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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verview of molecular targeted drugs

Drug Class Target Approval

Agents primarily inhibiting the VEGF pathway

Bevacizumab (AvastinⓇ) mAb VEGF CRC, NSCLC, RCC, BC

Cediranib TKI VEGFR2 phase III development

Agents inhibiting multiple tyrosine kinases inchluding

Sorafenib (NexavarⓇ) MTKI/KI VEGFR2, VEGFR3, PDGFR, c-Kit, Flt-2, Raf HCC, RCC

Sunitinib (SutentⓇ) MTKI VEGFR1, VEGFR3, PDGFR, c-Kit, Flt-3, RET RCC, GIST

Agents primarily inhibiting the EGF pathway

Trastuzumab (HerceptinⓇ) mAb HER-2 BC

Cetuximab (ErbituxⓇ) mAb EGFR CRC, head and neck cancer

Panitumumab (VectibixⓇ) mAb EGFR K-ras wild-type refractory CRC

Erlotinib (TarcevaⓇ) TKI EGFR NSCLC, pancreatic cancer

Lapatinib (TyverbⓇ) TKI EGFR, HER-2 BC

Agent inhibiting the mTOR pathway

Temsirolimus (ToriselⓇ) KI mTOR2 RCC, MCL

Everolimus (AfinitorⓇ) KI mTOR2 in development phase III
*Serine/threonine kinase.
BC, Breast cancer; CRC, colorectal carcinoma; EGF(R), epidermal growth factor(receptor); Fit-3, fms-like tyrosine kinase 3; GIST, gastrointes- 
tinal stromal tumor; HCC, hepatocellular carcinoma; HER-2,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KI, kinase inhibitor; K-ras, Kirsten rat 
sarcoma 2 viral oncogene homologue; mAb, monoclonal antibody; MCL, mantle cell lymphoma; MTKI, multitargeted kinase inhibitor; mTOR, 
mammalian target of rapamycin; NSCLC, non-small-cell lung cancer; PDGF,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 RCC, renal cell carcinoma; RET, 
rearranged during transfection kinase; TKI, tyrosine kinase inhibitor; VEGF(R),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recep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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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표 치료제는 암세포 증식과 사멸  신생  증식에 여하는 유 자를 표 으로 하는 약제이다.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와 epidermal growth factor (EGF) 유 자와 그 수용체가 표 인 표 이며, 이들 단백

질에 한 단일클론 항체 제제와, 표 단백질의 세포 내 tyrosine kinase (TK) 활성도를 억제하는 small molecule 제제가 

있다(Table 1). 그러나 이들 표  단백질이 정상 세포에서도 발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며, 이 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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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던 항암제와는 다른 양상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부작용이 히 조 되지 않으면 이로 인하여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가 지될 수도 있으므로 표 치료제의 부작용 리는 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EGFR 
억제제(cetuximab, panitumumab, erlotinib), 생성 억제제(bevacizumab, cediranib), HER2 수용체 억제제(trastuzumab) 

 다표 (multi-targeted) TK 억제제(sunitinib, sorafenib)의 주요 부작용에 해 기술하고자 한다.

피부 발진

EGFR 억제제인 cetuximab, panitumumab, erlotinib  lapatinib에 의하여 40-100%의 환자에서 피부발진이 발생

하며, 이는 EGFR 억제제로 인해 상피조직과 모낭에서 각질세포(keratinocyte)의 조기 분화(premature differentia- 
tion)와 사멸(apoptosis)이 일어나며, 성백 구의 침윤과 함께 조직 손상과 염증이 발생한다. 다표  치료제인 

sunitinib도 반 (macule), 구진(papule), 물집(vesicle) 등의 발진이 주로 몸체와 수족에 나타나며, sorafenib으로 치료받

