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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약물의 특징

☞ 항암제는 고위험약물로 분류

• 발암성
• 기형이나 발달 독성
• 생식 독성
• 낮은 용량에서 장기 독성
• 유전 독성
• 위의 기준에서 유해물질로 분류된 약물과 구조
나 독성이 유사한 신약

NIOSH(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2004, 2010, 2012)



항암화학요법 안전관리

• 환자나 항암제를 다루는 의료진, 주변 환경에 불필요한
노출을 줄이기 위한 안전관리가 필요

• 항암제는 치료 용량과 독성(부작용)용량 간의 차이가 적
음 : 투약 오류 예방 및 부작용 확인에 대한 주의가 필요



항암제 노출 경로

• 피부나 점막을 통해 흡수

• 흡인

- 항암제 투여 종료 48시간 이내 환자의 체액 및 분비물

- 찔림(Needle stick injury)으로항암제 조제나 투여 시 발생

• 주입

• 섭취

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 보호장비(PPE) 착용



개인보호장비

• 장갑 : 파우더 없는 두꺼운 장갑으로 항암제 준비 및 투약에 두 개의
장갑 착용하며 30분 마다 교체, 착용 전 후 비누로 손씻기

• 가운 : 폴리에틸렌으로 뒤가 막혀 있으며 소매가 탄력성 있게 만들어진
일회용 가운

• 팔목이 조여지며 내부 장갑은 소매 아래, 외부 장갑은 소매 위 착용
가운 착용 중 오염 발생시 또는 장갑 교체 시 교환

• 마스크 : 미국은 항암제 차단 테스트 통과한 마스크 착용
국내는 N95 마스크 추천

• 안면보호구 : 유해물질이 튈 가능성 있으면 안면보호구 또는
일체형 마스크 사용 권장



개인보호장비 착용 사진



항암제 조제

• 일자처리제어장치 (Primary engineering control: PEC)

• 생물학적안전작업대 (Biological safety cabinet: BSC)

• 무균조제작업대 (Compounding aseptic containment isolator: CACI)

• 개인 보호장비

• 안전실무지침 준수





항암제 운반 및 보관

• 각 부서에 비치된 지정용기에 운반, 보관

• 약품 운반 시 글러브 착용

• 파손에 유의





항암제 투여 시 관리

투여 전 관리 투여 시 관리 부작용 관리

• 치료 동의서 및
환자교육

• 투여 계획 확인

• 조제된 항암제 확인
및 보관

• 정맥내 유지침 관리

• 보호장구 착용

• 수액세트 세팅

• 경구용 항암제
투여 관리

• 부작용 확인
- 주사부위 확인
- 과민 반응
- 기타 부작용

• 중재 및 기록



항암제 투여 순서 및 계획

• 약물의상호작용과 regimen에따라계획

: 약효, 대사및배설과정에대한영향고려

• 과민반응가능성약물우선투여고려

• 말초정맥으로 Vesicant 와 non-Vesicant

: Vesicant 약물먼저투여



항암제 투여 순서

• Peripheral line 투여시조직자극이있는항암제(Vesicant, Irritant)를포
함한 regimen의항암제투여시이를먼저투여

• 대부분신배설되므로신독성가진약물나중투여

: Cisplatin, Carboplatin, Cyclophophamide, Ifosfamide, High dose Methotrexate

• Taxane(Paclitaxel, Docetaxel)계항암제와 Platinum(Cisplatin)

: 투여 순서가 바뀌면 Taxane 계항암제배설이지연되어항암제독성
증가하므로 Taxane계먼저투여

• Hypersensitivity가능성약물



항암제 투여 순서

• 말초정맥: Vesicant -> non-Vesicant

• FOLFOX, FOLFIRI Regimen인경우 5-FU, Ferbon을제외한 Oxaliplatin
or Irinotecan의투여를우선

• New target (Cetuximab,Bevacizumab,Trastuzumab):
항암제의 체내 역동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monoclonal antibody를 우선 투여

• 동시투여의경우두항암제의안정성이확인되지않은경우하나의
IV route에 한가지항암제투여



항암제 투여시 관리

• 생리식염수가연결된수액세트

Y포트를통해주입

• 생리식염수는항암제 투여

전/후에 flushing

• 항암제가연결된수액세트는

N/S 나 5DW로 priming

• 주입시간따라 infusion pump 나

IV controller주입속도세팅

• Vesicant는원칙적으로

Infusion pump사용안함



항암제 투여시 관리

• 개인보호장비착용

• 눈높이아래에서취급

• Spill kit 와액상의료폐기물통구비

• Closed-system device 사용

• 뒷면이플라스틱지지대있는일회용

흡수패드사용

• 주사기아래거즈패드를놓아

약제유출흡수

• 일반수액으로수액라인채운후

항암제와연결

• 약물투여후 IV line과함께용기제거



항암제 투여시 관리

• 항암제와항암제투여사이, 투여종료후에는생리식염수로

충분히 flushing

• 항암제투여종료시보호장구착용하고수액세트제거하거나 heparin
cap locking

• 사용한수액세트와바늘등은전용용기에폐기

: 수액세트와바늘을따로분리하지않음

• 부작용관리

• 정맥주사부위이상유무확인

• 일혈, 발적반응확인

• 부작용발생여부확인하고적절한중재를시행하고기록



경구용 항암제 안전 관리

• 용량, 투여 일정을 확인

: 횟수 복용시간(공복, 식후 등)

• 경구항암제를 맨손으로 만지지

않고 장갑 착용

• 약품의 포장 상태를 훼손하지 않는다.

