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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Cytotoxic Drugs

동아 학교 의과 학 내과학교실

이     종     훈

I. 서   론

악성 종양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은 소화기계 암이며,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체의 50 
% 이상을 소화기계 암이 그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 소화기계 악성 종양의 치료에 쓰이는 항암 화학요법은 

근치  제가 불가능한 환자의 생명연장  증상 완화, 근치  제술을 시행한 환자에 있어서의 재발 

방지를 해 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항암화학 요법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어 의

료진은 항암 치료의 본디 목  달성 외에도 이러한 부작용을 방하고 감소시키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 한

다. 흔히 쓰이는 소화기계 항암 약물  주요 합병증은 다음과 같다.

Gastrointestinal chemotherapeutic agents

5-Fluorouracil(5-FU)

Capecitabine

Gemcitabine

Cisplatin

Carboplatin

Doxorubicin

Paclitaxel

Docetaxel

Methotrexate

Mitomycin C

Oxaliplatin

Irinotecan

General adverse effects of chemotherapeutic agent

Nausea and vomiting

Bone marrow suppression

Peripheral Neuropathy 

Mucositis and Diarrhea 

Cardiotoxicity

Nephrotoxicity

Hypersensitivity reaction

본 강좌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소화기계 항암 화학 치료제에 의한 부작용  그 기 에 해 알아보고, 
부작용의 방과 치료에 해서 여러 연구  학회의 가이드라인을 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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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metic risk of intravenously administered antineoplastic agents (incidence of emesis without antie- 
metics)

Level 1

Minimal (<10%)

Level 2

Low (10-30%)

Level 3

Moderate (30-90%)

Level 4 

High ( >90%)

Bevacizumab

Bleomycin

Busulfan

Fludarabine

Vincristine

Vinblastine

Vinorelbine

Paclitaxel

Docetaxel

Topotecan

Etoposide

MTX

Mitomycin

Gemcitabine

Fluorouracil

Cetuximab

Trastuzumab

Carboplatin

Cyclophosphamide

(<1,500 mg/m2)

Cytarabine (>1 g/m2)

Daunorubicin

Epirubicin

Idarubicin

Ifosfamide

Irinotecan

Oxaliplatin

Carmustine

Cisplatin

Cyclophosphamide

(≥1,500 mg/m2)

Dacarbazine

Mechlorethamine

Streptozocin

II. 본   론

1. Nausea and vomiting

항암제 투여와 련하여 나타나는 오심과 구토는 항암 화학요법의 가장 흔한 부작용 의 하나로서 환

자의 삶의 질을 하시키고 치료의 순응도를 낮추는 매우 심각한 요인이다. 오심과 구토는 식욕의 감퇴, 
양 결핍을 유발함과 동시에 정신  사회  기능을 축소시켜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히 떨어뜨

릴 수 있다.
항암화학요법에 따른 오심과 구토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그 발생 빈도가 달라지며, 항암제의 종류, 용

량, 투여 방법  환자의 나이, 성별, 이  약물에 한 부작용의 경험이나 개인  감수성들이 그 험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오심과 구토의 기 을 살펴보면, 항암 약물은 구토를 담당하는 여러 단계  추 신경계의 신

경 달물질과 그 수용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야기하며, 신경 달물질은 dopamine, 5-HT, substance P가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구토 반응은 추신경계의 medulla에 있는 구토 추에서 조 되며, 구토 추에는 

histamine H1-receptor와 muscarinic cholinergic recoptor가 존재한다. 장 에는 5-HT3 receptor가 분포하여, 
장 의 자극에 반응하여 enterochromaffin cell에서 분비하는 5-HT에 반응하여 구토나 설사 반응을 매개

한다. 한, area postrema에 존재하는 opoid, 5-HT3, neurokinin 1 (NK 1), dopamine D2 receptor를 통해 항암

제  여러 다른 약제와 여러 외부 자극에 반응하여 이를 구토 추에 달하여 구토를 유발한다. 그 외에 

acetylcholine, corticosteroids, histamine, cannabonoid recptor가 구토와 오심의 유발에 여한다.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ASCO) guideline에서는 이  여러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4단계로 구

토 유발 험도를 분류하여 보고하 다(Table 1).
항암화학요법에 의해 발생하는 오심과 구토는 성, 지연성, 기성 구토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성 

오심과 구토는 항암제의 투여 후 수 분에서 수 시간 내 발생하며, 보통은 1-2시간 이후 발생하여 4시간 후



제 8회 대한소화기항암학회 춘계 심포지엄 2011

77

대한소화기항암학회

Table 2. Doses and schedules of antiemetic agents with a high therapeutic index*

Drug
Dose

Before Chemotherapy (day 1) After Chemotherapy

Dolasetron (Anzemet, 
Sanofi-Aventis)

Intravenous dose: 100 mg or 1.8 mg/ 
kg of body weight; oral dose: 100 mg

Oral dose: 100 mg on days 2 and 3 for MEC 
with potential for delayed emesis

Granisetron
(Kytril, Roche)

Intravenous dose: 1 mg or 0.01 mg/kg; 
oral dose: 2 mg

Oral dose: 1 mg twice daily on days 2 and 
3 for MEC with potential for delayed emesis

Ondansetron
(Zofran, 
GlaxoSmithKline)

intravenous dose: 8 mg or 0.15 mg/kg; 
oral dose: 24 mg for HEC, 8 mg twice 
daily for MEC

Oral dose: 8 mg twice daily on days 2 and 
3 for MEC with potential for delayed emesis

Palonosetron (Aloxi, 
MGI Pharma)

Intravenous dose: 0.25 mg

Tropisetron (Navoban, 
Novartis)

Intravenous dose: 5 mg; oral dose: 5 
mg

Oral dose: 5 mg on days 2 and 3 for MEC 
with potential for delayed emesis

Dexamethasone

With aprepitant or 
fosaprepitant

Intravenous dose: 12 mg; oral dose: 12 
mg

Oral dose: 8 mg on days 2-4 for HEC, 8 mg 
on days 2 and 3 for MEC with potential for 
delayed emesis

Without aprepitant or 
fosaprepitant

Intravenous dose: 20 mg for HEC, 8 mg 
for MEC; oral dose: 20 mg for HEC, 8 
mg for MEC

Oral dose: 8 mg twice daily on days 2-4 for 
HEC, 8 mg on days 2 and 3 for MEC with 
potential for delayed emesis

Fosaprepitant (Emend 
[for injection], Merck)

Intravenous dose: 115 mg Oral dose: 80 mg on days 2 and 3

Aprepitant (Emend 
[capsules], Merck)

Oral dose: 125 mg Oral dose: 80 mg on days 2 and 3

*HEC denotes highly emetogenic chemotherapy, and MEC moderately emetogenic chemotherapy.