은 환자의 18-40%에서 피부 독성을 찰할 수 있다. 특히 sorafenib은 c-kit에 의해 멜라닌세포(melanocyte)를 억제하

여 피부와 체모의 변색, 머리카락 빠짐 등도 보인다. 피부 독성은 치료에 한 반응을 보는 척도로도 사용된다.
EGFR 억제제와 연 된 피부 발진은 주로 여드름 양 발진(acneiform rash)으로서 털집 구진(follicular papule) 

혹은 고름(pustule)이 얼굴, 이마, 상체  등에서 나타나며, 복부와 손, 발바닥에서도 찰될 수 있다. 피부발

진은 EGFR 억제제를 투여하고 수 일에서 2-3주에 나타나며, 약 용량에 비례하여 나타난다. 피부발진은 부

분 경미하거나, 등도의 양상을 보이며 약을 끊고 수주 내에 소실된다. 약을 끊지 않고도 로 호 되는 

경우도 있다. 심한 발진(제3도 발진)은 16-18%의 환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ynch 등의 분류에 따르면,

1) 가벼운 독성: 증상이 거의 없으면서, 복감염의 증거가 없고, 일상생활에 향이 없는 국한성 구진고

름 물집성 피부 병변

2) 간 독성: 경미한 가려움증 는 압통을 동반하면서, 복감염의 증거가 없고, 일상생활에는 최소한의 

장애만 보이는 신성 구진고름 물집성 피부 병변

3) 심한 독성: 심한 가려움증 는 압통을 동반하면서, 복감염의 가능성이 높고, 일상생활에는 한 

장애를 보이는 신성 구진고름 물집성 피부 병변

으로 분류하고, 3단계 구분에 따른 피부 독성의 치료는 다음과 같다.
1) 가벼운 독성: 개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1% 는 2.5% hydrocortisone cream의 국소도포 혹은 clin- 

damycin 1% gel을 이용한다. 표 치료제의 용량은 감량하지 않는다.
2) 간 독성: 국소 hydrocortisone (2.5%) 도포를 시행하고, erythromycin 2% 는 clindamycin (1%) 도포를 

시행한다. 이때 erythromycin과 clindamycin은 같이 도포하지 않는다. 국소 도포에 추가하여 경구로 doxycy 
cline 100mg bid 혹은 minocycline 100 mg bid와 같이 시행한다. Doxycyline은 민감성 작용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Calcineurin 억제제인 pimecrolimus나 tacrolimus를 국소 도포하는 방법도 있으나, 아직 

연구 단계이다. 표 치료제의 용량은 감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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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한 독성: 간 독성의 치료에 methylprednisolone 등 스테로이드 경구 투여를 한다. 궤양성 병변이 생

기는 경우 silver sulfadiazine ointment등을 이용한 도포가 필요하다. 이러한 치료를 통해서도 2-4주 내에 

독성이 충분히 경감되지 않을 경우 표 치료제의 단한다.
표 치료를 시작할 때 알코올 성분이 없는 피부연화제(Neutrogena Hand Cream이나, Vaseline Intensive Care 

Advanced Healing Lotion 등)을 이용하여 하루 2회 이상 건조한 피부부 의 보습이 요하다. 한 피부 발진은 

얼굴이나 상체 등 햇볕에 노출된 부 에 심한 경향을 보이므로 태양 에 노출을 하고, 챙이 있는 모자를 쓰며, 
피부 착색을 방지하기 해 자외선 차단제를 권유한다. 피부 발진과 동반하여 가려움증이 심할 수 있으므로 항히

스타민제로 조 한다.

