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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요법이나 방사선치료와 같이 종양 자체의 치료가 중요하며 기관지 외 

부에 존재하는 종양이 기관지를 눌러 생긴 급성 기도폐색에 있어서는 

ste nt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47-49) _ Neodymium-doped yttrium 

a luminum garnet(Nd:YAG) 레이저, CO2 레이저, 광선역학요법photody110111 JC 

therapy을 사용하여 기관지 내부에 생긴 종양을 제거하여 기도 폐색을 해소 

시키는 방법도 시도되고 있다50-52) . 

VI II. 비뇨기계 폐색 Urinary obstr11ct1011 

비뇨기계 폐색은 부인과암 혹은 비뇨기계암에서 흔히 발생하며, 때로는 

골반에 전이된 암이 비뇨기 폐색을 일으킬 수 있다. 옆구리의 통증을 동반 

한 갑작스러운 무뇨, 빈뇨, 크레아티닌creati11i11 e의 상승 둥의 증상이 나타나 

면 비뇨기계 폐색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신초음파와 CT 촬영이 진단에 도 

움이 된다(그림3). 국소마취하 ureteral stents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이 것 이 불가능하면 경 피 적 콩팥창냄 술pemltaneous 11epbrnsto111)'을 시 행 한다. 비 

뇨기계 폐색이 해소된 뒤에는 다뇨가 동반된 탈수, 전해질 불균형이 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주의가 필요하다. 

IX. 종양용해증후군 Tumor lysis syndrome 

종양용해중후군은 종양이 자발적, 혹은 치료 중 급속도로 괴사되며 나 

타나는 증후군으로hyperurinemia , 고칼륨혈증, 고인산혈증, 이차성 고칼 

슘혈증울 일으키며 신부전증과 사망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나) ． 대개는 항 

암화학요법을 시작한지 4일 이내에 일어난다. 치료는 정맥 수액 공급이 

그림 3. 요로폐색의 CT scan 
위암환자의 복막전이에 의해 발생한 요로페색으로 우측 

신장의 울콩팥증硏ron,ph函f 소견을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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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하다. 그 외 sodium bicarbonate의 투여로 urine alkalization을 

유도할 수 있으며 , 과거에는 allopurinol을 많이 사용했으나 최근 들어서 

는 rasburicase가 대신 사용되기도 한다53 . 54) _ 

X. 고칼슘혈증 

고칼슘혈증은 myelo ma , 유방암, 비소세포성폐암 등에서 흔히 발생한다 

힙 종 양에 서 발생 되 는 parathyroid h o rmon e rel ated peptid e , 

prostaglandins, 1 ,25(0H)2 vitamin D3 , tumour necrosis factor , 

interleukin-6, transforming growth factor a transforming growth factor 

/3 둥에 의해서 나타난다. 소변에서 칼슘 배출을 저해하는 약제나 신혈류 
량을 감소시키는 약제 (thiazide 이뇨제 ,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즉시 

중단하며, 정맥으로 수분을 공급하고 bisphophonate 치료를 시작한다 

56) _ Corticosteroids나 calcitonin의 사용도 고려해 볼 수 있다43)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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