에 최고조에 이른다. 지연성 오심과 구토는 항암제 투여 24시간 이후 발생하여, 48-72시간 동안에 가장 심

하다. 기성 오심  구토는 항암제 투여 에 그 증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항암제 투여 시 발생한 

오심 구토 등의 부정  경험에 의한 결과이다. 환자는 항암제 투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치의를 병원 

외부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에도 이러한 기성 오심 구토가 나타날 수 있다. 다양한 오심과 구토는 항구

토제에 의해 증상이 경감될 수 있다.
항암화학요법에 병발하는 오심과 구토의 방  치료에 해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항구토제의 

효과  투여 방법은 Table 2, 3으로 정리할 수 있다.

2. Bone Marrow Suppression

항암 화학요법은 조 기 을 억제하고, 이러한 부작용은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함에 있어 가장 흔한 부

작용들  하나로, 거의 모든 종류의 항암제에서 유발될 수 있다. 이러한 골수억제 부작용은 항암제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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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oses and schedules of antiemetic agents with a low therapeutic index

Drug
Dose

Before Chemotherapy (day 1) After Chemotherapy

Metoclopramide (Reglan, 

Baxter and Alaven)

Intravenous dose: 1-2 mg/kg of body 

weight*
Intravenous dose: 1-2 mg/kg 2 hr 

after chemotherapy; oral dose: 0.5 

mg/kg, every 6 hr on days 2-4

Prochlorperazine (Compazine,

GlaxoSmithKline)

Intravenous dose: 5-10 mg; oral dose: 

5-10 mg

Oral dose: 5-10 mg every 6 hr as 

needed

Dronabinol (Marinol, Solvay) Oral dose: 5 mg/m2 of body-surface area Oral dose: 5 mg/m2 every 2-4 hr 

as needed

Nabilone (Cesamet, Valeant) Oral dose: 1-2 mg Oral dose: 1-2 mg twice daily or 

as needed

Olanzapine (Zyprexa, Eli 

Lilly)

Oral dose: 5 mg daily for 2 days preceding 

chemotherapy; 10 mg on day 1

Oral dose: 10 mg on days 2-4

*This dose is for use only in patient who cannot tolerate or do not have a response to 5-HT3-receptor 

antagonists, dexamethasone, and aprepitant, given the risk of adverse neurologic events with this higher dose 

of metoclopramide.

여 주기를 지연하거나, 다음 투여시기에 항암제의 용량을 감량하는 방법으로 처하나, 이러한 항암 요법

의 수정은 상  항암제의 용량 강도를 낮추는 결과를 래한다.

1) Chemotherapy induced anemia

암 환자에 있어 항암제 투여 후 발생하는 빈 은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다수가 겪게 되는 부작용

으로, 항암제 투여받고 있는 환자의 70-90%에서 발생하고, 체 암 환자의 약 60%에서 발생한다.
악성 종양 환자에 있어 정상 인 erythropoietin 반응은 하되어 있다. 낮은 산소 농도는 erythropoietin의 

생성에 정상 인 자극이 되지 못하고, 구의 생성이 하게 시작되지 못한다. 한 암 환자의 구

의 수명은 겨우 60-90일 정도로, 정상인의 구와 비교하여 하게 짧다.
미국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NCCN) guideline에 따르면, 빈 의 정도를 헤모 로빈 수치

에 기 을 두고 분류하여 한 치료가 행해지도록 하 다(Table 4).

Table 4. NCCN Anemia Classifications (Hemoglobin in g/dL)

Grade Severity National Cancer Institute (NCI) Scal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Scale

0 None Males: 14-18

Females: 12-16

>10.9

1 Mild 10-normal   9.5-10.9

2 Moderate  8-10   8-9.4

3 Severe  6.5-7.9   6.5-7.9

4 Life-threatening <6.5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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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N guideline에 따르면, 환자의 헤모 로빈 수치가 11 g/dL 이하이거나, 환자의 기 치에서 2 g/dL 이상 

감소하 을 때  검사나 구형태 찰, 철과 비타민 결핍 등 빈 의 원인에 한 검사를 시작할 것을 권

고하 고, 환자의 빈  증상이나 가능한 빈  징후를 찰하고 가능한 험요인을 분석하도록 권장하 다.
구 생성 진인자의 사용에 해서는 헤모 로빈 수치가 10-11 g/dL까지 감소하면 치료를 고려하고, 10 g/ 

dL 이하 시 치료를 강력히 권고하 다. 4-6주간 반응을 찰하고, 헤모 로빈 수치가 12 g/dL 기 으로 유지될 때

까지 용량을 조 하도록 하 다. 구 수 은 헤모 로빈 수치 10 g/dL 이상에서는 권장하지 않았다.