손발톱주위염(paronychia)

손톱이나 발톱주변의 통증을 동반한 염증을 말하며, 엄지발가락이나 엄지손가락에 더 흔한 경향이 있다. 
환자의 10-15%에서 발생하며, 주로 치료 4-8주가 지나서 발생한다. 방은 마찰을 이는 것이다. 무 꽉 끼

는 신발이나 양말을 피하고, 부드러운 쿠션을 도록 한다. 따뜻한 물에 족욕을 하는 것도 좋다. 국소 으로 

소독제를 바르고, 항생제 연고를 바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간질성 폐질환(Interstitial lung disease)

Cetuximab, erlotinib, gefitinib, panitumumab 등의 EGFR 억제제들을 사용하는 환자의 약 1-2% 내외에서 간질성 

폐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약 74%의 환자는 기존에 폐질환을 가지고 있던 환자에서 발생한다. 간질성 폐질환

은 EGFR 억제제에 의해 액을 생성하는 폐포 상피세포의 재생이 억제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증상은 약제 사용 5일만에 생기기도 하고, 9개월이 넘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 에 gefitinib을 사용할 

때는 발생하지 않다가 erlotinib으로 변경한 경우에 발생하기도 한다. 즉, 한 약제에 의하여 발생이 없었다고 

다른 종류의 EGFR 억제제 사용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Gefitinib을 투여하는 환자는 기존에 없던 호흡곤란, 발열,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의 발생  악화 여부와 

흉부 X-선 사진의 변화에 한 주의 깊은 찰이 필요하다. 임상 으로 의미 있는 증상 발생시, EGFR 억제

제는 일단 지한 후 원인에 한 검사(high-resolution CT  폐기능 검사)를 시행한다. 이때, 간질성 폐질환

이나 간질성 폐렴의 증거가 발견될 경우, EGFR 억제제는 구 지하고, methylprednisolone 등의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한다. 

심장 독성

Trastuzumab은 HER2 수용체의 세포 밖 역에 붙어 심근 세포의 항상성을 해하고, 신호 달을 억제하

여 심독성을 유발한다. HER2 유 자는 심근세포의 발달에 요해서, HER2 유 자를 knock-out 시킨 생쥐의 

경우 확장성 심근증(dilated cardiomyopathy)이 발병된다. 특히, 안트라사이클린에 의해 유발되는 심장 독성에

도 취약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ER2 수용체와 EGF 수용체를 동시에 억제하는 약제인 lapatinib이 이론

으로 생각하던 것과는 다르게 여러 임상 시험에서 거의 심장 독성을 보이지 않은 반면, 비록, 다표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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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지만 직 인 HER2 수용체 억제 작용은 보이지 않는 sunitinib이 11%의 환자에서 심장 독성을 보이고 

8%에서는 NYHA 기능 등  III/IV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심부 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HER2 수용체의 억

제만으로 심장 독성을 설명하기는 어렵고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
최근 시행된 규모 연구들에서 보면 trastuzumab에 의한 심독성의 가장 흔한 양상이 증상이 없이 일어나

는 좌심실 구 률(LVEF)의 감소이다. HERA 연구에서는 trastuzumab으로 치료 받은 환자의 7.1%에서 무증상

의 LVEF 감소가 일어났고, 증상이 있는 심부 은 1.7%에서 찰되었다.
Trastuzumab을 사용시 심부 에 해 한 찰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임상시험 이외의 용도로 사용시 

모니터링에 한 정해진 규정은 없지만, 치료시작   치료 도 에는 매 3개월마다 LVEF을 측정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다. 이 때 무증상의 심장기능 감소가 찰되면 trastuzumab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trastu- 
zumab의 투여가 2회 이상 연속하여 연기되거나 3번의 연기가 일어 난다면 trastuzumab은 지하도록 한다. 증상

이 있는 심부 을 보이는 환자, 즉 제3도  제4도 좌심실 수축기 장애를 보이는 경우에는 trastuzumab투여를 구

으로 지 한다.
Trastuzumab에 의하여 유발된 심장 독성의 치료는 다른 원인에 의한 심부 의 치료와 마찬가지로 치료한

다. 정상 인 류량을 유지하기 하여 이뇨제를 사용하고, LVEF이 감소하 지만, 압이 아닌 경우에는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 억제제(ACEI)  베타차단제를 사용할 수 있다. Renin-angiotensin-aldosterone 시스템을 더 

잘 차단하도록 ACEI에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를 추가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고혈압

