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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sis and Other Gastrointestinal Dysfunction

가톨릭 학교 의과 학 내과학교실

정      대      영

I. 서    론

암질환과 항암 화학요법에 련되어 발생하는 장 의 부작용은 구토와 오심, 장  막의 손상, 약물

이나, 암종의 이에 의한 장마비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장  증상들은 환자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차 감염이나 양상태의 이상 등을 래하여 암 환자에서 부가 인 비용과 질병의 이환, 사망을 

일으킨다. 특히 항암화학요법에 병발하여 나타나는 오심과 구토는 환자의 삶의 질은 하시키고 치료의 순

응도를 낮추는 매우 심각한 요인  하나이다. 한 구토와 오심 자체가 사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을 뿐 아

니라, 식욕의 감퇴, 양 결핍과 함께 정신   사회  기능을 축소시키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행

능력의 하를 일으키게 된다. 그 외 식도 열상이나 복부 수술창의 합 열개(dehiscence) 등의 물리  손상은 

항암 화학요법의 심각한 장애가 된다.
항암화학요법에 따른 구토와 오심의 발생 빈도와 강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향을 받는다. 약물의 특

성, 약물의 용량, 약물의 투여 경로와 투여 주기, 나이나 성별, 이  약물에 한 부작용의 경험이나 알코올

등의 다른 약물의 복용 경험 등 개인  감수성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 구토의 발생보다는 오심

의 경험이 더 흔하지만, 구토와 오심의 체 발생 빈도는 체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경우의 70-80%이며,1,2 
실제 약물 투여와 련 없이 기  오심이다 기  구토증도 10-44%에서 발생한다.3,4 본 강좌에서는 구토와 오

심을 포함한 소화기 항암 화학요법  발생하는 장  부작용에 한 실제  처를 알아보기로 한다.

II. 증    례

증례 1. 56세 남자. 전이성 위암(T3N2M1) 진단. 항암화학요법 예정

상황 1) 항암제제의 선택에 따라 예상되는 구토와 오심의 발생은 어떠한가?

항암화학요법에 의해 발생하는 구토와 구역의 원인은 아직 그 기 이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구토와 

구역의 생리  경로를 차단하는 다양한 약제를 이용하여 항암화학요법에 따른 구역과 오심은 조 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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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metogenic potentials of chemotherapeutic agents* 

고위험군

(90% 이상)

Carmustine >250 mg/㎡ 

Cisplatin 50mg/㎡ 

Intravenous agents: 

Cisplatin 

Cisplatin

며 항암제는 구토가 발생하는 생리의 여러 단계  추 신경계의 신경 달물질의 분비와 장 의 화학수

용체의 자극을 통하여 구토를 유발할 것으로 생각된다. 생리 으로 구토 반응은 추신경계의 연수(medulla)
에 치하고 있는 구토 추에서 조 되며, 구토 추에는 histamine H1-수용체와 muscarinic cholinergic 수용

체가 존재하며, 4방향에서 구심성 정보(afferent imput)를 달받는다. 첫 번째는 장 으로부터 시작하는 구

심성 미주신경(vagal)과 splanchnic fiber이다. 장 에는 5-HT3 수용체가 량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장 의 

팽창, 막이나 장막의 자극, 감염원, 독소 등에 반응하여 EC (enterochromaffient) 세포 등에서 분비되는 5-HT 
(hydroxy tryptamin)에 반응하여 구토나 설사의 반응을 매개 한다. 두 번째는 정계(vestivular system)로부터 

시작하는 신경 섬유로 여기에는 histamine H1 수용체나 muscarinic cholinergic 수용체가 존재하여 정계의 자

극 신호는 구토 추로 달된다. 세 번째는 고등  추 신경계(higher CNS)로서 후각, 시각, 감정 등의 경

험이 구토 추를 직  자극할 수 있다. 네 번째 경로는 area posterema에 존재하는 화학수용체 방아쇠구역(che 
moreceptor trigger zone)으로 시작하며, 이 역은 뇌 류장벽(brain blood barrier)의 외부에 치하여 opioid, 세로

토닌 5-HT3, neurokinin 1 (NK 1), dopamine D2에 한 수용체를 통하여 다양한 약제, 항암화학제제, 독소, 
산소증, 요독증, 산 증, 방사선 등에 반응하고, 이러한 신호를 구토 추에 달하여 구토의 운동이 발생 하

도록 한다. 활성화된 구토 추는 원심성 신호를 통하여 타액을 분비시키고, 뇌신경을 조 하고 복근과 호흡 

운동을 조 함으로서 구토 운동을 발생시킨다.5 이러한 신경 신호 달과정에서 다양한 화학수용체가 작용을 

하게 되며, serotonin은 장 과 추신경계에서 구토와 련되어 가장 추 인 신경 달물질로서 역할을 

한다. 그 외 dopaimine 수용체, acethylcoholine, corticosteroid, histamine, cannabinoid, opiate, neurokinin (NK-1) 수
용체가 구토 추와 정(vestibular) 추에서 구토에 여한다. 

항암화학요법에 따른 구토와 오심의 발생은 일차 으로 항암제 자체의 특성에 의존하며, 개별 항암제의 

구토유발성(emetogenecity)에 한 정의와 기 에 하여 여러 가지 제안이 있다. 미국의 NCCN 치침에서는 

이 의 다른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4단계로 구토 유발성을 분류하여 고 험군(high emetic risk)는 90% 이상

의 환자에서 성 구토/오심을 경험하는 경우, 등도 험군(moderate emetic risk)는 30%에서 90%의 환자에

서 성 구토/오심을 경험하는 경우, 험군(low emetic risk)는 10%에서 30%의 환자가 성 구토/오심을 경험

하는 경우, 최소 험군(minimal emetic risk)는 10% 미만의 환자가 성 구토/오심을 경험가는 경우로 분류하

고 있다.11-13 이러한 구토유발성은 약물에 따라 차이가 있어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가 가능 하다(Table 1).
따라서 진행성 암의 항암 화학요법에서 사용되는 약제에 하여 cisplatin을 근간으로 하는 복합 화학요