2) Chemotherapy induced neutropenia (CIN)

항암 화학요법의 조 기  억제로 인한 호 구 감소증은 가장 한 합병증이다. 호 구가 감소하게 

되면 항암제 투여 인 환자에게 심각한 결과를 래할 수 있는 감염의 험성이 증가할 수 있고, 항암제

로 인한 빈 과 마찬가지로 항암제의 용량 감량  항암제 투여 주기의 지연을 고려해야하며, 이러한 경

우 항암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1) Myeloid growth factor의 사용

NCCN guideline에 따르면 항암제의 첫 번째 투여  환자의 항암 치료로 인한 발열성 호 구 감소(Febrile 
neutropenia, FN)의 험도를 조사하도록 한다. NCCN guideline에서 제시하는 발열성 호 구 감소를 측할 

수 있는 험인자는 악성 종양의 종류, 항암 치료제의 regimen(고용량, 용량의 강도), 환자의 험인자의 

세 가지로 나  수 있다. 이 세 가지의 험인자에 따라서 환자를 고 험군(>20% risk of FN), 등도 험

군(10-20%), 험군(<10%)으로 나 다. NCCN guideline  최근 개정된 ASCO guideline  European Orga- 
nization for Research and Treatment of Cancer (EORTC)에 따르면 고 험군의 환자에서 호 구 감소의 방

 치료를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NCCN guideline이 인정하고 있는 호 구 감소증의 고 험군은 바

로 의 항암 치료에서 호 구 감소증이 발생하 으며, 항암 치료제의 용량을 감량할 수 없는 환자군이다.

NCCN guideline에서 제시한 발열성 호 구감소증의 환자 험 인자는 다음과 같다.
고령.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

이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기존의 악성 종양으로 인한 호 구 감소증이나 골수 억제가 있는 경우

환자의 기  상태: 호 구 감소증, 감염/개방 창상, 최근 수술 시행한 경우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히 낮은 경우

신기능 하

간기능 하, 특히, 빌리루빈이 증가한 경우

ASCO guideline에서는 고 험군의 환자 이 외에도 방사선 치료를 받는 고령의 환자, 성 백 병이나 골

수이형성 증후군 환자,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는 소아 환자의 경우에는 Colony stimulating factors (CSFs) 투
여를 권장하 다. 그러나 이하의 경우에는 CSFs를 통용하지 않도록 권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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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호 구 감소증은 있으나 발열은 찰되지 않는 경우

고 험군이 아닌 환자에 있어서 발열성 호 구 감소증

CSFs의 방  사용에 반해, 치료  목 으로의 투여는 그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NCCN guideline은 

방 으로 CSFs를 투여받지 않은 환자에 있어서 감염과 연 된 부작용  심각한 임상 결과를 래할 수 

있는 후 인자를 가진 환자, 즉 65세 이상의 연령군이나 패 증 증구군, ANC <100/μL이거나 10일 이상의 

호 구 감소증, 폐렴, 침습성 진균 감염이나 임상 으로 입증된 감염이 있는 경우, 입원 환자, 이 에 호

구 감소증이 있었던 환자에 있어서 CSFs를 치료 으로 투여해 볼 수 있다고 하 다.

방  치료 목 으로 투여할 수 있는 CSFs의 종류  투여 방법과 용량은 다음과 같다.
Filgrastim (GrasinⓇ, LeucostimⓇ; catregory 1)

  : Post-nadir ANC가 정상 수치로 회복될 때까지 5 mcg/kg를 투여

  : 항암 치료가 끝나고 24-72시간 후에 시작하여 회복될 될 때까지 투여. 하루 1번 이상 투여는 권장하

지 않는다.
Pegfilgrastim (category 1) - 방  목 으로만 투여

  : 항암 주기당 6mg 1회 투여

  : 항암 치료가 끝나고 24-72시간 후에 시작하여 회복될 될 때까지 투여. 하루 1번 이상 투여는 권장하

지 않는다.
  : 3주를 주기로 시행하는 항암 치료에서만 효과가 입증되었다.

Sargramostim (category 2B)
  : 250 mcg/m2

의 용량으로 임상 시험 목 으로 투여해 볼 수 있다.
  : 항암 치료가 끝나고 24-72시간 후에 시작하여 회복될 될 때까지 투여, 하루 1번 이상 투여는 권장하

지 않는다.

(2) 항생제의 사용

호 구 감소증이 동반된 환자에 있어 감염의 험도 증가는 입증되어 있고, 이들에게 방  항생제 사

용이 임상 으로 도움이 되는가에 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아직 결론은 도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

만 호 구 감소증이 있는 환자에서 발열이 동반된 경우 원인균이 밝 지기  경험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

은 매우 요하다. 이러한 감염의 가장 흔한 경로는 소화기계, 폐, 피부이며, 흔한 원인균은 Escherichia coli, 
Kelbsiella penumoniae, Pseudomonas aeruginosa, Staphylococcus, Streptococcus, Enterococcus 등이다. 경험  항

생제는 각 의료기 의 원내 감염 양상과 항생제 감수성, 환자의 병력과 증상, 항생제 사용력과 환자의 알

르기, 신기능 등 개인 인 요인에 맞추어 선택하되, 살균제를 포함시키고, 임상 반응  균 배양 결과에 

따라 차후에 치료를 수정 혹은 지속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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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암 치료의 용량 및 주기 조절

National Cancer Institute (NCI)의 Common toxicity criteria는 항암 약물 치료와 연 된 구 감소증의 험

도를 다음과 같이 나 었다(Table 5).

Table 5. NCI Common toxicity criteria, grading of hematologic toxicity

Blood Element Grade 1 Grade 2 Grade 3 Grad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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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telets (/μL) 7,500 to LLN 50,000-75,000 25,000-5,000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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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LN: Lower limit of normal  

일반 으로 액학  독성으로 인해 항암제의 용량을 조 하는 경우 grade 2 이하의 독성에서는 다음 주

기 항암 요법의 용량을 변경하지 않고, grade 3 이상의 독성이 발생하는 경우 원인 약제의 용량을 25% 감량

하며, grade 4의 독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용량의 50%를 감량하는 것을 권고한다. Grade 2 이상의 호 구 감

소증이 다음 주기를 시작하는 제 1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치료 주기를 1주씩 연기하도록하고, 2주가 지

나도 호 구 감소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원인 약제 사용을 단하도록 하 다.

