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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otherapy-induced Neutropenia: G-CSF or GM-CSF

고신 학교 의과 학 내과학교실

박      선      자

I. 서    론

항암 화학요법은 조 기 을 억제하여 환자의 방어기 을 손상시킨다. 호 구 감소증은 항암 화학요법의 

가장 독한 합병증으로서 호 구가 감소하게 되면 생명을 하는 감염의 험이 증가하게 되고, 항암제

를 감량해야 하며, 항암제의 투여 시기가 늦어지게 된다. 감염은 호 구 감소의 정도와 기간에 따라 험도

가 달라지는데,  호 구수(absolute neutrophil count, ANC)가 1,000/mm3 이하이면 험도가 증가하고, 특히 

100/mm3 이하면 험도는 매우 높아진다.1,2 호 구 감소를 측할 수 있는 험인자는 무엇이며, 호 구 감

소 시에 다음 항암제의 투여는 어떻게 할 것이며, 호 구 감소 시 방  항생제의 사용이 필요한지, 방  

colony stimulating factor (이하 CSF)의 사용이 필요한 지, 한 호 구 감소 시 발열이 발생한 경우(febrile neu-
tropenia, 이하 FN) 경험  항생제  CSF의 사용 등에 해 증례를 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Ⅱ. 증    례

65세 남자 

6개월간 지속된 신쇠약감, 체  감소, 상복부 동통 

Mucinous advanced gastric cancer with paraaortic and left supraclavicular lymph node metastasis

Docetaxel, CDDP, 5-FU를 병합하여 첫 번째 고식  항암치료를 시작하 다. 환자는 첫 번째 항암치료 후 

퇴원하 고, 퇴원 1주일에 외래에서 시행한 CBC 상 WBC 2,500/mm3, ANC 600/mm3
으로 3등 의 호 구 감

소증이 발생하 다. 발열은 없었으나 하루 2-3회의 설사가 동반되었고, 식욕 하를 호소하여, 입원을 권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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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CI grading of Hematologic toxiticy (NCI Common Toxicity Criteria, Version 3.0)11

Blood Element Grade 1 Grade 2 Grade 3 Grade 4

Neutrophils (/μL)  1,500 to LLN  1,000-1,500    500-1,000 <500

Platelets (/μL) 75,000 to LLN 50,000-75,000 25,000-50,000 <25,000

Hemoglobin (g/dL)     10 to LLN  8.0 to 10.0    6.5-8.0 <6.5

Leukocyte (/μL)  3,000 to LLN  2,000- 3,000  1,000- 2,000 <1,000

LLN: Lower limit of normal

<토의> 이 환자에서 예방적 항생제 사용이 필요한가? 

2002년 발표된 미국 감염학회의 권고안에 따르면, 발열이 동반되지 않는 호 구 감소의 경우 방  항

생제의 사용은 추천되지는 않는 것이 일반 이다.3 하지만 이 권고안의 발표 이후, 항암치료로 인해 호 구 

감소증이 발생한 경우 방  항생제의 임상 으로 도움이 되는가에 한 많은 연구가 있었고, 아직 의견에 

차이가 있는 상태여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4 Grafter 등은 95개의 무작  연구에 한 meta-분석

을 통해 방  항생제 사용이 호 구 감소증 환자의 사망률을 감소시키며(relative risk for death 0.67, 95% 
CI 0.55-0.81), 특히 방  항생제로 fluoroquinolone을 사용한 경우에는 비교 험도가 0.52 (95% CI 0.35- 
0.77)로 사망률 감소가 더욱 명확하 다고 보고하 지만, 항생제- 항성 균주의 colonization이 증가되는 경향

을 보 다.5 이 meta 분석에 이어 2개의 규모 무작 배정 조군 연구가 이루어 졌는데, 호 구 감소증이 

발생한 환자에서 levofloxacin을 방 으로 경구 투여함으로써, 약을 투여한 군에 비해 발열이 동반되는 

치명 인 감염의 발생빈도를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출 수 있었으며, 사망률 역시 방  항생제 사용군에

서 더 낮은 경향을 보 다고 보고하 다.6,7 방 으로 항생제를 사용하면 항생제- 항성 균주의 colonization
의 증가되어, 차후 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감염증이 항생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

지만, 2007년에 이루어진 한 meta 분석에서는 방  levofloxacin 투여가 항생제-내성 균주의 감염률을 증가

시키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있다.8 하지만 감염학회 측의 권고안을 무시할 수 없고, 아직 방  항생제 사용

의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에 발열이 동반되지 않은 호 구 감소증에 한 방  경구 

fluoroquinolone의 사용을 일반 으로 권유할 수는 없는 상태이지만, 항암치료 후 호 구 감소증과 동반될 수 

있는 구내염, 설사 등으로 인해 세균에 한 막의 방어능력이 손상되었다고 단되는 경우에는 방  항

생제 사용을 권유할 수 있다.9,10

<토의 > 다음 주기의 항암 치료에서의 적절한 용량 조절은? 