법은 구토 유발의 고 험군 약제로서 90% 이상에서 구토가 발생할 것으로 측할 수 있다. 진행성 장암의 

화학요법에서 사용되는 oxaliplatin과 irinotecan은 등도의 구토유발성으로 약 30%에서 90%에서 구토가 발생

할 것으로 상이 가능하다. 췌장암과 담도암에서 사용되는 gemcitabine과 장암에서 －oxaliplatin과 함께－ 

투여되는 capecitabine, 식도암과 암에서 투여되는 docetaxel은 30% 이하에서 구토가 발생하는 험군 약

제이며 vinorelbine과 fluorouracil은 10% 미만에서 구토가 발생하는 최소 험군 약제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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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emetic risk, level 5

(>90% frequency of emesis)*
Cyclophospamide >1,500mg/m2 

Dacarbazine 

Mechlorethamine 

Streptozocin AC 

combination defined as 

either. doxorubicin or 

epirubicin with 

cyclophosphamide

Streptozocin 

Cyclophospamide >1,500mg/m2 

Dacarbazine 

Oral agents: 

Hexamethylmelamine 

Procarbazine

중등도위험군

(60-90%) 

Moderate emetic risk, level 4

(60-90% frequency of emesis)*

Amifostine >500 mg/㎡ 

Busulfan >4 mg/d 

Carboplatin Carmustine ≤ 250mg/㎡ 

Cisplatin <50 mg/㎡ 

Cyclophosphamide >750 

mg/㎡ ≤1,500 mg/㎡ 

Cytarabine >1 g/㎡ 

Dactinomycin 

Doxorubicin ≥60 mg/㎡ 

Epirubicin >90 mg/㎡ 

Melphalan >50 mg/㎡ 

Methotrexate >1,000mg/㎡ 

Procarbazine (PO) 

Azacitidine주1)

moderate 

(emetic risk between 30-90%) 

Intravenous agents: 

Oxaliplatin

Cytarabine >1gm/m2 

Carboplatin Ifosfamide 

Cyclophosphamide < 1500mg/m2

Doxorubicin 

Epirubicin 

Daunorubicin

Irinotecan

high group

Dacarbazine 

Actinomycin-D 

Mechlorethamine 

Streptozotocin 

Hexamethylmelamine 

Carboplatin 

Cyclophosphamide 

Lomustine Carmustine 

Daunorubicin 

Doxorubicin 

Epirubicin 

Idarubicin 

중등도위험군 

(30-60%) 

Moderate emetic risk, level 3 

(30-60% frequency of emesis)*

Amifostine >300~≤500mg/㎡ 

Arsenic trioxide 

Cyclophosphamide ≤750mg/㎡

Cyclophosphamide (PO) 

Doxorubicin 20- <60 mg/㎡ 

Epirubicin ≤90 mg/㎡ 

Hexamethylmelamine (PO)

Idarubicin 

Ifosfamide 

Interleukin-2 > 12-15 million units/㎡ 

Irinotecan 

Lomustine 

Methotrexate 250-1,000 mg/㎡ 

Mitoxantrone <15 mg/㎡ 

Oxaliplatin >75 mg/㎡

Oral agents: 

Cyclophosphamide 

Etoposide 

Temozolomide 

Vinorelbine 

Imatinib

Cytarabine 

Ifosfamide

저위험군

(10-30%)

Low emetic risk, level 2 

(10-30 % frequency of emesis)*

Amifostine ≤300 mg 

Bexarotene 

Cytarabine (low dose) 100-200mg/㎡

Capecitabine 

Docetaxel 

Doxorubicin (liposomal) 

Etoposide 

Intravenous agents: 

Topotecan 

Gemcitabine 

Liposomal doxorubicin 

Mitoxantrone 

Docetaxel 

Paclitaxel 

intermediate group 

Irinotecan 

Mitoxantrone 

Paclitaxel 

Docetaxel 

Mitomycin 

Topotecan 



정대영: Emesis and Other Gastrointestinal Dysfunction

100

대한소화기항암학회

fluorouracil 

Gemcitabine 

Methotrexate > 50mg/㎡ < 250mg/㎡ 

Mitomycin 

Paclitaxel 

Pemetrexed 

Temozolomide 

Topotecan 

Cetuximab주1)

Etoposide 

Teniposide 

Pemetrexed 

Methotrexate 

Mitomycin 

Fluorouracil 

Cytarabine <100 mg/m2 

Bortezomib 

Cetuximab 

Trastuzumab 

Oral agents: 

Capecitabine 

Fludarabine

Gemcitabine 

Etoposide 

Teniposide

최소위험군 (10% 미만) 

Minimal emetic risk, level 

1 (< 10 % frequency of 

emesis)*

Alemtuzumab 

Asparaginase 

Alpha Interferon 

Bevacizumab 

Bleomycin 

Bortezomib 

Cetuximab 

Chlorambucil (PO) 

Cladribine 

Dexrazoxane 

Denileukin diftitox 

Fludarabine 

Gefitinib 

Imatinib mesylate 

Gemtuzumab ozogamicin 

Hydroxyurea 

Rituximab Melphalan (PO, low-dose) 

Methotrexate ≤50 mg/㎡ 

Pentostatin 

Trastuzumab 

Thioguanine (PO) 

Vinblastin 

Valrubicin 

Vinorelbine 

Vincristin 

Sunitinib 

Thalidomide 

Sorafenib 

Dasatinib Decitabine

(개정 제2008-6호 ;2008.8.1시행)

Intravenous agents: 

Bleomycin 

Busulfan(not for high-does therapy) 

2-Chlorodeoxyadenosine 

Fludarabine 

Vincristin 

Vinblastin 

Vinorelbine 

Bevacizumab 

Oral agents: 

Chlorambucil 

Hydroxyurea 

L-Phenylalanine mustard

6-Thioguanine 

Methotrexate 

Gefitinib

low risk group 

Vinorelbine 

Fluorouracil 

Methotrexate 

Thioguanine 

Mercaptopurine 

Bleomycin 

L-asparaginase 

Vindesine 

Vinblastin 

Vincristin 

Busulphan 

Chlorambucil 

Melphalan 

Hydroxyurea 

Fludarabine 

2-Chlorodeoxyadenosine 

Tamoxifen

*2009년도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상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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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 2. 63세 여자. 전이성 위암. FP regimen으로 1차 항암 주기

상황 1) 항암화학요법 제제로 FP regimen이 선택된 환자에서 예상되는 구토와 구역의 적절한 대처는 가능한가? 

