakthrough pain: a meta-analysis of com-

보이는 환자의 비율은 1.45%로, 일반적으로 암성 통증

parative trials. J Pain Symptom Manage.

에 사용하는 마약성 진통제의 의존 및 중독 발생률로

2013;46(4):573-80.

보고된 1% 미만 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며, 흡연력

8) Ashburn MA, Slevin KA, Messina J et al. The

과 FBT를 제외한 1일 속효성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이

efficacy and safety of fentanyl buccal tablet

FBT에 의존 경향을 보이는 환자의 위험 요인으로 도출

compared with immediate-release oxy-

되었다. 본 연구는 단일기관 후향적 연구로 추후 대규

codone for the management of breakthrough

모 전향적 연구가 필요해 보이나 실제 국내 임상에서

pain in opioid-tolerant patients with chronic

FBT 의존 경향과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환자와 보건의
료인이 마약성 진통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pain. Anesth Analg. 2011;112(3):693-702.
9) 천승현. 세계1위 복제약 업체 테바가 보여준 한국
시장 침투전략 [Internet]. 2017. [cited 2018 October 16]. Available from: http://biospe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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