3. Peripheral neuropathy

Chemotherapy-induced peripheral neuropathy (CIPN)는 체감 신경계 는 자율 신경계의 말  신경 이상으로 

인한 증상  징후가 나타나는 것으로,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의 30-40%에서 발생한다. 이는 항암치료를 받

는 환자에게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신체 기능 부 의 원인이 되어 삶의 질을 감소시킬 뿐 아니

라, 항암제의 감량, 항암 화학요법의 단까지 야기할 수 있는 한 합병증  하나이다. 증 CIPN은 

단독 항암요법인 경우 3-7%, 복합 항암요법인 경우 38% 이상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taxanes  platinum 계
열의 항암제와 vinca alkaloids, thalidomide  bortezomib 등의 항암제가 CIPN과 련이 있다. 가장 흔히 CIPN
을 유발하는 약제는 platinum과 taxane 계통으로 발생률  증상은 Table 6과 같다.

항암 약물의 종류 이외에 CIPN의 발생에 향을 미치는 인자는 다음과 같다. 
환자의 연령

약물의 용량 강도

약물  용량

항암 화학 요법 시행 기간

다른 신경 독성 유발 약물과의 병용 투여

당뇨, 알코올 섭취 정도 등 환자의 기  질환

이러한 항암 치료 요법으로 인한 신경 독성을 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다. 재까지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을 통해 여러 가지 약제들이 연구 에 있으며, 그 결과를 Table 7, 8에 요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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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hemotherapeutic agents causing peripheral neuropathy

Incidence of PN Sensory Symptoms Motor Symptoms

TAXANE CLASS:

Paclitaxel (Taxol®)

Docetaxel (Taxotere®)

Abraxane™

60%

50%

71%

Mild to moderate numbness, tingling, 

burning/stabbing pain of hands and feet 

are common which can become severe 

with increased doses.

Reduced or absent Achilles tendon reflex.

Weakness of distal 

muscles has been 

documented with high 

cumulative doses of 

Taxol and Taxotere.

PLATINUM 

COMPOUNDS:

Cisplatin (Platinol®)

Carboplatin (Paraplatin®) 

Oxaliplatin (Eloxatin®)

47%

 4%

74%

Mild to moderate numbness and tingling of 

hands and feet can occur after 

prolonged (4-6 months) therapy and 

may develop 3-8 weeks after last dose. 

Symptoms can become severe with high 

cumulative doses.

Reduced or absent Achilles tendon reflex.

Weakness is rare, but 

can occur with high 

doses of Cisplatin and 

Oxaliplatin.

Table 7.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for prevention of CIPN

Agent/Authors
No. of 

patients
Finding

Vitamin E

  Pace 2003

  Argyriou 2005 

  Argyriou 2006 

  Pace 2007 81

 47

 40

 35

 81

CIPN in 31% patients with vitamin E versus 86% without (p<0.01).

CIPN in 25% patients with vitamin E versus 73.3% without vitamin E (p=0.019).

CIPN in 21% of patients with vitamin E group versus 66% without (p=0.026).

Median CIPN score lower in the vitamin E group (p<0.05).

Calcium/Magnesium

  Nikcevich 2008 102 CIPN occurred in 22% versus 41% by NCI Common Toxicity Criteria (p=0.04) and 

28% versus 51% by an oxaliplatin specific neuropathy scale (p=0.02)

Glutamine

  Wang 2007  86 Less grade 1–2 (17% versus 39%) and grade 3–4 CIPN after four cycles (5% 

versus 18%) and six cycles (12% versus 32%)

Glutathione

  Cascinu 2002

  Smyth 1997

  Cassinu 1995

 52

152

 50

Significantly less peripheral neuropathy any grade cycles 4 and 8 (p=0.04), as well 

as less grade 3–4 neuropathy at cycle 8 (p=0.01)

CIPN incidence significantly decreased in treatment arm (31%) versus 

control(75%) (p=0.033)

After 15 weeks, 4/24 treatment arm versus 16/18 placebo arm experienced 

neurotoxicity (p=0.0001)

N-acetylcysteine

  Lin 2006  14 5/7 patients in the control group and 0/7 in the treatment group experienced 

grade 2–4 neuropathy (p<0.05). The incidence of grade 2–4 neuropathy after 12 

cycles of chemotherapy was significantly less in the treatment group (p<0.05).

Oxcarbazepine

  Argyriou 2006  40 Incidence of peripheral neuropathy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treatment arm 

(31%) versus control arm (75%) (p=0.03)

Xaliproden

  Cassidy 2006 649 17% of patients receiving xaliproden versus 11% of patients receiving placebo 

experienced grade 3 CI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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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for treatment of CIPN

Agent/Author No. of patients Finding

Nortriptyline

  Hammack 2002  57 No CIPN benefit observed

Amitriptyline

  Kautio 2008  44 No CIPN benefit observed

Gabapentin

  Rao 2007 115 No CIPN benefit observed

Lamotrigine

  Rao 2008 131 No CIPN benefit observed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많은 항암제 에서 신경 독성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약제가 platinum 계통의 

항암제인 cisplatin과 oxaliplatin이다.
Cisplatin에 의한 말  신경병증은 환자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용량 300 mg/m2 이상 투여 시 

발생하며, 치료에 있어 가장 요한 것은 cisplatin의 투여를 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cisplatin 투여를 단

한 후에도 30-50%의 환자에서 비가역 인 변화가 이미 일어나며, 신경독성은 호 되지 않아 증상이 수 개

월간 지속될 수 있다. 경증의 말  신경 독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량 없이 cisplatin 투여를 지속할 수 있

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래할 정도의 심한 신경독성의 경우에는 cisplatin 치료를 감량 는 타 약제로의 

교체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 으로 경증의 말 신경독성이 있는 경우 증상의 경감을 해 amitryptiline, 
gabapentin 등을 사용하지만, 궁극 인 치료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고, 발생하면 치료가 어렵기 때

문에, cisplatin을 포함한 복합화학요법을 시행할 경우에는 말 신경병증의 발생에 세심한 찰이 요구된다.
Oxaliplatin에 의한 말 신경병증은 dorsal root ganglion (DRG) cell에서의 platinum 축 으로 인한 cellular 

metabolism  axoplasmatic transport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손, 발의 감각 하  감각기능 실조, 
고유 감각 변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약제의 dose-limiting toxicity로 용량의 축 이 800 mg/m2 이상시 말

신경독성의 빈도가 증가되어, 4개월 정도가 지나면 신경독성에 주의해야 한다. 투여 단 후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이 3개월 정도로 cisplatin 보다는 짧다. 증상이 경증인 경우 보존  약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증인 경우에는 oxaliplatin 투여의 일시  단, 감량, 다른 약제로의 교체를 고려해야 한다.