(1) 구토와 오심의 일반적 대처

구토와 오심의 일반  처로서 구토와 오심의 증상을 유발하는 약물의 투여 1시간에서 2시간 에는 음

식의 섭취를 피하도록 한다. 음식은 환자의 개별  선호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양학 인 이유 

등으로 인해 원치 않는 음식을 권하는 것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음식의 양은 되도록 은 양을 여러 

번에 나 어 먹는 것이 도움이 되며, 공복감은 구토와 오심의 증상을 악화 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도록 한다. 
음식의 특성에 따라 향이 강한 음식, 지방분이 많거나 튀긴 음식, 무 달거나 매운 음식도 오심과 구토를 

유발할 수 있다. 수분이 많은 음식에 비해서는 건조한 음식, 즉, 시리얼 등이 구토와 오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덜 하며 음식의 온도도 상온의 음식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물은 식후 팽만감을 증가시키므로 식사 후로 한

시간 동안은 피하도록 한다. 빨 를 이용하여 마시는 것이 실제 음용량을 일 수 있으며, 온도는 상온의 것

이 당하다. 음식과 같이 향이 강하거나 특이한 맛이 있는 음료는 오심과 구토를 악화 시킬 수 있다. 

(2) 구토와 오심에 대한 약물 치료 

구토와 오심에 한 약물 치료의 목표는 구토/오심의 발생을 방하는 것이다. 따라서 항구토제의 투여 

시 은 항암제의 투여에 선행하여 30분에서 1시간 에 투여하도록 하며, 첫 24시간 동안 항구토 효과가 지

속되어야 한다. 투여되는 약물의 경로는 경구와 정맥주사가 효과에서 차이는 없는 없으나, 환자의 임상  상

황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되어야 한다. 즉, 성 구토를 하는 환자이거나 경구 섭취가 불가능한 환자에서

는 정맥 주사를 선택하는 것이 합당하며 항구토제의 제제별 독성과 부작용, 이  약물에 한 반응 등을 고

려하여야 선택되어야 한다. 항구토제의 투여 기간은 투여되는 항암제의 구토유발 험도에 따라 결정하는데 

한 가지 이상의 복합화학요법을 하는 경우 가장 구토유발성이 높은 약제를 기 으로 한다. 구토유발성이 고

험군 는 등 도 험군인 경우 항암제 투여 후 발생하는 오심과 구토는 3-4일 동안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에 항구토 치료는 3-4일 동안 충분히 시행되어야 한다. 

(3) 급성 구토와 오심에 대한 항구토제의 임상 적용

성구토의 방을 해서는 항암제의 투여  항구토치료를 시작하여야 하며, 첫 24시간 동안 항구토효

과를 지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험 구토유발성 항암제를 사용하는 경우 항구토치료는 제1일 “aprepitant + 
dexamethasone + 5-HT3 수용체 길항제 ± lorazepam ± H2RA”를 병합 투여하고 2-4일간 용량을 조 하여 투여 유

지하는 것이 권장된다. Aprepitant의 경구 용량은 제1일에는 125 mg을 투여하며 2일과 3일에는 80 mg을 투여

한다. Aprepitnant를 투여하는 경우 dexamethasone은 12 mg의 용량으로 경구 는 정맥 주사한다. 5-HT3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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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길항제인 ondansetron, granisetron, dolasetron, palonosetron은 성 구토의 억제 효과는 비슷하지만, 지연성 

구토의 조 을 해서는 5-HT 수용체 길항제는 palonosetron이 선호된다. Lorazepam은 0.5-2.0 mg의 용량으로 

매 4시간 는 6시간마다 제1일부터 4일까지 투여하며, 투여경로는 경구, 정맥, 설하 투여가 모드 가능하다.
등도 험군의 항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일 “dexamethasone + 5-HT3 수용체 길항제 ± lorazepam ± 

H2RA”를 병합 투여한 후 2-3일에는 단일 제제를 투여하는 것이 추천된다. Aprepitant의 병합은 carboplatin, 
cisplatin, doxorubicin, epirubincin, ifosfamide, irinotecan, methotrexate 등의 고- 등도 구토유발 항암제의 투여 

시 고려되어야 한다. 2일과 3일은 lorazepam에 병합하여 aprepitnant나, dexamethasone, 는 5-HT3 수용체 길항

제  하나를 사용한다. 단 palonosetrone은 제2-3일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험군 구토유발성 항암제의 투여 시에는 dexamethasone이나 metoclopramide, procholothiazine을 단독 투

여하고 돌  구토/오심이 있는 경우 추가치료(rescue therapy)를 시행한다. Prochlothiazine이나 methclopramide를 

투여하는 경우 추체외로 증상인 dystonia의 발생에 주의하여야 하며, dystonia의 발생 시 diphenhydramine 25- 
50 mg을 경구 는 정맥 주사로 매 4시간 는 6시간마다 투여한다(Table 2).