종양의 성장에는  신생이 필요하므로 종양세포는 발생의 기 단계부터  신생을 진시킨다. 이 과

정에 작용하는 것이 VEGF이며, 이에 한 표 치료제인 bevacizumab과 cediranib는 고 압을 유발한다. Sorafenib
과 sunitinib도 고 압을 유발한다. VEGF는  확장 작용이 있는 아산화질소(nitrous oxide)의 분비 진과 련

이 있는데, bevacizumab은 이것을 억제하여 수축을 유발하고, 말 의 항을 올려 고 압을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외에 VEGF 억제제의 투여로 미세  형성에 장애가 생기고, 결과 으로 신의 

표면 이 어들어 이에 따른 말  항의 상승에 의하여 고 압이 발생하기도 한다.
신생 억제제 투여 후 약 30%의 환자에서 고 압이 발생할 수 있으며, 3-16%의 환자는 제3도  제4도

의 증 고 압을 유발한다. 고 압의 발생은 약제 투여 후 평균 131일 사이에 발생했으며, 부분 경구 

압강하제로 치료되었지만, 환자의 0.7%는 고 압으로 인해 투여가 지되었다. 
고 압이 있는 환자  압이 <160/100 mmHg로 조 되면서 안정 으로 고 압 약을 복용 인 경우만

이 bevacizumab 투약이 가능하다. Bevacizumab을 투여받은 환자는 항암화학요법의 첫 3주기간은 매주기의 시

작 시 , 끝 시 에 압을 측정하고, 이후는 매 2-3주마다 압을 측정한다. Bevacizumab 사용  고 압이 새

로 발생하는 환자는 표 인 고 압 리 지침에 따라 베타차단제, 안지오텐신 환효소 억제제, 이뇨제 는 

칼슘차단제를 투여한다. 이미 고 압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에서 고 압이 악화되는 경우는 용량을 올리거나 

다른 기 의 약을 추가 한다. Bevacizumab을 사용하는 부분의 임상 연구에서 angiotensin-converting enzyme이나, 
calcium channel blocker를 이용하여 고 압이 조 되었다.

만약 bevacizumab을 투여하는 도 에 성으로 압이 오른다면(이완기 압이 이 보다 20 mmHg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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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오르거나, 이 에 정상이었다면 >160/100 mmHg로 오는 경우) 투여를 지하고 압을 측정하며 찰한다. 
1시간 이내에 압이 이  범 로 돌아오면 투여속도를 여서 재 투여한다. 만약 증상이 있거나, 제3도 이

상의 고 압이 1시간 넘게 지속되면 labetalol(맥박이 65회 이상인 경우)이나, hydralazine(맥박이 65회 미만인 

경우)을 투여하며 동시에 순환기내과에 자문을 의뢰한다.

단백뇨

VEGF 신호체계는 사구체  투과성을 조 하며 bevacizumab은 사구체 내피세포  상피세포의 손상을 일

으켜 단백뇨가 발생한다. 한, 구생성인자(erythropoietin)가 사구체에서 VEGF의 분비를 진시키는데, 암환

자에서는 개 구생성인자의 농도가 낮으므로 이것이 사구체 여과 장벽 손상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항암제 단독(11-22%) 보다는 bevacizumab을 병용 투여한 환자에서 보다 단백뇨가 발생한다(22-38%). 부

분 제1도  2도의 단백뇨(<3+ or 1.0-3.5 g/24 hr)를 보이지만 3%의 환자는 제3도 단백뇨를 보이며, bevacizumab
을 사용한 환자의 0.5%에서 신증후군이 발생하 으며, 각각 1 의 투석 필요 환자  사망 환자가 있었다.

Bevacizumab의 사용 에는 매 주기마다 요 단백을 측정하여 다음의 표에 따라 치료를 시행한다.

CTCAE 3.0 grade Guideline

1. 1+ or 0.15‐1.0 g/24 hrs Continue bevacizumab. 