• 개별포장이 아닌 경우 손에 닿지

않게 일회용 컵을 이용

• 사용한 물품이나 보호장구는

재사용 않고 폐기

• 정제나 캡슐 변형 시 미세입자 발생, 호흡기 흡인될 수 있어 캡슐을
열거나 정제를 분쇄, 절단하지 않는다.



체액 및 배설물 취급

• 약물 투여 최소 48시간 동안 혈액, 구토물, 배설물 취급시

항암전용 장갑, 일회용가운 착용한다.

• 배설물은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린다.

• 환자의 체액 노출된 세탁물도

표준 주의에 따라 개인보호장비

착용 후 백 또는 별도의 수거통에

담는다.



항암제 유출 시 처리방법

• 항암제파손처리키트(Spill kit) 이용

• 개인보호장구착용

-액체:흡수패드덮어휘발을방지

-고체:젖은흡수패드로닦아냄

-유리파편:기구(scoop)이용

• 1:10락스희석액뿌린후종이

타월로 3회이상닦아냄

• 뚫리지않는액상폐기물통에버림





항암제 노출 시 대처

• 피부: 오염된 의복을 제거 후 즉시 비누와 물로 씻는다.

• 안구: 최소 15분 이상 N/S 으로 세안 장치가 있는 곳에서
세척하며, 세안 장치가 없는 경우 멸균 식염수로 사용

• 흡입: 최대한 빨리 노출영역을 벗어나 심각성에 따라 응
급처치 시행

• 유해약물 노출 시 지침(SDS) 참조

• 환자안전관리 보고



주사 주입관련 합병증

• 일혈 (Extravasation)

• Vesicant (발포제)

• 발적 반응 (flare reaction)

• Irritant (자극제)



일혈(Extravasation)

• 약제가혈관밖으로누출되면서이차적으로조직손상을일으키는것

DNA- binding vesicant Non-DNA- binding vesicant

• Anthracyclines
: daunorubicin, doxorubicin, epirubicin

• Dactinomycin
• Mechlorethamine(nitrogen mustard)
• Mitomycin
• Mitoxantrone

• 식물염기체(Plant alkaloids)
: vinblastine, vincristine,
vindesine, vinorelbine

• 탁센계(taxanes)
: docetaxel, paclitaxel
paclitaxel protein-bound particles



일혈, 정맥자극, 발적 반응의 증상과 징후

증상과
징후

일혈 정맥자극 발적 반응

통증 즉각적: 투여 부위 타거나
찌르는 느낌, 차가운 감각
무증상
지연성: 통증 강도가 증가

정맥부위에
따라 통증과
압박감

통증 없음, 가려움

발적 즉각적: 투여 부위 발적이 일
반적이나 항상 발생하지 않음
심부조직 일혈시 확인 어려움
지연성: 발적이 악화

정맥이 붉어지
거나 어두워짐

즉각적: 정맥을 따라 줄무늬
반점 발생, 수분 내 사라짐
정맥부위 팽진(wheal)나타남
불규칙적 병변이 일시적, 국소
적, 피부 부종이 동반되는
표재성 병변

부종 즉각적: 조직 깊은 곳(포트)보
다 표면(말초)에 발생시 쉽게
관찰
지연성: 시간이 지나며 악화됨

없음 없음



일혈, 정맥자극, 발적 반응의 증상과 징후

증상과
징후

일혈 정맥자극 발적 반응

혈액
역류

보통 없음 있음
만약 없다면
irritant 침윤
의심

있음

궤양 즉각적: 피부통합성 정상
지연성: 치료하지 않으면 1-2주 내
수포와 부육조직이 진행되고 조직
괴사 발생, 필요시 외과적 제거술
과 피부이식, 피부판 성형술( flap
placement) 필요

없음 없음



일혈 관리

• 즉각적으로발포제와수액을정지

• 튜브를분리하고카테터와포트바늘은남겨둔다

• 작은주사기로남아있는 Vesicant흡인

• 적절한 antidote를 needle 통해투여하고 IV line, 포트바늘을제거

• 약물에따라 warming, cooling한다

• 일혈부위를부종경감을위해심장보다위로올려준다

• 조직손상의정도에따라외과적시술시행

• 환자상태기록후 Close monitoring



일혈 관리

냉찜질 • 혈관수축을유도, 국소혈관이나
lymphatic system 으로약물이퍼지게
한다

• 대부분항암제에효과적
• 15-20분간 찜질하고 30-60분정도회
복기간갖는다

• 1일 4-5회, 2-4일적용

Cisplatin,
Daunorubin, Doxorubicin
Epirubicin, Idarubicin
Mitomycin, Dactinomycin
Docetaxel, Paclitaxel