Table 2. 국내 급성 구토의 약물요법 권고안(2009년도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상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Emetogenic potential Anti-emetics 관련근거

High

(> 90 % frequency of emesis)*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 + 

corticosteroid
ASCO

Aprepitant1) +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 

+ corticosteroid

(신설 제2007-3호 : 2007.4.1시행)

NCCN, ESMO

Moderate

(30- 90 % frequency of emesis)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 + 

corticosteroid
ESMO, ASCO 

Low

(10-30 % frequency of emesis)
A single agent such as a corticosteroid ESMO, ASCO

Minimal

(10% 미만)
No routine prophylaxis ESMO, ASCO

주 1. Aprepitant

-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상기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의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고시【제2006-68호

(’06.8.29)】에 따라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중등도의 구토를 유발하는 항암화학요법의 초기 및 반복 치료에 

의한 오심 및 구토의 예방에 사용 시)

- 타 항구토제와 달리, corticosteroid 및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와 병용하여 단기간 투여토록 허가받

은 약제이므로, 식약청 허가사항의 용법·용량을 참조하여 투여함을 원칙으로 함. (신설 제2007-3호:2007.4.1 시행)

(4) 지속되는 구토에 대한 약물 치료(지연성 구토) 

지연성 구토 치료의 가장 좋은 방법은 방이다. 고등  구토유발성 항암제를 사용하는 경우 방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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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구토의 유형과 정의 

유형 정        의 

급성 구토(acute emesis) 항암제의 투여 후 수분에서 수 시간 안에 발생하고 대개 24시간 안에 해소된다. 

지연성 구토(delayed-onset emesis) 항암제의 투여 후 24시간 이후에 발행하는 구토와 오심 증상으로 cisplatin, 

carboplatin, cyclophosphamide, doxorubicin제제에서 흔하게 나타난다. 

예기성 구토(anticipatory emesis) 항암제의 투여 전 구토와 오심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전 항암제 투여 

시 발생한 구토 증상 경험에 따른 조건 반사 현상이다. 

돌파성 구토(break through emesis) 예방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구토

난치성 구토(refractory emesis) 항구토제의 예방적 투여가 실패한 경우 다음 주기의 치료 동안에 발생하는 구토 

료는 항암약제의 투여기간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항구토제는 2-3일간 투여 주기의 종료시 까지 

투여된다. 등도의 구토유발성 항암제를 사용하는 경우 항구토제의 종류에 따라 투여 기간은 달리한다. 
Palonosetron의 경우 제1일에만 투여해도 충분하지만 aprepitant는 제1일 투여 후 2일과 3일에도 투여하여야 한

다. Dexamethasone이나 5-HT3 수용체 길항제의 투여도 가능한 선택이다.

상황 2) 환자는 항암화학요법 FP regimen 1주기의 제1일부터 5-HT 3수용체 길항제인 granisetron과 dexamethasone을 

정맥 투여하였으며 2일간 경구 granisetron을 사용하는 중 구토의 증상은 지속되었다. 고려해야 할 상황은 무엇인가? 

(1) 구토의 양상과 형태에 따른 분류

화학요법에 의해 발생하는 구토/오심은 성, 지연(delayed), 기성(anticipatory), 돌 (breakthrough), 난치성

(refractory) 구토/오심으로 구분된다. 성 구토/오심은 항암제의 투여 후 수분에서 수시간 내에 발생하여 

개 24시간 안에 해소 된다. 성 구토/오심의 강도는 개 5시간에서 6시간 사이에 최고조에 이른다. 증상의 

정도는 환자의 나이가 을수록(50세 미만), 여성일수록 심하며, 반 로 이  음주의 경험이 있는 경우 구토

의 조 이 용이하고, 약물을 투여 받는 환경, 이 의 구토와 오심의 경험에 의해 향을 받는다.6,7 지연성 구

토/오심은 항암제 투여 24시간 이후 발생하여 48시간에서 72시간 동안에 가장 심하고 3일 이후 해소되지만 6
일에서 7일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지연성 구토/오심을 일으키는 흔한 약제는 cisplatin, carboplatin, cyclo-
phosphamide, doxorubicin이 표 이다. 기성 구토/오심은 항암제의 투여 24시간 에 증상이 발생하는 것

으로 이  항암제 투여 시 발생한 심한 구토/오심의 부정  경험에 의한 조건 반사이다. 따라서 항암제의 투

여 환경에 향을 받으며, 나이가 어릴수록 심하고 항구토제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체 으로 

기성 구토/오심의 빈도는 약 18%에서 57%에 이르며 구토보다는 오심이 흔하다.8 돌 (breakthrough) 구토는 

방  항구토제를 투여한 경우에 발생하는 구토/오심의 증상으로 추가 인 치료(rescue therapy)가 필요하다. 
난치성 구토/오심은 이  항암제 투여 주기에서 방  항구토제 투여와 추가치료(rescue therapy)에 실패한 

경우 다음 주기에 발생하는 경우이다(Table 3).

(2) 구토를 일으키는 항암제 이외의 고려해야 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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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ssessment of nausea and vomiting 

Nausea Vomiting

NCI-CTC grade ver 2.0

0 None None

1 Able to eat 1 episode/24 hours

2 Oral intake significantly decreased 2-5 episodes/24 hours

3 No significant intake, requiring IV fluids ≥ 6 episodes /24 hours, or requiring IV fluids

4 Requiring parenteral nutrition or intensive care

Likert score

1 None None

2 Mild Mild

3 Moderate Moderate

4 Severe Severe

구토를 호소하는 환자에서 항암제 외 감별해야 할 원인으로 장폐쇄, 장마비, 정기능이상(dysfunction), 
뇌 이, 해질불균형(고 당, 고칼슘 증, 나트륨 증), 요독증, 심인성 요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 

구토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로 마약성 진통제, 항생제, 기 지확장제 등의 사용에 한 확인이 필요하다. 

(3) 돌파 구토의 치료 

실제로 돌 구토의 조 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도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다. 따
라서 환자의 요구에 의해 투여하는 PRN (pro re nata) 보다는 정규 계획에 의해 투여하는 것이 효과 이다. 
일단 발생한 돌 성 구토/오심은 다른 기 의 항구토제를 투여하여 조 하도록 하지만, 그 효과는 충분치 않

다.27 지속되는 구토와 오심으로 인해 경구 투여는 치 않으며, 직장 는 정맥을 통하여 항구토제를 투여

한다. 사용 가능한 약제는 도 민길항제인 metoclopramide, haloperidol, corticosteroid, lorazepam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최근 cannabinoid제제인 nailone이 FDA에서 승인되어 기타약제에 반응하지 않는 구토 증상에 사용이 가

능해 졌다 그러나 돌 성 구토에 해서는 실제 항암제 이외에 해질 불균형이나 탈수 등의 원인에 한 감

별이 요하며, 다음 주기의 항암 치료 에 뇌 이, 해질 불균형, 종양의 장  직  침습 등에 한 평가

가 필수 이다. 한 이 에 사용된 약제에 하여 효과가 치 않다면 약물의 체를 고려하여야 한다. 