2. 2+ to 3+ or >1.0-3.5 g/24 hrs

 

Continue bevacizumab and monitor 24‐hour urine protein. If 24‐h urine 

protein decreases to <1 g, resume monitoring by dipstick 

3. 4+ or >3.5 g/24 hrs Hold bevacizumab and recheck before next cycle. Resume bevacizumab 

if proteinuria decreases to <2 g. If not <2 g after 3 months, stop 

bevacizumab permanently 

4. Nephrotic syndrome Permanently discontinue bevacizumab 

출  혈

Bevacizumab이나 다표  치료제인 sorafenib과 sunitinib 치료 환자에서 손발톱  조각 출 (subungual splinter 
hemorrhage), 코피, 잇몸  피하 출 , 종양 출  등이 나타나며, 비소세포암 환자의 약 2%에서 폐 출 로 사

망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기 은 명확하지 않으나 신생억제제에 의해 조직 통합(integrity)가 감소

되고 창상치유가 지연되어 출 이 발생할 수 있다. 
종양 출 은 장암에서는 1-3%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항암제만 사용하는 경우와 비슷한 비율이다. 

그 지만 비소세포폐암에서는 비교  높은 9%에서 출 이 보고된 바 있는데, 이는 조직형이 편평상피암과 

큰  주 에 치한 심부에 발생한 경우와 연 된 것으로 보인다. 
뇌 이가 없는 환자에서도 뇌출 을 보이므로 신생 억제제를 투여하는 환자는 출 에 해 세심한 

찰이 필요하다. 한 액응고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출 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표에

서와 같이 NCI-CTC grade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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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CAE 3.0 grade Guideline 

1. Mild; intervention not indicated Continue bevacizumab with caution 

and appropriate measure 2. Symptomatic and medical intervention indicated 

3. Transfusion, interventional radiology, endoscopic or operative interven- 

tion indicated (i.e. hemostasis of bleeding site) Permanently discontinue 

bevacizumab 
4. Life threatening consequences; major urgent intervention indicated 

혈전색전증(thromboembolism)

Bevacizumab을 사용하는 경우 드물게 심근경색, 허 성 장질환, 뇌 사고(cerebrovascular accident), 일과

성허  발작, 심증 등의 동맥 색 증과 정맥 색 증이 발생할 수 있다. Bevacizumab에 의한 동맥 

색 증은 소 의 VEGF를 감소시키는 것과 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암 보다는 암 치료 

시 더 많이 나타나며, 신생 억제제인 sorafenib과 sunitinib에서는 색 증이 찰되지 않는다.
Bevacizumab 투여 시 방 으로 와 린이나 다른 항응고제를 투여하는 것이 색 증의 치료에 도움

이 되지만, 출 을 조장할 수 있어서 방 인 항응고제의 투여나 일상 인 모니터는 필요하지 않으나, 
색 증의 기왕력이 있던 환자나 고령의 환자에서는 주의가 요망된다. 

상처 치유의 지연 및 상처 합병증

상처 치유에는 신생 이 필요한데, bevacizumab은 신생  형성을 억제하여 상처치유를 더디게 한다. 따
라서 수술 후 4주 후에 bevacizumab 투여를 고려한다. 

위장관 천공

신생억제제인 bevacizumab과 다표  치료제 투여 후 드물게 장  천공이 발생하며, 이는 막 통합

의 감소와 국소 막 허 이 원인이 된다. 따라서 만성염증성 장질환, 소화성궤양, 에 수술,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환자와 암으로 인한 장폐색 환자에서는 주의 깊은 찰이 필요하다. 