온찜질 • 혈관확장을유도, 약물의분포와흡수
를증가시키고약물의국소농도를감
소시킨다

• 20-30분간찜질하고 1시간정도회복
기간을갖는다

• 1일 4-5회, 2-4일적용

Etoposide, Vinblastine
Vincristine, Vinorelbine





정맥자극(Irritation)

• 자극제(irritant):

: 일혈시 주사부위나 혈관을 따라 통증으로 정맥염(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약물

조직의 괴사를 유발하지는 않는다.

- Bleomycin, Carboplatin, Carmustine, Cisplatin, Cyclophosphamide

Dacarbazine, Docetaxel, Etoposide, Fluorouracil, Gemcitabine

Irinotecan, Ifosfamade, Oxaliplatin, streptozocin, topotecan,

liposomal daunorubicin, liposomal doxorubicin



Irritant & vesicant

• Oxaliplatin(Eloxatin)

- 경화, 부종, 피부변색, 과색소침착, 드물게 조직괴사가 발생

- 일혈로 인해 조직괴사와 주사인접 부위 발적, 부종, 통증이 보고

- 냉찜질은 국소적 혈관수축 야기하여 Oxaliplatin과 관련된

신경독성 악화

- 일혈 부위 온찜질 적용 시 국소적 통증과 염증 감소

- 고용량의 dexamethasone(8mg bid x14d) 투여 시 일혈과 관련된

염증 감소



Irritant & vesicant

• Vinorelbine(Navelbine)

- 피부변색, 화학적 정맥염, 국소적 발진, 가려움증, 수포 형성과

드물게 피부 부육조직 형성

- 자극제로 분류하였으며 일혈 시 국소조직 괴사 또는

혈전성 정맥염 발생

- 6-10분간 빠르게 주입 후 75-124ml IV flushing 시행하면
Vinorelbine으로 인한 정맥염 감소시킴



Irritant & vesicant

• Melphalan (Alkeran)
- 말초 혈관 불량시 일혈 예방 위해 중심정맥내 삽관을 고려

• Irinotecan (Camptosar)
- 일혈 시 피부에 멸균증류수로 국소적 세척하고 냉찜질을 권고



정맥 자극 관리

• 국소적 불편감 완화 위해 온찜질 시행

• 다른 부위의 큰 정맥 확보

• 희석 시 자극이 될 수 있는 약물은 미리 확인

• 혈관 부위가 단단하고 차갑거나 통증, 체온 상승시 보고



발적 반응(Flare reaction)

• Doxorubicin을말초혈관주입시발생

• 정맥근위부혈관의일시적홍반, 소양감, 두드러기동반

• 통증이나부종이없으며혈액역류도잘되며일혈과구별됨

• 혈액역류확인후혈액역류안되면일혈의증상과징후를사정

• 정맥에생리식염수주입후발적이사라지는지관찰하고보통 45분이내

사라짐

• 발적이사라지지않으면 Hydrocortisone과 diphenhydramine을투여함

• 성인의경우 diphenhydramine 25-50mg 정맥투여후생리식염수 flushing

• 발적반응없어질때까지약물재주입하지않는다

• 약물재주입시발적반응예방위해전처치(antihistamine, corticosteroid )

약물투여



투여 시간에 따른 부작용

약물 주입시간 부작용

Paclitaxel 3hr infusion(weekly: 1hr) 3hr infusion : hypersensitivity
24hr infusion : myelosuppression

Docetaxel 1시간 빠르게 주입시 hypersensitivity

Etoposide 1시간 빠르게 주입시 hypotension

5-FU Push: myelosuppression
Infusion: Mucositis

Hand-foot syndrome

Doxorubicin 15-30분 infusion
:Cardiotoxicity
Nausea

24hr infusion
:Extravasation risk-> central line 투여
Cardiotoxicity 감소
Nausea 감소
Mucositis 증가



약물투여 Guidelines

• Baseline vital sign 확인

• 이전 약물에서의 allergy history 확인

• 환자에게 과민반응 증상에 대한 교육

• 필요시 Emergency cart 준비

• Skin test 또는 testing dose 시행

: 최소 15min-1hr 정도 관찰

• Premedication 투여

• 주입 시작 후 15-20min 집중 관찰

• 발생 시 즉시 약물 주입 중단



과민반응 발생시 간호

• 항암제 투입 중단

• N/S 로 정맥주사 유지

• 기도유지 및 V/S Check/주치의 Notify

• 필요시 응급약물 투여/증상 관찰 및 재투여

• 환자 및 가족 Emotional support

• 간호기록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