4. Mucositis and diarrhea

1) Mucositis

막염은 구강부터 까지 장 을 덮고 있는 막에 염증성 반응이 일어난 것으로 항암 화학 치료  

방사선 치료 후 흔히 발생하는 부작용이다. 이는 통증  구역, 속쓰림, 궤양, 복부 통증, 복부 팽만감, 구
토, 설사, 변비를 유발할 수 있다. 막염은 많은 환자에게 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양 섭취 감소로 삶의 질

을 하시킬 뿐만 아니라, 치료 의지를 후퇴시킬 수 있으며, 계획된 항암 치료를 취소, 연기하거나 방사선

의 동시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 호 구 감소증이 동반된 암 환자에서는 패 증의 고

험 인자이므로 임상 으로 요한 질환이다. 일반 인 항암제 치료 환자의 40%, 골수이식 환자의 76%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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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막염이 합병되며, 두경부 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는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구강  장 의 막상피 세포는 체내에서 가장 빨리 분열하고 생장하는 세포로, 항암제나 방사선 치

료가 이러한 막 세포의 재생을 방해한다. 통상 으로 막염은 항암제 투여나 방사선 치료 후 5-7일 이

후에 발생하고 단순한 발 부터 궤양까지 다양한 병변을 보인다. 구내염은 백 구 감소증이 병발하지 않

은 경우 보통 2-3주 내에 치유되며, 통증성 궤양으로 발 하는 경우 감염을 유발시킬 수 있고, 환자는 음

식섭취와 화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게 된다. 구내염의 치료제로 명확히 확립된 것은 없으나, 방과 치료

에 한 Multinational Association of Supportive Care in Cancer (MASCC)와 International Society for Oral Onco- 
logy (ISOO), NCCN의 막염에 한 guideline을 참고할 수 있다.

항암 화학 요법 에 환자는 양호한 구강 생을 유지하는 것이 구강 막염을 방하고 경과를 호 시

키는데 요하며, 구강내 세균의 집락을 최소화하여 막염의 진행을 억제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자주 입

을 헹구어 내고 식염수로 린스하며, 구강 막염의 통증은 국소  진통제 도포  신  진통제 투여로 

조 하며, 진균 감염을 방하기 해 Nystatin gargling을 고려할 수 있다. 장  막염의 경우에는 cyclo- 
phosphamide, methotrexate, 5-FU 투여 후 발생하는 심와부 동통의 방에 ranitidine과 omeprazole이 효과

이며, 특히 omeprazole이 ranitidine 보다 더 효과 으로 통증을 방한다.

2) Diarrhea

항암 화학 요법으로 발생하는 장  막염의 증상  가장 흔한 것이 설사이다. 항암제는 다원  과

정을 통해 장  상피세포를 탈락시키고, 표면 괴사  장  벽 염증을 유발하여 장  막에 성 손상을 

유발한다. 소화기암의 항암 치료에 흔히 사용되는 약제인 5-FU와 irinotecan이 설사를 흔히 유발하며, 2009
년 발표된 바에 따르면 항암 치료 약제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항암 화학 요법을 받는 환자의 50-80 
%가 항암화학 요법 후 부작용으로 설사(Chemotherapy induced diarrhea, CID)를 경험하게 된다. CID는 항암

제의 용량과 련된 부작용  표 인 것으로, 환자의 체액  해질을 감소시키고 향 불균형과 탈

수를 조장하여 입원율을 높일 수 있다. 심각한 경우 심 계 질환  사망에 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특
히 막염  호 구 감소증을 동반할 때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는 치명  부작용이 된다.

(1) 분류

CID의 정도를 악하는데 National Cancer Institute (NCI) scale이 주로 이용되며, CID의 정도를 일일 묽은 변의 

횟수, 야간 배변, 변실 , 복부경련, 변의 기 에 따라 0(정상)부터 4(심각)까지로 등 을 정하 다(Table 9).

(2) 위험 인자

CID의 빈도는 항암 치료 약물의 종류와 항암 치료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Grade 3-4의 CID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의 종류와 조합은 다음과 같다(Table 10).
Irinotecan 투여 환자에게 있어 지연성 설사는 irinotecan의 용량과 계없이 나타날 수 있으나, 조기 발병

형 설사(투여 24시간 이내)의 빈도는 용량에 따라 달라지며, grade 3/4의 설사가 환자의 10%에서 찰된다. 
지연성 설사의 출 은 3주마다 350 mg/m2 투여한 경우 평균 약 6일내 시작되며, 125mg/m2로 매주 투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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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NCI criteria for assessment of chemotherapy-induced diarrhea

Grade 0 1 2 3 4

No. of stools/day Normal 2-3 4-6 7-9 >10

Symptom - - Nocturnal stools Incontinence Bloody stool

Moderate cramping Severe cramping Need for parenteral fluid support

Table 10. Chemotherapeutic agents causing chemotherapy-induced diarrhea

Agents
Grade 3/4 diarrhea

Single agent Combination therapy

Chemotherapy

  5-FU (bolus)

  5-FU (CI) 

  Irinotecan (late diarrhea)

  Capecitabine

  Docetaxel/paclitaxel

32% (G3)

