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 통증에 대해 
도움을 받기 
통증은 무언가 아픈 것입니다. 당신에게 통증이 언제 있는지 그리고 통증이 어떤 느낌인지는 
오직 당신만 압니다. 담당 의사와 간호사에게 당신의 통증에 대해 즉시 알려 주십시오. 

통증은 당신의 몸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당신에게 알려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암이 
있는 것이 통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항상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증이 있는 경우, 
그것은 암이 아닌 다른 것들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모든 통증은 치료될 수 있고 치료되어야 
합니다. 

암 통증은 다음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 암 자체

• 암 치료

• 실시된 검사

두통 또는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통증은 생활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으면: 

•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잠을 자기가 그리고 먹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 항시 피로하거나 “우울”할 수 있습니다.

• 짜증을 내고, 좌절감이 들고, 슬프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가족 친지는 당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지 못할 
수 있고, 당신은 번민에 사로 잡혀 혼자라는 심한 
외로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암 통증 치료에 대한 몇 가지 사실: 
• 암 통증은 거의 항상 통제될 수 있습니다.

• 통증을 억제하는 것은 훌륭한 암 진료의
일부입니다.

• 암 통증을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통증이
아예 시작되지 않게 하고 통증이 악화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 당신은 통증 억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암 통증약을 의사나 간호사가 지시하는 대로
복용하는 사람들은 그 약에 중독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 대다수 사람들은 암 통증약을 지시받은 대로
복용할 시 약에 취하지도 않고 통제력을 잃지도
않습니다.

• 통증약으로 인한 부작용을 관리하거나
예방까지도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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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에 대해 말하는 방법 

1단계: 통증 척도를 사용하여 얼마나 심한 통증이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통증 평가 척도 
통증 
없음 

0 1 2 3 4 5 6 7 8 9 10 

없음 경도 중등 중증 

가능한 가장 
심한 통증 

2단계: 당신의 통증을 
서술하십시오. 당신이 사용할 
수도 있는 몇 가지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둔한
• 날카로운
• 뜨끔뜨끔 아픈
• 두근거리는

• 타는 듯한
• 쿡쿡 쑤시는
• 찌르는 듯한

3단계: 담당 암진료팀에 알려 주십시오. 
• 어디에 통증이 있는지

• 얼마나 오래 통증이 지속되는지

• 통증을 낫게 하거나 악화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 통증으로 인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통증을 낫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 보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효과가 있었는지의 여부

통증약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약, 그 약을 
복용하는 방법 및 약 없는 치료법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잘 맞는 암 통증 치료법을 알아 내기 
위해 암진료팀과 함께 노력하십시오. 

다음은 통증약에 대해 담당 의사나 간호사에게 
물어보고 싶을 수도 있는 몇 가지 질문입니다.  

• 약을 얼마나 많이 복용해야 합니까? 약을 얼마나
자주 복용할 수 있습니까?

• 약이 듣지 않는 경우, 더 복용할 수 있습니까?

• 더 복용하기 전에 전화하여 문의해야 합니까?

• 복용하는 것을 잊었거나 너무 늦게 복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 약을 음식과 함께 복용해야 합니까?

• 약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통증약을 복용한 후에 음주를 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기계를 조작하는 것은 안전합니까?

• 통증약과 함께 복용할 수 있는 다른 약은
무엇입니까?

• 통증약을 복용하는 동안에 복용을 중단해야 하는
약은 무엇입니까?

• 약으로 인한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까,
그 부작용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부작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암통증이 완화되면, 당신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활동을 즐깁니다.

• 잠을 더 잘 잡니다.

• 가족과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 더 잘 먹습니다.

• 성생활을 즐깁니다.

•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 필요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통증을 암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생기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당신은 통증을 완화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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