항암치료  항상 주의해야 하는 액학  독성에 한 NCI 독성등 은 Table 1과 같다.
일반 으로 액학  독성(호 구감소증, 소 감소증 등)에 한 항암제의 용량 조 은 grade 2 이하의 

독성에서는 다음 주기의 용량조 이 필요치 않고, grade 3 이상의 독성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주기 항암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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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원인 약제의 용량을 25% 감량하며, grade 4의 독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용량의 50%를 감량하는 것으로 권

고한다.
만약 2등  이상의 호 구감소증이 다음 주기를 시작하는 제1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ANC <1,500/mm3), 

정된 치료 스 을 1주씩 연기하도록하며, 만약 2주가 지나도 호 구 감소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원인

약제의 사용을 단하도록 한다. 
환자는 두 번째 주기에 25%의 용량을 감량하여 Docetaxel/CDDP/FU 항암요법을 지속하 다. 두 번째 항암

치료 1주일 후 외래에서 시행한 CBC 상 ANC 400/mm3
로 grade 4 호 구 감소가 찰되었으며, 38.5℃의 발열을 

보 다. 이 환자의 가장 한 조치는? 

<토의> 경험적 항생제를 사용한다면 어떤 항생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호 구 감소와 감염과의 연 계에 해서는 잘 알려져 있고,1 이런 경우 감염이 빨리 진행하므로 호

구 감소가 있는 환자에서 발열이 있는 경우 원인균이 밝 지기 에 경험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12 FN (febrile neutropenia) 환자의 50%에서 감염이 있고, ANC 500/ul개 이하의 심한 호 구 감소인 

경우에서는 20%에서 균 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 기에는 염증 반응이 부족하여 임상 으로 명확한 

감염이 나타나지 않는다.13 
감염의 가장 흔한 경로는 소화기계, 폐, 피부이며 이곳을 통해 병원균이 침범하는데, 가장 흔한 원인균은 

그람 음성 간균  Escherichia coli, Klebsiella pneumoniae, Pseudomonas aeruginosa, 그람 양성 구균인 Staphy- 
lococcus and Streptococcus, Enterococcus 등이다.13,14 최근 경험  항생제의 범  사용으로 가장 흔한 원인균

이 독한 그람 음성균에서 그람 양성 균, 진균 등으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다.15 미국 감염학회에서는 암환

자의 FN에서는 일부 험군을 제외하고는 입원하여 정맥으로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을 표  치료로 권고

하고 있다.14 항생제는 각 기 의 감염형태, 항생제 감수성, 환자의 요소(약제 알 르기, 신기능 등)를 고려하

여 신 하게 선택해야 한다. 더욱이 입원하게 되면 다른 병원균에 노출되며, 원내 감염의 험도가 증가하여 

입원한 FN 환자의 사망률은 8%로 높다.16

경험적 항생제의 전반적 치료 원칙 

가능한 빨리 범  항생제를 충분한 용량으로 경험 으로 사용한다. 기 연구에서는 항생제 사용의 지

연이 70% 사망률을 일으킨다고 보고하고 있다.17 
① 첫 번째 항생제는 환자의 병력, 증상, 최근 항생제 사용력, 배양검사 결과, 각 기 의 원내감염 양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18 
② Bactericidal 한 약제를 선택하여 IV line은 다른 line으로 투여한다.
③ 임상 반응  균 배양 결과를 주의 깊게 찰하여 한 시간에 치료를 수정한다.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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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IDSA guidelines for the use of antimicrobial agents in neutropenic patients with cancer: executive 
summary 22

1) Initial antibiotic therapy 

   Monotherapy: Cefepime or ceftazidime or imipenem or meropenem 

   Dual therapy: Aminoglycoside plus antipseudomonal beta-lactam (cefepime or ceftazidime), or carbapenem 

   Vancomycin should be added to either monotherapy or dual therapy if criteria are met* 

   Oral therapy (only for low-risk adults): Ciprofloxacin plus amoxicillin-clavulanate

2) Afebrile within first three to five days of treatment 

  (1) If etiology identified: Adjust to most appropriate treatment 

  (2) If no etiology identified: 

        Low risk: Change after 48 hours to oral antibiotics 

         (ciprofloxacin/amoxicillin-clavulanate [adults], cefixime [children]) 

