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2020년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 25만 명 가

량의 신규 암환자가 발생하였고, 전체 국민 중 암유병자가 

약 228만 명으로 이는 국민 23명당 1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4.4%가 암유병자라는 의미이다[1].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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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Despite the increased incidence of cancer, more effective cancer drugs are being developed and 
cancer patient survival expectancy has been prolonged. Here, we discuss the contribution of primary healthcare 
clinics to managing the side effects of cytotoxic chemotherapy and provide a compilation of what is currently 
being used in this field.
Current Concepts: Loperamide is recommended for active use when diarrhea occurs. In severe cases, octreotide 
can help control diarrhea by reducing small bowel fluid secretion. Mouthwash mixed with salt and sodium 
bicarbonate is helpful for controlling mucositis, and transdermal fentanyl patches can be used for severe pain. 
Limited evidence suggests that pilocarpine may be helpful for xerostomia. Neurokinin-1 receptor antagonists, 
serotonin receptor antagonists, glucocorticoids, metoclopramide, and olanzapine are used for nausea and 
vomiting. Opioid-related constipation can be relieved without counteracting the analgesic effect of opioids via 
peripherally acting μ-opioid receptor antagonists. Granulocyte colony-stimulating factor is recommended to 
treat neutropenic fever. In cases with neutropenia but no fever, the decision to use it should be based on the 
patient’s condition. Minoxidil can be used for hair loss, and scalp cooling can also be considered, but its practical 
applications are limited. Topical steroid ointments are used to treat hand-foot syndrome. Selective serotonin re
uptake inhibitors are recommended for depression in cancer patients because they have little interaction with 
other drugs and are well tolerated.
Discussion and Conclusion: Due to an increased cancer patient management burden and limited medical 
resources, primary healthcare practitioners should know these management strategies for cancer patients 
receiving cytotoxic chem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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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 83.5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7% 정도이

고,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7명당 1명이 암유병자로서 고령

층에서 암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이처

럼 암 유병률이 증가할 뿐 아니라, 2006-2010년과 비교했

을 때 2016-2020년에 진단받은 환자들은 주요 암 종에서 

모두 5년 생존율이 증가하였고,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한 

암환자는 전체 암유병자의 60.1%로 과반수를 초과하였다.

이처럼 암유병자의 증가와 고령화 및 암유병자 생존율 증

가를 고려할 때, 암 전문 병원 중심의 암환자 관리 체계만으

로는 실제적인 암환자 증상 관리의 양적,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다. 실제로 병원이 아닌 재가 암환자의 74%는 집

에서 증상조절을 받기를 원하지만, 실제 많은 암환자들이 증

상조절을 받기 위해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입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비 지출은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된다[2]. 이

에 각 지역의 일차 의료진들의 암환자 관리에의 요구도가 점

차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이는 전체 암환자 중 현재 적극적 

암 치료 중인 환자에서 가장 요구된다.

한편, 세포독성 항암제로서 nitrogen mustard가 1940년

대 최초로 사람의 림프종 치료에 성공하였고[3], 이후, 세포

독성 항암제는 전이진행성 암환자의 주된 치료제로서 사용

되어 왔다. 이후 표적치료제와 면역치료제가 차례로 개발되

어 획기적인 암 치료의 증진이 이뤄지고, 암이 만성질환처

럼 조절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게 되었다. 현 시점에

서 비록 표적치료제와 면역치료제가 암 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나긴 하였으나, 표적치료제와 면역치료제

의 생존 이득이 증명되지 않은 특정 질환 및 구제요법 등에

서의 세포독성 항암제의 역할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상당 부

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차의료기관에서 시행

할 수 있는 세포독성 항암제의 부작용 관리에 관하여 각 증

상 별로 정리하였다.

위장관 기능장애

1. 설사

설사는 세포독성 항암제 치료 후 발생하는 위장관 기

능장애 중 환자의 삶의 질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다. 

Fluoropyrimidine와 irinotecan을 포함하는 항암제는 

50-80%의 설사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Fluoropyrimidine을 사용한 환자의 약 10%에서는 장세포에

서 lactase의 발현 정도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서 유당불내성

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삼투성 설사가 생긴다[5]. Irinotecan

의 경우, 약제 투입 후 수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초기 설사는 

콜린성에 의한 것이고, 후기에 발생하는 설사는 장 운동 이

상과 장상피세포 독성에 의하거나 분비기능 등에 의한 다양

한 원인에 의한다[6]. 또한 irinotecan의 대사산물인 SN-38

이 직접 점막 손상을 일으키는데, 이는 prostaglandin과 

cyclooxygenase (COX)-2 매개 염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7]. COX-2의 증가는 prostaglandin E2의 증가로 