 6-13%

16-22%

11%

 4%

26% XELIRI

25-28% IFL (bolus)

11-14% FOLFIRI (bolus/CI)

14% docetaxel + capecitabine 19% DCF

Targeted agents

  anti-EGFR-antibodies

  anti-EGFR-TKI

  sorafenib/sunitinib

  m-TOR inhibitors

 1-2%

 6-9%

 2-8%[G3]

 1-4%[G3]

15% cetuximab + FOLFIRI

13% lapatinib + capecitabine

15% lapatinib + paclitaxel

6% erlotinib + gemcitabine

5-FU, 5-fluorouracil; DCF, docetaxel + cisplatin + 5-FU; EGFR,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FOLFIRI, 

irinotecan + leucovorin + 5-FU; IFL, irinotecan + leucovorin + 5-FU; m-TOR, mammalian target of rapamycin; 

TKI, tyrosine kinase inhibitor; XELIRI, irinotecan + capecitabine.

는 용법일 경우에는 약 11일 정도에 시작된다. Fluoropyrimdine계는 심한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5-FU과 

leucovorin을 병용하여 투여할 때 치료 효과가 상승하지만, CID의 빈도 한 증가 한다.
CID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  약물 종류 이외에 환자  항암 치료와 연 된 요인들은 다음

과 같다.

[환자 련 요인]
고령

여성

낮은 등 의 수행능력(ECOG 2 이상)
기  장 의 질환( , 장염, 락토오스 결핍)
장  내 종양의 존재

[치료 련 요인]
항암치료 주기가 매주일 때

지속  정맥 주입 항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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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s 1-2 Diarrhea

Dietary Management

Loperamide

- standard dosing

(4 +2 mg after each loose stool;

max. 16 mg/day)

Diarrhea resolved

- Adjust diet

- Discontinue loperamide

  after 12 hours without diarrhea

Diarrhea not resolved

- High-dose loperamide

  (4 +2 mg q2h)

Diarrhea not resolved after 24 hours

Octreotide 100-150 µg s.c. TID

Replace fluids/electrolytes

Fig. 1. Acute management of grades 1-2 chemotherapy-induced diarrhea.

이 의 CID 과거력

항암화학요법과 병행하여 복부골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3) 약물적 치료(Fig. 1, 2)

CID를 치료하기에 앞서, 설사의 원인이 환자가 복용하는 약제( 변 연화제, 완화제 제산제)나 C. difficile 
는 진균에 의한 막성 장염, 방사선 조사로 인한 성 반응, 수술에 의한 짧은 창자 증후군에 의한 

것은 아닌지 조사하여야 한다. 먼  비약물 인 방법으로 설사를 치료할 때,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

은 피하고 경구 수액 보충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흰 , 바나나, 사과, 토스트 등 자극이 없는 음식을 섭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지만 irinotecan에 의한 CID는 식사 습  교정만으로는 치유에 불충분할 수 있

기 때문에, 고용량 loperamide의 투여를 고려하여야 한다.

a. Loperamide

Loperamide는 12-24시간 이상 지속되는 Grade 1 설사나 등도의 설사(Grade 2)에서 사용할 수 있다. 
Loperamide의 기본 용량은 4 mg 투여 후 2 mg을 4시간 마다 설사가 멎을 때까지 투여할 수 있고, 최  하

루 16 mg까지 투여 가능하다.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4 mg으로 투여를 시작하여 2시간마다 2 mg씩 투

여하며, 야간에는 수면을 해 4시간마다 4 mg을 투여할 수도 있다. Loperamide는 설사가 치유되고 정상

인 식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12시간 간격으로 지속한다. 고용량 loperamide (4 mg 투여 후 2시간마다 2 mg 
투여)는 irinotecan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의 설사량에 상 없이 투여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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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s 1-2 diarrhea

Progressing to grades 3-4
Grades 3-4 diarrhea

Admit to hospital Admit to hospital

Octreotide 100-150 µg s.c. TID

IV fluids + antibiotics as needed

Octreotide 100-150 µg s.c. TID

IV fluids + antibiotics as needed

Fig. 2. Acute management of grades 3-4 chemotherapy-induced diarrhea.

b. Atropine-diphenoxylate (LomotilⓇ)

의료진의 단에 따라 grade 1 는 2의 설사 환자에게 loperamide와 병용하여 atropine-diphenoxylate 1-2 
알을 6-8시간마다 추가해서 쓸 수 있다. Grade 3-4의 설사 환자에게는 큰 효과를 기 할 수 없다.

c. Octreotide

고용량의 loperamide  atropine-diphenoxylate 투여 후에도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Grade 1-2 설사 환자에

게 octreotide 100-150 mcg을 하루 세 번 피하로 주사해볼 수 있다. grade 3-4 환자는 octreotide 150 mcg 하루 

세 번 피하주사를 투여한다. 이러한 환자들은 개 입원을 요하며, 24시간 이후에도 설사에 호 이 없다면 

octreotide 용량을 300-500 mcg로 증량해볼 수 있다. Octreotide는 설사가 멈추고 정상 식이를 진행할 수 있

을 때 24시간 내에 투여를 단한다.

d. 항생제

호 구 감소증이 병발하는 경우 항생제( , ciprofloxacin 300 mg bid)를 설사가 치유되고 호 구 감소증

이 회복될 때까지 투여할 수 있다.

5. Cardiotoxicity

항암 화학 요법의 심독성은 몇 가지 항암제의 한 부작용이다. Anthracyline 등 세포독성 항생제 계열

의 심독성이 가장 리 알려져 있으나, cyclophosphamide, ifosfamide, mitomycin과 fluorouracil 계통 한 심

각한 심 계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항암 치료제로 인한 심장 독성은 경도의 일시 인 압 변동 

는 심 도 변화에서부터 보다 심각한 부정맥과 심근염, 심막염, 심근경색, 심근증까지 유발하여 좌심실부

을 일으키고 울 성 심부 까지 래할 수 있다.
Anthracycline계의 항암제는 Streptomyces종에 속하는 진균에서 분리된 세포독성 항생제인 daunorubicin과 

doxorubicin, 그리고 합성제제인 epirubicin과 idarubicin 등이 있다. 이들은 그 효과에 있어 명확한 용량 반응 

계를 보이고 있어 심 계 합병증으로 용량을 감량시 해율  생존율을 하시킬 수 있다. Anthracy- 
cline은 caspase-3의 발 을 활성화 시키고, caspase-3은 cell apoptosis의 과정에 작용하여 DNA 구조를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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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hemotherapy agents that may require dose reduction in patients with renal insufficiency.