가역성 후부 백색질뇌증(reversible posterior leukoencephalopathy syndrome, RPLS)

RPLS는 bevacizumab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신경학  증후군으로, 두통, 발작, 시각장애, 
성 고 압을 보이게 된다. Bevacizumab 투여 환자에서 상기 증상과 함께 MRI (T2)에서 두정부와 후두(parieto-occipital)
의 백색질(white matter)에 diffuse hyperintensity를 보이면 진단할 수 있다. RPLS가 진단되거나, MRI에서 진단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증상이라도 제4도 증상을 보인다면 bevacizumab 치료를 구히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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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위축(Muscle weakness)

VEGF/VEGFR 표  치료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60%에서 골격근 축이 찰되며, 차 진행하여 일상생

활을 방해하고 심한 피로를 호소하게 된다. 제3/4도의 독성도 10%의 환자에서 찰되며, 이들 환자에서는 약 

용량을 여 보다가 호 되지 않으면 약을 지한다.

수족피부반응(hand-foot skin reaction ; acral erythema)

수족피부반응은 sunitinib과 sorafenib 사용시 20%의 환자에서 발생하며, 제3/4도의 환자는 4-5%에서 발생

한다. Sunitinib과 sorafenib은 모두 VEGF 수용체와 FMS-like TK3를 억제하지만, 이러한 수용체가 피부 각질세

포에 분포하지는 않아 수족피부반응의 발생기 은 불분명하지만, 약의 용량과 연 되어 있고 류량이 많은 

부 인 에서 직 인 독성 작용으로 보고 있다.
수족피부반응은 치료 후 6주 내에 발생하며, 생명에 을 주는 합병증은 아니지만, 통증으로 인해 생활

의 질이 떨어지게 되어 결국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손바닥  발바닥에 처음에 리거나 멍한 느낌

을 받으며, 칭 분포를 보이는 발   부종이 통증을 동반하여 나타난다. 압력을 받는 피부 부 에는 통증

을 동반한 각화다과증이 일어난다. 발   부종 이외에도 통증이 심한 물집이 잡히는 병변이 생길 수 있다.
Sunitinib이나 sorafenib을 사용하는 환자에게는 이러한 수족피부 반응에 해서 미리 설명하여 환자가 

찰하고, 처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구 인 합병증은 없음을 주지시키고 안심시키는 것이 요하다. 기존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수족피부질환의 치료에 사용하는 pyridoxine, COX2 억제제, 국소 혹은 신 

스테로이드제의 투여가 표 치료제의 수족피부 반응의 치료에 효과 인지에 해서는 임상시험이 이루어지

고 있다. 심한 경우 약을 끊는 것이 효과 이지만, 먼  피부 보습, 진통제  피부완화제로 통증을 완화시키

며, 2차 감염을 막아주는 등의 보존  치료를 한다. 한 사지말단부 가 온도, 압력, 마찰 등에 자극되지 않

도록 보온을 하고, 태양과 노출을 피하며, 쿠션을 이용하여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고, 손발을 비벼서 마

찰되는 것을 피한다.

설  사

Lapatinib (93%), sunitinib (24-53%), sorafenib (<59%), 그리고 erlotinib (30-56%) 등 부분의 tyrosine kinase 억제

제는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설사가 발생하는 기 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표 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사가 있을 수 있으며, 설사 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설사

를 극 으로 조 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요하다.
치료의 목 은 설사 량을 이고, 해질  산-염기 균형을 유지하며 충분한 수액을 공 하는 것이다. 

필요하면, 특히 성백 구 감소가 있는 환자에서는 항생제 투여도 고려한다. 가  설사를 유도할 수 있는 

음식이나 장 운동을 진시키는 약제 등은 피하고 심하면 loperamide를 투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사가 

지속되면 입원하여 한 수액  항생제 투여 그리고 검사를 시행하며, 표  약제의 용량 조   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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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요   약

EGFR, VEGF/VEGFR 억제제등 표 치료는 재 암 치료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환자가 이

들 표 치료제를 투여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암 환자에서 표 치료제 투여 후 발생하는 부작용을 히 치

료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치료를 단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처치를 

잘 알고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암 치료의 임상  효과에 한 연구도 요하지만, 안 하게 사용하기 해

서는 정상 세포에 한 원하지 않는 부작용에 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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