점액 분비를 자극하고 장세포에 작용하여 염화물 분비를 촉

진하여 수분 손실과 설사를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에는 irinotecan 치료 후 장내 미생물의 시간 경과에 따른 변

화가 보고되며, 이는 장내 세균총의 변화가 irinotecan 유발

성 설사의 발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8]. 항암

요법으로 발생되는 설사의 등급은 Table 1과 같다[9].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은 1-2등급의 경한 설사의 경우에

Table 1. Grade of chemotherapy-induced diarrhea according to National Cancer Institute

Diarrhea

Grade 1 Grade 2 Grade 3 Grade 4 Grade 5

Increase of <4 stools per day over 
baseline; mild increase in 
ostomy output compared to 
baseline

Increase of 4 to 6 stools per day 
over baseline; moderate 
increase in ostomy output 
compared to baseline; limiting 
instrumental ADL

Increase of ≥7 stools per day over 
baseline; hospitalization 
indicated; severe increase in 
ostomy output compared to 
baseline; limiting self care ADL

Life-threatening consequences; 
urgent intervention indicated

Death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Based o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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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원 필요 없이 장에 부담이 적은 식단 및 충분한 수분 섭

취 등을 통한 대증요법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1-2 등급

이라 할지라도 심한 복통, 2등급 이상의 구토, 일상생활 수

행능력의 악화, 발열, 패혈증, 호중구 감소, 장 출혈, 탈수

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합병증이 있는 설사로 구분하여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 Loperamide는 위장관 내에 존

재하는 오피오이드 수용체를 작용시켜 장 연동 운동을 늦추

고 장 통과 시간을 늘리고 체액 재흡수를 촉진한다[10,11]. 

Benson 등[12]이 2004년 발표한 고용량 loperamide 사용을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등급 또는 2등급 설사의 경

우 처음에는 4 mg 투여 후 2시간 간격으로 2 mg 투여를 권

장하며, 설사 없이 12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투여한다. 합병

증이 동반된 3,4등급의 설사의 경우, 정맥으로의 fluid 투여

가 필요하며, 동반될 수 있는 감염성 설사를 커버하기 위한 

fluoroquinolone, metronidazole 등의 항생제 정주가 필요

할 수 있으므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고한다. 약 30%의 

환자에게는 고용량 loperamide가 설사 조절에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이 때 octreotide는 장 통과 시간과 소장으로의 체

액 분비를 감소시켜 흡수율을 증가시킴으로써 loperamide

가 실패할 때 설사를 조절하기 위한 선택 약물이 될 수 있다

[10]. 초기 연구에서 octreotide는 50-100 ㎍ 하루 3회 피

하 투여가 연구되었으나, 이후 진행된 전향연구에서 500 ㎍

가 100 ㎍에 비하여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보고되었고, 이

를 고려할 때, 500 ㎍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13]. 고용량의 

loperamide 투여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불응성 설사의 경

우, octreotide는 5일 이내 급여 처방 가능하다. 또한, 대변 

검사로 Clostridium difficile, Salmonella, Escherichia coli, 

Campylobacter 등의 감염성 설사의 원인을 감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기의 조치들은 24시간 이상 설사가 멎는 상태가 

될 때까지 지속한다.

2. 점막염

점막염은 일반적인 항암제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치료받은 

날로부터 5일에서 14일 사이에 20-40%에서 발생한다. 항

암제 중 cisplatin, 5-fluorouracil (5-FU), methotrexate, 

그리고 cyclosporine이 가장 점막염을 잘 일으키는 약제이

다[14]. 통증 발생과 함께 영양섭취 감소, 치료 의지의 약화 

등과 함께 정맥관 영양공급의 필요성 증가, 전신 감염의 위

험성 증가, 응급실 내원의 증가, 추가치료로 인한 비용의 증

대, 입원기간의 장기화, 삶의 질이 감소되는 등의 지장을 초

래한다[15]. 세포독성 항암제에 의한 점막염은 빠르게 분열

하는 점막하 기저 세포에 대한 세포독성 손상의 결과로 설명

되어왔으나, 최근 구강 점막염 발생 단계를 개시, 1차 손상

반응, 신호 증폭, 궤양, 치유의 5단계로 설명하는 모델이 제

시되었다. 개시단계에서는 항암제가 기저 상피 및 점막하 세

포 내에서 활성산소(reactive oxygen species) 형성을 촉진

하는 세포 손상을 유발하고 이 단계에서 점막은 대체로 정상

이다(개시 단계). 이후 손상된 세포는 p53 및 NF-kB를 활

성화한다(1차 손상반응 단계). NF-kB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종양괴사인자(tumor necrosis factor, 