        High risk: Continue same antibiotics 

3) Persistent fever during first three to five days of treatment 

  (1) Reassess on day three 

        If no change: Continue antibiotics; stop vancomycin if cultures are negative 

        If progressive disease: Change antibiotics 

        If febrile after day five: Consider adding an antifungal drug or without antibiotic changes 

4) Duration of antibiotic therapy 

  (1) Afebrile on day three: 

        If absolute neutrophil count ≥500/µL for 48 hours: Stop antibiotics long as there is no site of infection 

or positive cultures 

        If absolute neutrophil count <500/µL by day seven: 

           Low risk: Stop when afebrile for five to seven days 

           High risk: Continue antibiotics 

  (2) Persistent fever: 

        If absolute neutrophil count ≥500/µL: stop four to five days absolute neutrophil count is ≥500/µL and 

reassess 

        If absolute neutrophil count <500/µL: Continue for two more weeks, and stop if no disease sites 

*vancomycin: 저혈압, 심혈관계 기능이 손상되었을 때, 도관에 관계된 감염이 의심될 때, MRSA가 의심 시, 혈액 

배양검사에서 그람 양성 균이 자라는 경우

경험적 항생제 

경험  항생제를 사용 후 5일이 지나서도 확실한 감염의 원인을 찾지 못했는데 열은 있는 경우21

① 환자가 안정되어 있고 호 구 감소는 5일 이내 좋아질 것으로 기 되면 처음 사용한 항생제를 계속 

유지하고 

② 증상이 계속 나빠지거나, 새로운 합병증이 발생(typhilitis로 인한 복통, 막 병변의 새로 발생, 폐 침윤 

소견이 발생, 약제 독성 등)한 경우에는 항생제를 바꾸거나 추가 

③ 호 구 감소증이 5-7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기 되는 경우 항진균제를 추가 한다.

항생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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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eftazidime과 aminoglycoside를 병용하여 투여하 으나, 3일이 지나도 ANC는 100개/mm3, 발열은 지속되

었으며, 환자는 압과 O2 saturation이 감소되었으며, 흉부 X-ray에서 infiltration이 증가하는 소견을 보 다. 
IV line은 특별한 염증 소견을 보이지 않아 imipemem으로 항생제를 바꾸었다. 5일이 지나도 환자의 ANC는 

증가하지 않았고 발열도 지속되었으며, 환자의 호흡수가 증가하여 인공호흡기를 유지하 다. 이때 환자에게 

항진균제를 추가하 다. 한 iv globulin을 5일간 사용하 다. 항진균제 투여  iv globulin 투여 3일 후 열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 으며 ANC도 증가하 다. 열이 완 히 떨어지고, 5일 뒤 항생제를 단하 다. 그 지

만 환자는 식욕 하, 신 쇠약감으로 거동을 할 수가 없을 정도 으며, 입원 1달째에 휠체어에 의존하여 다

닐 수 있는 정도 다. 더 이상의 항암화학요법을 하지 못하고 경과 찰 이다. 

<토의> 호중구 감소의 위험인자는 무엇이며 FN의 고위험군은 어떤 경우인가?

호 구 감소의 측 인자는 환자의 요소와 항암제 종류에 의해서 결정된다. 
첫째 환자의 측면에서는 암의 종류, 병기, 치료  건강 상태, 동반되는 질환 유무, performance status, 연

령 등이다. 
둘째 항암제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2009년 NCCN guideline에서는 항암제 종류에 따라 고 험군, 

간 험군, 험군으로 분류하 는데, 그  소화기 항암제만 따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Chemotherapy regimens with an high-risk of febrile neutropenia (>20%) 

Esophageal and Gastric cancer: Docetaxel/cisplatin/fluorouracil

Pancreatic cancer: Gemcitabine/Docetaxel 

Chemotherapy regimens with an intermediate risk of febrile neutropenia (10-20%) 

Colon cancer: FOLFOX

Esophageal cancer: Irinotecan/Cisplatin, Epirubicin/cisplatin/5-FU (capecitabine)

 

<토의> 예방적 CSF 등의 투여가 필요한가? 어떤 경우에 CSF 투여가 필요한가?

1. G-CSF/GM-CSF 

내인성 G-CSF는 호 구의 성숙을 유도하고 호 구의 기능을 증가시킨다. G-CSF knock-out mice에서는 호

구 감소는 심하지만, 다른 lineage의 감소는 경미하다. 내인성 G-CSF와 glycosylation이나 protein sequence의 

차이를 가지는 G-CSF가 재 사용 가능하다. Filgrastim은 endogenous G-CSF에 N-terminal에 methionine을 추가

한 것으로 IV or SC injection하며, 반감기는 3.5시간이다. Pegfilgrastim은 peglylated 형태로 반감기가 15-80시간

이므로 항암 주기 동안 한 번만 투여하면 된다. glycosylated recombinant human G-CSF인 lenograstim, N-terminal 
mutated recombinant G-CSF인 nartograstim 등이 승인받은 약제이다.  