상황 3) 환자는 구토증상이 하루 3-4회 일어나고 오심이 심하여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환자의 상태에 대한 

평가와 향후의 적절한 조치는 무엇인가? 

구토와 오심에 한 정도는 미국의 NCI 가이드라인의 CTC version 2.0에 따른 구분과 4단계의 Likert score로 
평가할 수 있다(Table 4).

구토와 오심의 정도에 따라 원인이 되는 항암제의 용량을 조 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Docetaxel,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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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 
－ Ondansetron 8mg po bid (or tid) 
± dexamethasone 4mg iv qd before RT starts 
or 
－ Granisetron 2 mg po qd before RT starts

pecitabine, oxaliplatin, gemcitabine, fluorouracil은 심각한 수 의 구토와 구역의 원인이 되지 않으나, TS-1의 경

우 NCI-CTC grade 3 이상의 구토와 오심이 있는 경우, cisplatin은 NCI-CTC grade 4의 구토와 오심이 있는 경우 

다음 주기에서 75% 는 50%의 감량이 필요하다. 

상황 4) 환자는 제2주기와 제3주기의 항암치료에서 동일한 정도의 구토와 구역 증상을 경험하였다. 제4주기의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는 투약 12시간 전부터 구역과 구토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환자에 대한 평가와 대책은 무엇인가? 

기성 구토는 항암제의 투여  구토와 오심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  항암제 투여 시 발생한 구토 

증상 경험에 따른 조건 반사 상이다. 기성 구토증의 가장 효과 인 치료는 매 주기마다 한 항구토제

의 투여로 구토증의 발생을 방하는 것이다. 기성 구토증은 행동치료로 일부 경과의 호 을 얻을 수 있으

며, 체계 인 탈감작(desensitization)도 도움이 된다.29 최면 치료는 행동치료의 일부로 용 될 수 있으며, 약
물 치료로 alprazolam 0.25-0.5 mg을 tid 경구 투여하거나 lorazepam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benzodiazepine
계열의 약물은 이후 용량을 차 증가 시키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일반 으로, 특히 고령의 환자에서 이러한 

benzodiazepine계열에 민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용량을 여서 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증례 3. 40세 남자. 진행성 식도암. 항암화학방사선 요법(FP 4 cycle + RT 50Gy)

상황 1) 중부 식도에 발생한 편평상피암으로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에서 항암화학방사선 요법을 시행하였다. 환자는 방사선 요법 

치료 2주 후 점차 심해지는 오심과 구토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환자의 증상에 대한 평가와 대처는 무엇인가?

방사선 치료에 의한 구토/오심 증상은 신 는 상복부의 방사선 조사를 받는 경우에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9,10 장 은 상피세포의 분화가 활발하여 방사선 조사에 매우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소장은 방사선 조사에 의한 손상에 매우 취약하다. 방사선 치료에 따른 구토/오심의 발생은 방사선 조사의 

총량이 많을 수록, 조사 면 이 넓을수록, 하루의 분할 조사량이 많을수록 빈도가 증가하며, 특히, 조 모세

포이식  시행되는 신조사에서는 구토와 오심 증상이 흔히 발생한다. 방사선 치료에 의해 유발된 구토/오
심의 방은 방사선의 조사 부 와 동반된 항암약제 투여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방사선 조사를 상

복부에 하는 경우 경구 ondansetron 8 mg bid 는 tid 투여는 약에 비교하여 구토 억제를 67%  45%로 우

월하게 할 수 있었다.28 Ondansetron에 dexamethasone 4 mg의 병합 투여는 일정 정도 구토 억제 효과를 증가 시킬 

수 있다. Granisetron 2 mg qd의 복용도 사용할 수 있다. 신조사를 하는 경우 항구토제는 ondansetron이나  

ganisetron을 투여할 수 있으며, dexamethasone의 병합 투여도 고려 할 수 있다. 다른 부 의 방사선 치료에서 

항구토제의 방  투여는 필요치 않다. 방사선 치료에 연 하여 나타나는 돌 성 구토증의 치료는 항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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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 돌 성 구토증의 치료 원칙과 동일하다.

항구토제의 종류 

항구토제는 다양한 신경학  경로에 작용하는 것으로 그 효과는 단독으로 는 상조 (synergistic)하게 작

용한다. 아직까지 구토가 일어나는 최종공통경로(final common pathway)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단
일제제 보다는 다양한 약제를 병합 투여하여 구토를 억제하는 것이 좀더 효과 이다.

가. 세로토닌(serotonin, 5-HT3) 수용체 길항제 

세로토닌수용체 길항제는 ondansetron, granisetron, dolasetron mesylate, palonosetron이 포함되며, 항암제에 

의한 성 구토/오심의 조 에 효과 이다.14-16 5-HT3 수용체 길항제는 악제간에 효능 효과가 유사하며, 안정

성과 부작용의 발생도 거의 동일하다. 약물의 투여 용량은 ondansetron은 8 mg을 정맥 주사 하거나 8 mg을 하

루 세 번 경구 투여할 수 있다. Granisetron은 경구 투여와 정맥투여가 가능할 뿐 아니라, 최근에는 경피 제제

가 사용 가능하다. 경구 granisetron은 2 mg을 투여하거나 정맥주사 때는 10 μg/kg를 정맥 주사하거나 2.0 mg을 

경구 투여할 수 있다. 경피용 granisetron patch는 34.3mg의 granisetron을 포함하고 있으며 항암제의 투여 약 

24-48시간 에 부작하게 된다. 고 험 는 등도의 구토유발 험을 가지고 있는 항암제 투여환자를 상

으로 한 최근의 2상 연구에서 경피 패취의 granisetron은 경구 투여와 비교하여 3일에서 5일 동안의 항 구토 효

과는 서로 동일하 다. Dolasetron은 1.8 mg/kg로 정맥투여하거나 200 mg을 경구 투여할 수 있다. Palonosetron은 
5-HT3 수용체에 한 결합 친화도(biding affinity)가 우수하여 기존의 약제, ondansetron, granisetron, dolasetron 
mesylate에 비하여 친화도는 약 100배에 이른다.15 부작용의 발생은 ondansetron과 doalsteron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약물역동학 으로 palonosetron의 반감기는 약 40시간으로 다른 약제에 비해 유의하게 길다. 따라서 일