TNF) alpha, 인터루킨(interleukin, IL)-1b 및 IL-6을 생성

하여 조직 손상 및 세포 사멸을 초래하고, 이 단계에서 점막

염은 여전히 무증상이거나 미묘하게만 나타날 수 있다(신호 

증폭 단계). 이후 세포 손상의 결과가 점막의 병변이 명백하

게 나타나는 궤양 단계에서는 세균 집락 형성 및 패혈증 발

병 위험이 높다. 치유는 점막염을 일으킨 진행 중인 조직 손

상이 중단되면 일어난다. 항암요법으로 발생되는 점막염의 

등급은 Table 2와 같다[9].

1등급의 점막염은 일반적으로 자가 제한적이며 증상 관

리 및 지지 요법만으로 회복된다. 그러나 2등급부터는 적극

적 개입이 필요하여, 환자에게 거칠고 날카로운 음식(예: 감

Table 2. Grade of chemotherapy-induced oral mucositis according to National Cancer Institute

Oral mucositis

Grade 1 Grade 2 Grade 3 Grade 4 Grade 5

Asymptomatic or mild symptoms; 
intervention not indicated

Moderate pain or ulcer that does 
not interfere with oral intake; 
modified diet indicated

Severe pain; interfering with oral 
intake

Life-threatening consequences; 
urgent intervention indicated

Death

Based o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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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칩)을 피하도록 식단 교육을 시행하고, 증상이 호전될 때

까지 술과 담배를 피하도록 한다. Chlorhexidine 가글 용액 

사용은 구강 위생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막염의 예

방 또는 치료에 권장되지 않는다. 약 0.5 L의 물에 1 티스푼

의 소금과 1 티스푼의 중탄산나트륨을 혼합한 구강 세정제

로 4시간마다 구강 세척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심한 점막염

이 있거나 통증으로 경구 섭취를 견딜 수 없는 환자에게는 

진통제의 국소 도포와 전신적 투여를 고려할 수 있는데 2% 

lidocaine viscose 용액의 국소 도포는 국소 통증 조절에 효

과적이지만 입 전체를 무감각하게 만들어, 더운 음식에 의한 

화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주의시켜야 한다. 전신

적 진통제 투여로는 transdermal fentanyl patch가 가장 선

호된다. 심한 통증으로 경구를 통한 음식물의 섭취가 제한될 

경우에는 영양 공급을 목적으로 입원치료가 가능한 상급병

원으로의 의뢰를 적극적으로 추천한다[16].

3. 구강건조증

타액은 치아 조직의 유지, 음식물 찌꺼기 및 박테리아의 

희석, 구강의 기계적 세척 및 구강 편안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구강 감염을 예방하는 항균 활성을 제공하고 미

각을 지각하는 것과 저작 촉진, 삼킴 및 언어 촉진, 구인두 

및 상부 식도 점막의 윤활성의 증가 등 상부 위장관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구강건조증은 구강 감염(예, 칸

디다증), 치아의 우식 파괴, 미각 장애, 구강 점막 불편감, 및 

악화된 영양 상태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17]. 자극되지 

않은 전체 타액 유량이 정상 분비량의 약 45-50%로 감소할 

때 구강건조증이 가장 자주 발생하지만, 구강건조증을 특징

짓는 타액 유량의 특정 역치 수준은 없다. 구강건조증의 정

도는 타액 흐름 속도 이외의 주관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18]. 구강건조증의 등급은 Table 3과 같다[9].