Arsenic trioxide 

Bleomycin 

Capecitabine 

Carboplatin 

Cisplatin 

Cladribine 

Cyclophosphamide 

Cytarabine (high dose) 

Daunorubicin 

Epirubicin 

Etoposide 

Fludarabine 

Hydroxyurea 

Ifosfamide 

Irinotecan 

Lenalidomide 

Lomustine 

Melphalan 

Methotrexate 

Mitomycin 

Pentostatin 

Pemetrexed 

Sorafenib 

Streptozocin 

Topotecan

시키며, anthracycline에 의해 세포 내 과다한 free oxygen radical 들이 축 되어 세포내에 phospholipid를 과

산화시킴으로서 이들의 신호 달계의 이상을 래한다. 이러한 anthracycline으로 인한 심장 독성은 항암 

약물의  용량이 550 mg/m2 이상일 경우 심부 의 발생률이 증가하며, 낮은 투여 속도로 48-72시간 이

상 지속  정맥 주입시 심독성이 다. 남성보다 여성이, 4세 이하의 소아나 고령의 환자일수록 심 계 

부작용이 잘 나타나며, 기존의 심 계 질환이나 고 압이 있는 경우, 종격동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

우, 이  anthracyccline계 항암제로 치료한 이 있는 경우에 심독성의 발생률이 증가한다.
이러한 심 계 부작용을 측하고 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심독성의 방을 해 anthracy- 

cline으로 항암제를 사용하기 에는 환자의 심독성 험 요인을 미리 악하고, 항암제의 용량이나 주입

속도, 주기를 조 하는 것이 요하다. 한 anthracycline 투여 환자군의 심기능을 이상 으로 추  찰함

으로써 이러한 부작용을 어느 정도 방할 수 있다. 추  찰 방법에는 심에코를 통해 좌심실 구 률(Left 
ventricle ejection fraction, LVEF)이나 좌심실 단축률(Fractional shortening, FS)을 측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심독성이 더 은 epirubicin이나 idarubicin과 같은 antrhracycline analogues를 

이용해볼 수 있다. Epirubicin은 doxorubicin의 epimer로 용량이 900 mg/m2 이상일 때 심독성이 나타나므로 

doxorubicin보다 심독성이 으나 효과는 비슷하다. Idarubicin은 daunorubicin의 친유성 반합성 유도체로 경구

로 투여할 수 있으며, 심독성이 다. 필요하다면 심보호 약물을 처방할 수도 있는데, dexrazoxane은 EDTA의 

유도체로 세포막을 쉽게 통과하여 세포간 킬 이트 약제로 작용한다. 이는 anthracycline의 free oxygen radical
의 합성을 하시켜, dexrazoxane 투여 시 anthracycline 항암제 투여 환자에게 울 성 심부 의 발생을 낮춘다

는 보고가 있다. Dexrazoxane은 항암제 투여  천천히 정맥 주사하거나, 30분 이내의 빠른 infusion을 통해 투

여할 수 있다. 하지만 골수부 을 가속화하거나 주사부 의 통증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6. Nephrotoxicity

항암 약물은 신장의 사구체  세뇨 , 신장간질  신장미세 에 향을 미쳐 무증상의 청 크 아

티닌 증가에서부터 성신부 까지도 일으켜 투석이 필요할 수 있다. 신장은 많은 항암 치료제  그 

사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주요한 장기로, 신장기능 부 은 약물의 배설  항암 약물의 사를 교

란시켜 신  독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많은 약물들에서 신장기능부 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시 용량의 

조 이 필요하다(Tab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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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내 용 이 부족한 경우, 그것이 외부 손실이든 내부 체액 격리이든 용  부족은 항암 치료

제의 신장독성을 유발하는데 가장 요한 요소이다. 한 비항암 약물 에서 신독성을 가진 aminogly- 
coside 계열 항생제나 NSAIDs를 항암제와 병용 투여 하 을 경우, 환자의 기  신기능에 계없이 방사선 

조 제가 투여되었을 때 신독성을 유발할 확율이 높아진다. 한 기  종양 질환으로 인해 요로폐색이 일

어난 경우나, 항암 약물 치료를 받는 환자가 기 에 신장 질환이 있거나, 요로기계에 생긴 종양일 때 신장

독성 부작용이 호발하게 된다. 항암 약물 요법으로 인한 신기능 이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cute kidney injury (20-30%)
Hypomagnesemia (40-100%) 
Fanconi-like syndrome
Distal renal tubular acidosis 
Hypocalcemia 
Renal salt wasting 
Renal concentrating defect 
Hyperuricemia
Transient proteinuria 
Erythropoietin deficiency 
Thrombotic microangiopathy 
Chronic renal failure

Cisplatin은 항암 약물  가장 흔하게 쓰이는 약  하나이며, 가장 신기능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약

물이다. Cisplatin은 세뇨  상피세포 손상  신 모세 의 수축, 염증 효과등 다양한 기 으로 신기능 부

을 일으킬 수 있다. 항암 치료를 받을 환자는 청 크 아티닌이 2.0 mg/dL(177 µmol/L) 이하이거나, 크
아티닌 청소율이 60 mL/min 이상일 때 원래 용량의 cisplatin을 투여할 수 있으며, 항암 투여 주기  청 