회의 정맥 투여로 성 구토/오심의 조 뿐 아니라, 지연성 구토/오심의 증상을 조  할 수 있는 장 이 있

다.17 따라서 FDA에서는 등도의 구토유발 험이 있는 항암약제의 투여에서 성과 지연성 구토/오심의 조

을 하여 palonosetron의 단일 주사 용법을 승인하고 있다.17 그러나 항암제의 투여 기간이 긴 경우 약 2-3
일 후에 palonosetron의 반복 투여에 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4종류의 5-HT3 수용제 길항제는 여러 비교 임상의 결과 약물간 용량이나 투여경로, 투여 schedule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며, 부작용의 빈도는 매우 드물고 경미하 다. 특히 dexamethasone의 병합 투여는 5-HT3 수용체 

길항제의 효과를 증 시킬 수 있다.18 성 구토/오심의 증상은 ondansetron, granisetron, dalosetron, palonosetron
이 모두 효과 으로 조  가능하다. 그러나 지연성 구토/오심은 palonosetron의 정맥 투여가 유용하다. 지연성 

구토/오심의 방을 한 dexamethsone의 투여에 추가하여 5-HT3 수용체 길항제의 병용은 dexamethasone의 효

과를 증 시키지 않는다. 지연 구토/오심의 방을 한 prochloroperazine과 비교에서 palonosetron을 제외한 

다른 5-HT3 수용체 길항제는 우월성을 증명하지 못하 다.19

국내의 5-HT3 수용체 길항제의 투여 권고안에서는 약물의 투여는 항암제 투여 당일 투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투여기 과 용량에 해서는 식약청 허가사항 내에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지연형 구토에 해서는 식

약청 허가사항을 근거로 하여 ondansetron, tropisetron, ramosetron은 최  5일, dlaosetron은 최  4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단, ganisetron은 처방 일수를 유동 으로 하여 최  10정까지 여인정 하고 있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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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국내의 5-HT3 수용체 길항제의 추천 용량과 방법 권고안 (2009년도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상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snit
구토 유형(level) 1일 oral dose(mg) 1일 IV dose(mg) 근거

ondansetron

(소아 : 정제, 주사제 가능)

※소아의 경우 정제, 

주사 모두 RT에는 

허가 없음

- 16-24 8 ESMO

- 16 16 ATC DDD

High (5) 16-24 8-12(maximum 32) NCCN

moderate (3-4): day 1 16-24 8-12(maximum 32)

moderate (3-4): day 2-4 8 bid / 16 qd 8 (maximum 32)

breakthrough treatment 8 8

RT-upper abdomen 8 bid-tid - NCCN

RT-Total body irradiation 8 bid-tid -

chemotherapy and RT chemotherapy 시에 준함

granisteron

(소아: 주사제 가능- 

항암화학요법 관련 시)

- 2 1 ESMO

- 2 3 ATC DDD

High (5) 2 qd / 1 bid 0.01mg/kg (maximum 1mg) NCCN

moderate (3-4): day 1 1-2 qd / 1 bid 0.01mg/kg (maximum 1mg)

moderate (3-4): day 2-4 1-2 qd / 1 bid 0.01mg/kg (maximum 1mg)

breakthrough treatment 1-2 qd / 1 bid 0.01mg/kg (maximum 1mg)

RT-upper abdomen 2 - NCCN

RT-Total body 

irradiation
2(category 2B) 3(category 2B)

chemotherapy and RT chemotherapy 시에 준함

tropisetron (2세 이상 

소아 정제, 주사제 가능)

- 5 - ESMO

- 5 5 ATC DDD

dolasetron

(18세 이하의 소아 및 

청소년에게 경구제 및 

주사제 투여금지)

(개정 제2006-5호 : 

2006.5.19 시행)

- 100 - ESMO

High (5) 100 1.8mg/kg 혹은 100mg NCCN

moderate (3-4)：day 1 100 1.8mg/kg 혹은 100mg

moderate (3-4)：day 2-4 100 1.8mg/kg 혹은 100mg

breakthrough treatment 100 1.8mg/kg 혹은 100mg

- 200 100(소아 100) ATC DDD

ramosetron 항암화학요법에 의한 구토 0.1(증감) 0.3(증감) 일본의약품집

azasetron 항암화학요법에 의한 구토 10(최대15) 10(최대 20) 일본의약품집

 
나. NK-1 수용체 길항제 

Aprepitant는 추신경계에서 susbstance P가 NK-1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선택 으로 차단함으로서 다른 

항구토제와는 다른 기 으로 구토/오심을 억제한다. 따라서 aprepitant는 cisplatin에 의해 발생하는 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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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 구토/오심에서 5-HT 수용체 길항제와 dexamethasone에 의한 항구토 작용을 증 시킨다. 미국 FDA에서

는 등도 험도의 구토 유발성이 있는 항암제의 투여에서 aprepitant의 항구토제 역할을 승인하 으며, 최
근 정맥제제 aprepitant인 fosaprepitant dimeglumine의 투여가 승인되었다.  