GM-CSF는 성구, 단핵구, 호산구 등의 다양한 cell lineage의 성장과 분화를 향상시킨다. 
Sargramsotim은 임상에서 사용이 승인된 recombinant GM-CSF로 반감기가 2.7시간이다. Moltgramostim, re-

gramostim 등이 몇몇 나라에서 사용 가능한 약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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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tropenic event risk ASCO 2006 EORTC 2006 NCCN 2006

High Use CSF >20% Use CSF >20% Use CSF >20%

Intermediate Recommend <20% (with 

risk factors)

Consider CSF

10–20% with risk factors Consider CSF

Low Not further specified CSF is not recommended 

<10%

CSF is not recommended 

for most patients <10%

ASCO,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EORTC, European Organization for Research and Treatment of 

Cancer; CSF, colony stimulating

factor; NCCN,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Modified with permission23

2. CSF의 부작용 

20-30%에서 근육통 는 골통(bone pain)을 호소하는데, 이는 골수에서 myeloid cell의 격한 증식 때문이

며, 발열, 발진 등도 발생한다. 피곤감, 설사, 주사 부  반응, 부종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GM-CSF에 비해 

G-CSF에서 발생 빈도가 다.  sargramostim에서는 호흡곤란이 발생하는데, 이는 과립구가 일시 으로 폐

에 축 되어 야기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Moltgramostim의 부작용이 sargramostim보다 좀 더 안 좋은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CSF를 장기간 사용 시 드물게는 무증상의 비장비 와 비장 열이 발생한다.
CSF의 장기간 사용에 한 부작용에 한 보고에서 유방암 수술 후 보조화학요법을 받은 2,545명의 환자

에서 AML/MDS의 발생이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고, Relling 등도 성 림 구성 소아환자의 치료 시 G-CSF
를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 했을 때 AML/MDS의 발생이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어서 CSF
의 사용시 의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3. 고형암 환자에서 호중구 감소와 연관된 CSF  

1차 방: 첫 번째 항암치료 후 FN을 없어도 CSF를 사용하는 것 

2차 방: 이  항암치료 후 FN을 경험한 경우에 다음 항암 치료 후 즉시 투여하는 것 

치료  투여: FN의 기간을 감소시키고 감염의 경과를 향상시키기 해 투여하는 것 

1) CSF의 1차 예방적 사용에 대한 최근 guideline 

ASCO는 2006년에 연령, 질병의 특성, 항암제의 골수 억제 정도 등을 고려하여 FN의 고 험군에서 CSF의 

1차 방  사용을 추천했다. 고 험군의 정의는 FN의 빈도가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조정되었다.23

NCCN과 EORTC에서도 거의 비슷한 guideline을 제시했다.

2) Secondary prophylactic use of CSFs to prevent Recurrence of FN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guideline과 달리 2차 방 목 의 CSF 사용이 임상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 연구된 바에 의하면 이 에 FN을 경험한 경우에 2번째 FN의 험도가 증가 한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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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ASCO에서는 다음 치료가 늦어지거나, 용량의 감량하여 생존에 향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해서 방 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NCCN에서는 이 의 항암치료 후 

FN이 발생했다면 CSF 사용을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3) Treatment of FN patients with CSFs 

FN환자에서 항생제 사용에 더하여 CSF 치료를 하는 것의 효과에 해 메타분석을 시행한 결과로
24 13개

의 무작  연구에서 1,518명의 환자를 평가한 것으로 체 사망률은 CSF 사용 유무에 계없이 차이가 없었

으나 입원기간(HR=0.63, 95% CI, 0.49-0.82), 호 구 회복시간(HR=0.32, 95% CI, 0.23-0.46)으로 짧아졌다. FN
환자에서 감염의 고 험군은 ANC가 100/mm3

이하이면서 10일 이상 지속될 때, 원발 질환이 조 되지 않고 

있는 경우, 폐렴, 압, 다발장기 기능 부 , 침습  진균 감염증  입원 인 경우이다. ASCO에서는 이

런 경우 CSF 치료를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25 EORTC에서는 한 항생제 치료에도 치명 인 감염이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26

Ⅲ. 결    론

이상에서 항암 치료 후 발생하는 호 구 감소의 험인자와 febrile neutropenia에서 항생제 사용, CSF 사
용에 해 주로 2006년의 ASCO, EORTC, NCCN guideline을 요약하 다. FN의 고 험군(>20%)에서는 방  

CSF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재 고형암에서는 방  CSF 사용이 보험에서 인정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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