암환자는 암 치료의 결과로 타액선 기능 저하 및 구강건

조증을 경험할 수 있다. (항암)방사선 요법으로 치료받은 두

경부암 환자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구강 건강 및 구강에 

심각하고 잠재적으로 평생 악영향을 미친다[19]. 또한 골

수 이식과 같은 고강도항암요법뿐 아니라 중강도의 항암제

도 침샘의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18]. 현재까지는 방

사선 치료 용량 및 세포독성 항암제의 치료 강도를 낮추어

서 submandibular gland와 parotid gland로의 방사선 조

사량을 최소화암으로써 침샘 분비기능의 저하를 최소화하

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가 되고, 인공 타액 및 국소 요법 

등의 치료 효과는 제한적이다. 부교감신경 흥분제인 경구 

pilocarpine의 효과에 대한 과거 여러 무작위배정 임상시험

의 결과가 각기 상반되어 사용에의 이득에 대한 확정된 근거

는 없다. 그러나 2008년 Burlage 등[20]이 보고한 전향적 무

작위배정 위약군 대비 임상시험에서에서 40 Gy 이상의 방

사선 조사를 받은 환자에서의 구강건조증 발생 빈도가 적었

다는 것을 근거로 pilocarpine 5-10 mg 하루 3회 요법으로 

고용량의 방사선 조사 환자에게 사용하여 볼 수 있다. 구강 

점막 윤활제나 인공 타액의 사용에의 이득도 상반된 무작위

대조시험 결과를 보였으나, 일부 환자에게서 시도할 수 있

다[21,22]. Vitamin C와 E, 항산화제의 구강건조증에의 효

과는 무작위배정연구에서 위약군 대비 구강건조증의 호전

에 영향이 없었고, cancer associated outcome에 adverse 

effect를 보여 사용이 금지된다. 비약물적으로는 타액 흐름 

속도를 자극하기 위해 무설탕 껌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나 

효과는 일시적이다[18].

Table 3. Grade of chemotherapy-induced dry mouth according to National Cancer Institute

Dry mouth

Grade 1 Grade 2 Grade 3 Grade 4 Grade 5

Symptomatic (e.g., dry or thick 
saliva) without significant 
dietary alteration; unstimulated 
saliva flow >0.2 ml/min

Moderate symptoms; oral intake 
alterations (e.g., copious water, 
other lubricants, diet limited to 
purees and/or soft, moist 
foods); unstimulated saliva 0.1 
to 0.2 ml/min

Inability to adequately aliment 
orally; tube feeding or TPN 
indicated; unstimulated saliva

- -

TPN, total parenteral nutrition; -, not available. 
Based o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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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심/구토

항암제 치료 중 구역과 구토가 발생하였다면 항암제 자

체로 인한 것인지 그 외의 원인이 존재하는지 판단이 필요

하다[23]. 항암제와 관련되지 않는 구역과 구토의 원인으

로는 뇌종양, 대뇌전이 또는 뇌수막암종(leptomeningeal 

seeding)으로 인한 두개내압 상승, 전해질 이상(고칼슘

혈증, 저나트륨혈증), 전정기능(vestibular function) 장

애, 복수, 간비대, 신생물딸림신경병증(paraneoplastic 

neuropathy), 오피오이드, 종양유발 장협착에 의한 위장관 

폐쇄 등이 있다[24]. 항암제가 원인이 되는 chemotherapy 

induced nausea and vomiting의 경우, 세포독성 항암제

는 대뇌의 구토 중추(vomiting center)를 자극할 수 있는 

네 가지 경로 중 chemoreceptor trigger zone을 통하여 구

토를 유발한다[23]. Dopamine, serotonin, substance P, 

acetylcholine, histamine의 신경전달물질들이 각각 D2, 

5-HT3, NK1, M1, H1 수용체를 통하여 chemoreceptor 

trigger zone을 자극한다. 따라서 항구토 약제들은 이들 수

용체의 대항제(antagonist)로서, dopamine antagonist, 

5-hydroxytryptamine type 3 receptor (5-HT3) 

antagonist, NK1 antagonist, 코티코스테로이드 등이다.

세포독성 항암제를 투여 받는 환자의 70-80%가 오심, 구

토를 경험하고, 예기성 오심, 구토는 약 10-44%의 환자에

서 발생한다. 급성(항암제 투여 24시간 이내 발생), 지연성 

(항암제 투여 24시간 이후-7일까지), 돌발성(예방적 항구토

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발생), 불응성(증상조절을 위한 예방

적, 그리고 돌발성 구토를 조절하기 위한 약물 투여에도 효

과가 없는 경우)으로 나뉜다. 일차의료기관에서 만날 수 있

는 환자들은 항암치료 후에 발생한 지연성 구토나 돌발성 혹

은 불응성 오심을 겪는 환자들일 것이다. 항암요법으로 발생

되는 오심의 등급은 Table 4와 같이 나뉜다[9].

오심에 관한 약물 처방은 Table 5에 따른다[24]. 돌발성 

오심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구토 위험에 대해 최선의 요

법이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 후, 최적의 예방 조치에도 불구

하고 오심, 구토를 경험하는 환자는 위에 나열된 표준 항구

토제 요법을 지속하는 것 외에도 올란자핀을 추가로 투여한

다. 만일 환자가 올란자핀을 추가하였음에도 지속적인 오심, 

구토를 호소한다면 다른 계열의 약물(예: NK1 수용체 대항

제, 로라제팜 또는 알프라졸람, 도파민 수용체 대항제 등)을 

추가 투여한다.