크 아티닌이 1.5 mg/dL 미만이거나, 는 BUN이 25 mg/dL 이하일 때 cisplatin을 투여하기를 권고하고 있

다. FDA에서 승인된 용량 조  가이드라인은 재 없으나, 경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크 아티닌 청소율이 

46-60 mL/min 일 때 용량은 25% 감량하고 청소율이 31-45 mL/min 일 때는 용량을 50% 감량하도록 하 다. 
한 cisplatin 투여  경구  정주로 충분한 수분 보충을 하거나, 상 으로 신독성이 은 cisplatin analogue 
인 carboplatin을 사용할 수 있으며, cisplatin 신독성으로 부터 보호 작용을 가진 amifostine을 이용해 볼 수 있다. 
이는 암세포가 아닌 정상세포에만 보호 작용을 가지며, cisplan 치료  투여하게 되면 동물 모델에서 신독성을 

여 이 증명되었다. 재 난소암을 가진 여성에서 cisplan을 이용한 항암 치료 요법시 amifostine을 함께 사용

하여 신독성을 10-30%까지 낮춘 3상 임상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이 외에도 sodium thiosulfate, N-acetylcysteine, 
theophylline, glycine 등의 약물에 신장 보호 효과를 기 해 볼 수 있다.

신장 독성이 이미 발생하 을 때, 특별한 치료법은 없다. 수액 보충  해질 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마그

네슘  포타슘을 공 해야 한다. 방사선 조 제 투여  항생제 등 다른 신독성을 가진 약제를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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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Hypersensitivity reactions

다양한 용량의 항암 치료제를 투여하는 환자는 약에 감작될 수 있고, 이러한 약제를 지속해서 재투여하

는 경우 과민 반응을 일으켜 심하게는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다. 몇 번의 주기로 carboplatin을 투여받는 환

자는 이러한 과민반응의 비율이 증가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7 cycles의 carboplatin을 투여받은 환자의 27 
% 이상이 과민 반응을 경험하 으며, 이  반이 등도 혹은 심각한 수 의 과민 반응을 보 다. Paclitaxel
에 처음 노출된 경우에도 16-40% 가량의 환자가 과민반응을 경험하 으며, 처치를 하 음에도 과민반응

의 비율을 10% 정도밖에 감소시키지 못했다. 이러한 과민반응을 이기 해서 처치를 하거나 주입 속

도를 늦추거나, 혹은 두 가지 모두를 시행하여도 과민 반응 감소에 확실한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으며, 
부분에서 약제 단의 결과를 가져왔다.

심한 과민 반응의 발생률은 낮으나, platinum compounds, taxanes, 단일클론 항체 치료에서 나타날 수 있

으며, carboplatin 는 oxaliplatin의 과민반응은 투여환자의 약 12-19%에서 일어난다는 보고가 있다. Paclitaxel
과 docetaxel의 과민반응 발생률은 각 8-45%, 5-20%로 보고되고 있으며, 단일클론 항체 치료의 경우 경도에서 

등도의 반응은 비교  흔하여 특히, 첫 번째 투여시 발생률이 높다. Trastuzumab은 40%, Rituximab은 77%, 
Cetuximab은 16-19%, Panitumumab은 5%의 발생률이 찰되었다.

과민반응으로 인한 증상으로는 피부, 심 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신경근육기계 이상을 다양한 형태로 

유발할 수 있다. 413명을 상으로 항암 치료 요법의 과민 반응을 조사한 연구에서 환자의 약 81%는 고도

의 과민반응을, 약 20%는 경도의 반응을 보 다. Carboplatin 투여 후 유발된 과민반응은 부분 피부  

호흡기계, 소화기계, 심 계 반응이었으며, 25%에서 기도 압박감을 호소하 고 드물게 공황감을 경험하

기도 했다. Paclitaxel 투여 군에서는 피부반응  심 계, 신경근육계 이상이 주로 찰되었다.
항암치료제에 한 과민반응을 방하는 방법  가장 요한 것은 이 에 같은 계열의 약제로부터 과

민반응을 경험하 는지를 조사하고 재투여를 하지 않는 것이다. Carboplatin의 경우 이  cisplatin이나 다른 

platinum 복합제제를 투여한 경우 과민반응이 있었던 환자에게 투여시 과민반응의 확률이 증가 한다. Pacli- 
taxel  docetaxel의 경우 처치로 corticosteroids  diphenhydramine, H2-antagonist를 투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첫 번째  두 번째 약물 투여 시 주의 깊게 환자를 찰해야 한다.
과민 반응이 발생한 경우에는 epinephrine, corticosteroids, antihistamine이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부분

의 경우에 약제를 단해야 한다. 치료가 필요한 압, 기도확장제가 필요한 호흡장애,  부종, 신  

두드러기가 나타난다면 약제를 바로 단하고 즉각 인 처치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 약제를 재투여해서는 안 

된다. 발진, 피부반응, 경도의 호흡부 , 압, 빈맥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즉시 단할 필요는 없다.

III. 결   론

앞서 소화기계 암의 항암 화학 요법에 쓰이는 다양한 종류의 항암 약물  부작용과 그에 따른 방  

치료에 해 알아 보았다. 부분의 부작용들은 그 정도에 따라 환자에게 극심한 고통이나 일상생활 수행

에 장애를 유발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하 시킬 뿐 아니라, 환자의 항암 약물 치료에 한 두려움이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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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부작용에 따른 항암 치료제의 용량 감량  항암 주기 지연으로 인해 항암 약

물 치료 효과의 하  치료 실패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에 반해 이러한 항암 약물 요법의 부작용이 발

생하 을 경우 그 치료 약제나 방법에 해서는 아직도 그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거나, 연구 인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소화기계암을 치료하는 의료진은 항암 약물 요법 시작 에 이러한 부작용을 일으

킬 수 있는 항암 약제  투여 방법과 환자 개개인의 험 요인을 정확히 악하고, 이에 한 방에 주

의를 기울여야하며, 부작용 발생시 항암 요법의 용량 감량이나 투여 지속에 해서 그 득실을 고려하여 

치료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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