Aprepitant는 고 험 구토유발성을 가지는 cisplatin 심의 항암화학요법에서 투여 주기의 제1일에 5-HT3 
수용체 길항제와 dexamethasone과 함께 투여하고, 2일과 3일에 dexamethsone의 투여와 함께 aprepitant를 경구 

투여하는 경우 성과 지연성 구투/오심의 조 에 매우 효과 이다.20 항암제의 투여  제1일의 경구 aprepi-
tant 용량은 125 mg이며, 2일과 3일째는 80 mg을 투여한다. Aprepitant의 장기 투여에 한 안 성과 유효성에 

한 연구는 아직 충분치 않으며, 장기간의 투여에서 약물상호작용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최근의 연구에서 

5-HT3 수용체 길항제와 dexamethsone에 추가하여 aprepitant의 투여는 성 구토/오심에서는 유의한 우월성을 

증명하지 못하 으니 지연성 구토/오심의 조 에서는 우월하 다.21 특히 palonosetron, aprepitant, dexamethasone
의 병합요법은 등도 구토 유발성의 약제를 투여한 환자에서 매우 유용하 으며, 78%에서 추가 인 약제의 

투여가 필요 없었다. 
약물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aprepitant는 cytochrome P450 3A4 (CYP3A4)의 기질이고 등도 유도체이며, 동

시에 등도 억제제이며, CYP2C9의 유도체이다.22 따라서 다른 약제의 사에 향을 미쳐 약물의  농

도에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러한 약물 상호작용은 간 사를 거치는 경구투여에서 두드러진다. Aprepitant
와 병용하지 말아야 할 약물은 pimozide, terfenadine, astemizole, cisapride로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항암제제  CYP3A4에 의해 사되는 약물은 docetaxel, paclitaxel, etoposide, irinotecan, ifosfamide, imatinib, vi-
norelbine, vincristine, vinblastine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 상호작용이 있다고 알려진 약물로 warfarin, dex-
amethasone, methylprednisolone, oral contraceptives 등이 있다. Warfarin의 사가 유도되어 INR을 감소시키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경구 피임제의  농도도 감소한다. Aprepitant의  농도에 향을 미치는 약제로는 

ketoconazole, itraconazole, erythromycin 등의 CYP3A4 억제제들은 aprepitant의 AUC를 증가시킨다. 반면 carba-
mazepine, rifampin, phenytoin 등의 CYP3A4 유도제는  aprepitant의 농도를 감소시킨다. 

 
다. 기타제제 

5-HT3 수용체 길항제의 개발 에는 항구토제로서 phenothiazines, substituted benzamides, antihistamine, bu-
tyrophenones, corticosteroids, benzodiazepines, cannabinoids 등이 사용되었다. 개의 약제는 도 민 길항제, 세
로토닌 길항제, 기타제제로 구분되며 단일 제제보다는 복합 투여가 효과 이다. 도 민길항제인 metoclopra-
mide는 항암제 투여  2-3 mg/kg를 2시간 간격으로 주사할 수 있다. 그러나 metoclopramide는 약한 진정효과

가 있으며,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추제외로 증후군이 발행할 수 있다. Phenothiazine계열의 prochloroperazine
은 정맥주사 시 효과 이다. Butyrophenone계 항구토제인 haloperidol과 droperidol은 metoclopramide에 비해 약

한 진토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진정이나 압, 긴장성 반응들이 간혹 나타난다. Haloperidol은 1-3 mg을 4-6
시간 간격으로 정맥주사하거나 1-2 mg을 경구 투여한다. 당질코르티코이드 제제의 항구토 효과는 그 기 이 

명확하지 않으,나 dexamethasone 20 mg이 주로 사용된다. Dexamethasone은 비용이 게 들며, 단기간 사용에서

는 부작용이 드물고 서로 다른 기 의 항구토제와 병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Olanzapine (thiobenzodia- 
zepine)은 성  지연성 구토/오심의 조 에 효과 이며, 난치성 증상에서도 조 이 가능하다.23-26 그러나 

olazapine은 고령의 환자에서 사망, 당뇨, 고 당과 련하여 투여에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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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ntiemetics available in Korea 

품명 용법 및 용량

Dolasetron

 Anzemet 

(Sanofi-Aventis /

한독약품)

초기 및 반복적인 항암 화학요법(고용량의 cisplatin 투여 포함)에 의해 유발되는 

구역·구토의 예방, 수술 후 구역·구토의 예방. 

경구 200 mg 제형: 항암치료에 의한 구역·구토: 성인 화학요법 시작 약 1시간 

전에 200 mg을 1회. 지연성 구역·구토의 예방에는 200 mg을 1일 1회. 화학요법 

각 주기(cycle)에 최대 4일 정맥 주사 100 mg/5 ml 앰플: 30초 이상에 걸쳐 정주

하거나 적절한 정맥 주입 용액 50 ml에 희석하여 15분 이상에 걸쳐 정맥주입. 

화학요법제 치료 시 유발되는 구역·구토: 성인: 예방을 위해서 화학요법 시작 30

분 전 100 mg을 1회.

Granisetron

카이트릴 

(한국로슈)

카니트릴 

(대웅제약)

경구 1mg 정제: 인: 화학요법을 받는 동안(화학요법 치료 후 최대 일주일까지) 

1회 1정, 1일 2회 또는 1회 2정, 1일 1회, 1일 최대 9 mg. 방사선요법을 받는 

동안 1회 2정, 1일 1회, 1일 최대 9 mg.

정맥 3 mg 앰플: 화학요법, 방사선요법에 의해 유발되는 구역 및 구토: 성인(1회 

40 mg/kg): 본제 3 mg을 20-50 ml의 주입용액에 희석하여 5분 이상 점적정주. 

추가로 24시간 이내에 3 mg씩 2회까지 최소 10분 간격으로 투여가능. 1일 최대 

9 mg (3 mg씩 3회).

Ondansetron

조프란 

(GSK /동아제약) 

온세트론 

(보령제약)

온세란 

(유한양행)

온단트 

(한미약품)

8 mg 정제, 8 mg 앰플: 

비교적 약한 구토 유발성 화학요법제·방사선요법 시: 화학요법제·방사선요법 직

전 8 mg 정·근주, 치료 1-2시간 전 8 mg 경구, 12시간 후 8 mg 경구. 