비약물적 관리로서는 일반적인 안위요법과 개별 식이 수

종도 유용한 보조 수단이 될 수 있다. 임신, 질병, 스트레스

로 인한 오심, 구토가 있을 때 유용했던 방법을 사용해 보도

록 환자를 격려할 수 있다[25]. 입안을 촉촉하고 청결히 하

며, 소량씩 자주 음식을 섭취하고 식전 와인을 한 잔 섭취하

거나, 뜨거운 음식으로 인한 냄새를 적게 하기 위해 차갑게 

또는 실온으로 음식을 먹는 방법 등도 유용할 수 있다. 위 비

움을 지연시키는 기름진 음식, 자극적이거나 짜고 단 음식

은 피해야 한다. 이러한 중재들은 무작위 임상시험보다는 전

문가 의견에 근거한다. 생강 및 추출물은 항콜린 및 항세로

토닌 작용으로 인해 위장관의 톤(tone)과 운동성을 증가시

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항구토 작용이 있음이 알려져 있

다. 생강의 하루 권장량 1,000 mg은 갈아진 생강 추출물 1 

티스푼(5 g), 액체 생강 추출물 2 mL, 미리 포장된 생강차 

4컵(각각 237 mL), 생강 시럽 2 티스푼(10 mL)과 동일 용

량이다[26]. 여러 연구에 따르면 항암치료와 동시에 사용될 

때 chemotherapy induced nausea and vomiting의 급성

기 구역이 감소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생강 추출물의 정량

화가 일치되어 있지 않아 표준화된 용량용법은 없는 상태이

Table 4. Grade of chemotherapy-induced nausea according to National Cancer Institute

Nausea

Grade 1 Grade 2 Grade 3 Grade 4 Grade 5

Loss of appetite without 
alteration in eating habits

Oral intake decreased without 
significant weight loss, 
dehydration or malnutrition

Inadequate oral caloric or fluid 
intake; tube feeding, TPN, or 
hospitalization indicated

- -

Based on [9].

96  대한의사협회지

J Korean Med Assoc 2023 February; 66(2):92-104



다[27-30].

5. 변비

항암제 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는 항암제의 직접적인 영

향이 아니더라도, 동시에 사용된 약물(항구토제, 오피오이드 

진통제, 항우울제 등), 신체 활동 부족, 수분 섭취 부족, 식이 

변화, 치질 질환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변비가 발생할 

수 있다. Mu, delta 및 kappa 오피오이드 수용체는 위장관 

전체에 널리 퍼져 있으며 위장 운동 및 분비를 조절하는 역

할을 한다[31]. 특히 마약성 진통제는 Mu-오피오이드 수용

체에 작용하는데, 중추의 수용체에 작용하여 통증을 조절하

지만 말초의 수용체 자극을 통해 위장관 연동운동을 억제하

고 항문괄약근의 긴장도를 증가시킴으로써 변비 증상을 유

발한다.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는 암환자의 50-87%가 부

작용으로 변비를 경험하고, 이는 시간이 지나도 순응되지 않

는 부작용이다. 항암제 중에서는 vincristine, vinblastine, 

oxaliplatin, cisplatin, thalidomide 등이 변비를 자주 일으

키고 33-50%의 유병률이 보고된다[32,33]. 세포독성 항암

제는 장내 신경계 및 위장관 기능장애를 일으켜 장에서 흡수 

및 배설감을 생성하는 수축 및 이완 운동을 억제하여 변비를 

유발한다. 2016년 개정된 로마 기준 IV는 변비 증상을 근거

로 만든 기능성 변비(functional constipation)의 기준으로 

최근 가장 널리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단기준이다. 최

초 진단 6개월 전에 아래의 변비 증상들(전체 배변의 25% 이

상)이 시작되고 지난 3개월 동안 존재해야 하는데, 구체적으

로는 다음과 같다. 배변 시 과도하게 힘을 주는 경우, 딱딱하

고 덩어리진 변을 보는 경우, 대변의 불완전 배출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 항문이나 직장의 폐쇄 감을 느끼는 경우, 배변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지배변유도나 골반저의 압박 등이 

필요한 경우, 배변 횟수가 1주일에 3번 미만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를 객관적 기준으로 하여 위의 6가지 항목 중 2

가지 이상을 만족하면서 묽은 변이 거의 없고, 과민성 장 증

후군의 진단기준은 충족되지 않는 경우를 기능성 변비라고 

정의한다.

Table 5. Anti-emetic drugs used in the management of nausea in cancer patients

Anti-emetic drugs Indications Dosage

NK1 receptor antagonist

Aprepitant and foasaprepitant Acute emesis Aprepitant:125 mg once on the day of chemotherapy
Fosaprepitant: 150 mg IV, once on the day of chemotherapy 

Delayed emesis Aprepitant 80 mg orally, once daily for the 2 days after chemotherapy
Fosaprepitant: none 

Rolapitant 180 mg orally once on the day of cytotoxic chemotherapy 

Netupitant 300 mg netupitant/0.5 mg palonosetrone orally once on the day of chemotherapy 

Serotonin (5-HT3) receptor antagonist 

Palonosetron IV 0.25 mg
Oral 0.5 mg

Granisetron IV 1 mg or 0.01 mg/kg
Oral 2 mg
Subcutaneous patch 3.1 mg per 24 hours

Ondansetron IV 8 mg
Oral 16 mg 

Dexamethasone

High risk Acute emesis 20 mg once
12 mg when used with (fos)aprepitant or netupitant 

Delayed emesis 8 mg bid for 3 to 4 days
8 mg once daily when used with (fos)aprepitant or netupitant

Moderate risk Acute emesis 8 mg once

Delayed emesis 8 mg daily for 2 to 3 days

Low risk Acute emesis 4 to 8 mg once 

IV, intravenous.
Based on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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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가이드라인

은 진행성 암환자의 1차성 변비 완화제로 삼투성 설사제인 

polyethylene glycol (PEG)을 권유한다[34]. PEG는 소화관 

내강으로 물을 끌어당겨 적절하게 부드러운 대변 일관성을 

보장하지만 연동 운동성을 강화하거나 괄약근의 이완을 유

도하지는 않는다[35]. Lactulose 30 mL 하루 2회에서 4회 

사용하거나, sorbitol 30 mL를 2시간 간격 3회 사용하며, 경

구 magnesium citrate를 30-60 mL를 하루 1회에서 2회 

사용할 수 있다. Magnesium citrate는 신장기능 장애 환자

에서는 피한다. 하나의 변비 완화제가 다른 것보다 우월하다

는 증거는 없다[36].

상기의 일반적인 완화제 사용에도 불응성인 오피오이

드 관련 변비(opioid induced constipation)에서는 opioid 

antagonist가 선택제로 생각될 수 있으나, 전통적인 오피오

이드 대항제인 날록손(naloxone), 날트렉손(naltrexone) 등

은 오피오이드 관련 변비를 완화하기는 하나, 동시에 오피

오이드로 인한 진통 효과를 감소시키므로 피한다. 이에 반

해, 말초적으로 작용하는 Mu-오피오이드 수용체 대항제

(peripherally acting mu-opioid receptor antagonists, 

PAMORA)인 메틸날트렉손(methylnaltrexone), 날록세골

(naloxegol) 및 날데메딘(naldemedine)은 혈액-뇌 장벽

(blood-brain barrier)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중추신경계

에 작용하는 오피오이드의 진통 효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말초에 있는 장내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우선적으로 결합하

여 장 신경계를 오피오이드로부터 보호하여 변비를 완화한

다[37]. 경구 투여된 전통적인 오피오이드 대항제는 장에서

만 작용하는 반면, PAMORA는 모든 말초 조직에 영향을 미

치며 위 마비, 오피오이드 유발 연하곤란 및 구강건조증와 

같은 증상에도 유용할 수 있다[31]. 이처럼 불응성의 오피오

이드 관련 변비의 경우에는 메틸날트렉손 8-12 mg을 격일

마다 피하 주사하거나, naloxegol 12.5-25 mg을 경구 복용

하도록 권고한다.

비약물적 치료로는, 환자에게 배변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

한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개인 공간에서 배변하도록 교육

하고, 발판을 사용함으로써, 무릎이 엉덩이보다 높은 쪼그린 

자세나 발판을 사용하여 약간 앞으로 기울이도록 하여 배변

을 촉진할 수 있다[35]. 장폐색의 위험으로 수분을 섭취할 수 

없는 환자에게 식이 섬유소 섭취를 증가시키는 것은 금기이

나, 적절한 수분 섭취를 할 수 있다면 섬유소를 천천히 증량

하여 올리는 것이 좋은데 하루 3-4 g에서 6-10 g까지 늘려

볼 수 있다. 또한 오심, 구토, 식욕부진, 피로감이 흔히 있는 

암환자에게 수분 섭취를 유지하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

지만, 부드러운 대변을 보기 위해서는 6-8잔의 물을 섭취하

는 것을 권고한다[25].

호중구 감소증

골수기능 억제는 항암제 치료 후에 흔히 발생하는 혈액학

적 독성으로, 부작용의 정도는 Table 6과 같다[9].