지연형 구토 예방: 최대 5일 1회 8 mg, 1일 2회 경구. 

심한 구토유발성 화학요법제 투여 시: 화학요법 실시직전 8 mg 정·근주, 2-4시

간간격 8 mg 2회 추가 정·근주, 최대 24시간 동안 1 mg/hr 점적 정주. 32 mg을 

NS와 배합 50-100 ml로 희석 후 화학요법 실시직전 15분 이상 점적정주. 화학

요법 실시 전 인산덱사메타손나트륨 20 mg 정주 시 본제의 효과 증강. 지연형 

구토 예방에 치료 후 최대 5일간 1회 8 mg, 1일 2회 경구.

Namosetron

나제아

(한국아스텔라스제약)

0.1 mg 정제, 0.3 mg 앰플: 성인: 항악성종양제(시스플라틴 등) 투여 전 1시간 

이내에 본제 0.1 mg을 1일 1회. 항암화학요법의 각 주기별로 투여 기간은 5일 

이내로 함. 성인 1일 1회 0.3 mg 정주.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동량을 추가 가능. 

1일 최대 0.6 mg

Tropisetron

나보반(노바티스) 5 mg 정제, 5mg 앰플: 세포독성 약물에 의해 유발된 오심 및 구토: 화학요법 

사이클 중 6일간 투여. 성인: 1일 5 mg. 제1일에는 정주 그 다음 5일 동안은 

경구 투여. 제1일 생리식염수, 링거액, 5% 포도당액 또는 5% 과당액 100 ml에 

혼합해 15분간 정맥점적 또는 서서히 정주(5 mg/5 ml 1앰플당 3분).

Palonosetron

알록시(Helssin birex 

pharmaceuticals/CJ제약)

0.25 mg/5 ml 앰플: 화학요법 시작 30 전, 팔로노세트론으로서 0.25 mg, 1회 

30초 이상에 걸쳐 정주. 7일 이내 반복투여 비권장.

Azase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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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톤(Welfide/종근당) 성인 1회 10 mg 정주 

Aprepitant

에멘드(한국MSD) 125 mg capsule, 80 mg capsule: 본제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및 5-ht <sub> 

3 </sub> 길항제와 3일간 병용 투여. 첫째 날 화학요법 치료 1시간 전 125 mg, 

둘째, 셋째 날 1일 1회 아침 80 mg.

항암화학요법에 따른 위장관 점막 손상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에서 발생하는 장  막의 손상은 구내염  장염을 일으키며, 면역상태에 

따라 바이러스성, 진균성 식도염의 발생도 흔히 진단할 수 있다. 구강의 막 손상에 의한 구내염은 매우 통

증이 심하고 이로 인해 음식의 섭취가 불가능해지고 동통으로 인한 일상 수행능력은 감소하게 된다. 구내염

을 포함한 막 손상에 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항암제제에 따른 막 손상의 빈도와 증도 등에 

해 자세히 정리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약제의 특성과 함께 환자의 성별, 체질량지수, 유  특성(genetic 
polymorphism) 등이 막 손상의 감수성에 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항암화학요법에 따른 막 손상의 병인에 한 최근의 연구는 막의 손상이 손상의 개시(initiation)기, 
upregulation-message generation기, amplification-signaling기, 궤양형성기, 치유기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막과 

기질의 손상과정에서 DNA와 non-DNA의 손상에 따른 세포사멸이 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졌다.30,31 손상

은 장 보다 소장의 막에서 더 쉽게 일어나며, 이러한 과정에서 p53, bcl-2, 유리산소기 등이 손상의 개시

기에 여하여 NFκB, TNF-α, IL-1, IL-6로 이어지는 염증반응이 발생한다. 장내의 세균도 약해진 장상피의 

물리  장벽을 통과하여 염증 반응을 증가시킨다.32 이러한 결과로 발생하는 막의 손상은 구내염 뿐 아니

라, 성구결핍성 장염 등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진행할 수 있어 한 심이 필요하다. 
설사와 변비는 항암화학요법에 의한 장 막손상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표 화학요법을 시행받

는 환자의 약 40%에서 경험하지만 개 고용량 요법을 받는 경우에 더 흔하다. 이는 항암화학 약제가 장의 

분비와 흡수, 운동에 변화를 야기하여 발생하며 장운동의 변화는 항암화학약제의 신경독성에 의해서도 간

으로 향을 받는다. 증상의 조 을 해 다양한 약제를 투여할 수 있다. 설사의 환자에서 loperamide는 가

장 통 인 선택약제이며, loperamide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somatostatin analogue인 octeroitide를 투여할 

수 있다. Octreotide는 장 분비를 이고 장 통과시간을 감소시키며, 내장 류를 감소시킴으로써 설사의 증상

을 감소시키고 irinotecan 투여환자에서 발생하는 설사의 증상에 특히 유용하며, 일부 항염증작용과 항산화작

용이 있어 항암화학요법에 따른 막 손상에도 일부 역할을 할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막 손상에 한 다

른 약제로서 amifostine은 organic thiophosphate로서 유리기를 제거함으로써 DNA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 반응

을 억제한다. 최근의 연구에서 amifostine은 화학요법 후 발생하는 구내염과 방사선 치료 후 나타나는 직장염

에서 일부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아직 임상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33 

Ⅲ. 결    론

오심과 구토을 포함한 장  증상은 항암치료에서 흔히 발생하고 환자의 수행능력을 감소시키고, 치료 

순응도를 떨어뜨리는 매우 요한 부작용이지만, 한 약물의 방  투여를 통하여 조  가능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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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소화기 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은 치료 약제에 독립 으로 장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임상

의사는 이에 한 극 인 측과 비를 하여야 한다. 최근 구토 생리를 근거로 한 다양한 약제가 지속

으로 개발되어 임상에 용됨에 따라 장  증상의 조 은 더욱 용이하여 졌지만, 약제의 특성과 동반 가능

한 부작용에 한 주의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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