이 중 호중구 감소증의 경우가 심한 합병증의 발현으로 

이어지기 쉽다. 호중구 감소성 발열은 대부분 호중구가 회

복되면서 증상이 완화되지만 드물게는 패혈증에 이르러 

사망에도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을 하고, 적절

한 경험적 전신 항생제를 정맥 투여하고 중증 합병증 발

생의 위험도를 적절히 평가해야 하므로, 일차의료기관에

서 다룰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발열을 동반하지 않은 호중

구 감소증의 경우는 일차의료기관에서도 관리가 가능하며, 

발열을 동반하지 않은 호중구 감소만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granulocyte colony-stimulating factor (G-CSF)를 투여

할 필요는 없다[38]. 그러나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의 높은 

위험도 때문에, 임상적 예후 인자를 기준으로 발열성 호중

구 감소증 비율이 20%인 경우 G-CSF 사용이 권장되고, 감

염 관련 합병증의 위험이 높거나 좋지 않은 임상 결과를 예

측할 수 있는 예후 인자는 다음과 같다; (1) 패혈증, (2) 65

세 이상, (3) 호중구수 1,000개 미만, (4) 1일 이상의 백혈

구 감소증, (5) 폐렴, (6) 침습성 진균 감염, (7) 이외의 임

상적으로 기술된 감염, (8) 발열 당시 입원상태, (9) 이전의 

열성 호중구 감소의 경력. 현재 고형암 항암요법을 받고 있

는 환자의 호중구 감소증의 경우, 호중구수 500/mm3 미만 

에서부터 1,000/mm3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며, 발

열을 동반한 고형암의 항암요법 환자의 경우이거나 혈액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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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에 대해 항암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호중구

수 1,000/mm3에서부터 3,000/mm3까지 투여하는 경우 인

정된다.

G-CSF 간 효능의 차이는 없으므로 Pegfilgrastim (뉴라

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 filgrastim (그라신프리필드시린지

주) 등 열성 호중구 감소증 예방을 위해 모두 사용될 수 있으

며, 선택은 비용, 임상적 상황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G-CSF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뼈 통증이며, 따라서 아세트

아미노펜 및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함께 처방하여 이

를 예방한다.

신체구조의 변화

1. 탈모

탈모는 심리적, 사회적으로 파괴적일 수 있는 전신 암 치

료의 일시적, 가역적인 결과로 40년 동안 의학 문헌에서 탈

모는 신체적 외모, 신체상, 성생활 및 자존감에 손상을 준다

고 기술하고 있다[25,39,40]. 탈모로 인해 겪는 정서적 외상

을 항암치료의 최고의 난점으로 기술하는 환자는 전체 여성 

환자의 58%에 해당하였고, 8%의 환자는 치료를 거부하거

나 지연한다[40]. 항암제마다 탈모의 정도에 관한 영향은 다

르며(Table 7) [9,40], 항암요법에 의한 탈모에 대한 등급은 

Table 8과 같이 분류된다[9].

약물적 치료로는 경구 미녹시딜(minoxidil)이 가장 선호

된다. 남성 탈모증에서 사용되고 있는 미녹시딜은 중증 고

혈압에 구강으로 투여되는 강력한 혈압강하제로 모발 성

장을 강화하는 부작용이 있다. 모발 성장의 기전은 ATP 

sensitive K 채널을 자극하여 모낭 주위 혈관을 확장시켜 

모발을 성장 주기로 진입하도록 촉진한다. 최근 발표된 연

구에서 표준화된 사진으로 측정된 임상적 호전이 74%의 환

자에서 보여졌고, 미녹시딜 시작 후 중앙값 91일에 21%의 

환자에서 모발 밀도가 증가되었다[41]. 전통적으로 2.5 mg

이 사용되어 왔다. 국소 미녹시딜은 상반된 연구결과가 있

어 표준화되지는 않았다. 스피로놀락톤(spironolactone)은 

안드로젠 수용체를 경쟁적으로 차단하고 안드로젠 합성을 

약하게 차단하는 알도스테론 작용제로서 그것은 남성형 탈

모증이 있는 여성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어 왔으며, 일부 암

환자에서는 제한적이지만 효능이 있었다. 비약물적 치료로

는 두피 저온요법(scalp cooling)이 있으며, 두피 저온요법

은 탈모 위험이 높은 화학요법을 받는 고형 종양 환자를 

위한 치료법으로, 현재까지는 악성 혈액 질환자에게는 금

기이다. 유방암에 대한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지침에 탈모증 예방을 위한 옵션으로 나열되어 

있다[34]. 탈모 위험을 줄이려면 모낭을 22°C로 냉각하는 

것이 효과가 좋으며, 두피 저온 기구는 헐겁게 적용해야 한

다.

2. 수족증후군

수족증후군은 손바닥이나 발바닥의 발적, 현저한 불

편감, 부기 및 따끔거림을 특징으로 하는 장애이다. 이는 

5-FU (6-34%), capecitabine (50-60%), doxorubicin 

(22-29%), pegylated liposomal doxorubicin (40-50%), 

cytarabine (14-33%)을 사용하는 경우 5-10%에서 3/4 등

급의 중증도를 보이는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 그중 특히, 

doxorubicin과 5-FU/capecitabine은 89%에서 발생하여 

Table 6. Grade of chemotherapy-induced bone marrow depression according to National Cancer Institute

Grade 1 Grade 2 Grade 3 Grade 4 Grade 5

Anemia (g/dL) <LLN-10.0 <10.0-8.0 <8.0 Life-threatening consequences Death

Febrile neutropenia - - Present Urgent intervention indicated Death

Thrombocytopenia (/μL) <LLN-75,000 <75,000-50,000 <50,000-25,000 <25,000 Death

Leukopenia (/μL) <LLN-3,000 <3,000-2,000 2,000-1,000 <1,000 Death

Neutropenia (/μL) <LLN-15,000 <1,500-1,000 <1,000-500 <500 Death

LLN, lower limit of normal.
Based o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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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 주의를 요한다. 수족증후군은 일반적으로 항암제 시

작 후 수일에서 수주 내에 발생하는데, 치료의 약동학에 따

라 첫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최대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첫 번째 증상은 따끔거림을 동반한 손바닥과 발바닥의 감각 

이상이며, 이는 연속적인 각화증과 함께 작열통, 종창 및 홍

반으로 진행한다. 병변은 수포, 박리, 미란, 궤양 및 출혈로 

진행될 수 있으며 불편함과 중등도에서 중증의 통증을 동반

할 수 있다. 발뒤꿈치나 관절과 같이 압력을 받는 부위에 굳

은살 모양의 과각화증이 뒤따르는 물집과 함께 발바닥에 더 

자주 발생한다[42].

일반적으로 항암제의 중단 및 용량 감소가 필요하다. 그

러나 국소 도포용법이나 냉각요법이 항암제의 용량 감소

를 지연시킬 수 있다. 과각화증은 각질 용해제(예: 살리실

산 5-10% 또는 요소 10-40%를 포함하는 국소 크림 또는 

연고)로 치료하고, 피부 염증은 고효능 국소 코티코스테로이

드 연고로 치료한다. 미란 및 궤양은 국소 항생제 연고로 치

료할 수 있는 반면, 리도카인 5% 크림 또는 패치는 일상생활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발과 손의 통증 부위에 진통 목

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피리독신은 잘 설계된 무작위 연구

에서 수족증후군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

므로 권장하지 않는다. Celecoxib은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서 

capecitabine에 의해 유발되는 수족증후군을 예방하는 것으

로 나타난 바 있으나, celecoxib 관련 부작용을 고려하여 환

자별 접근이 요구된다. 비약물적 치료로는 긴 산책, 보호 장

치 없이 무거운 물건 운반과 같은 손과 발에 자극을 주는 행

동은 피하도록 한다. 또한 피부 냉각(예: 저온 장갑 또는 양

말)은 세포독성 항암제 사용으로 인한 수족증후군의 빈도와 

중증도를 크게 줄이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Table 7. Cytotoxic chemotherapeutic agents according to the risk of alopecia

Severe Moderate Mild

Frequent

Combination chemotherapy containing doxorubicin, docetaxel, paclitaxel, etoposide
Cyclophosphamide >300 mg/m2

Docetaxel
Doxorubicin (>40 mg/m2)
Epirubidin (30 mg/m2)
Eribulin
Etoposide
Ifosfamide
Irinotecan (high dose, every 3 wk)
Paclitaxel (every 2 to 3 wk) 

Carboplatin (AUC 5 to 6)
Methotrexate
Paclitaxel (weekly)

Bleomycin
Irinotecan (low dose, weekly) 

Infrequent

Etoposide (oral)
Sacituzumab govitecan

Cyclophosphanuide (oral)
Fam-trastuzuamb deruxtecan
Oxaliplatin
Vinblastine
Vincristine
vinorelbine

Capecitabine
Carboplatin (weekly)
Cisplatin
Fluorouracil
Hydroxyurea
Thiotepa
Trastuzumab deruxtecan

Based on [9].

Table 8. Grade of chemotherapy-induced alopecia according to National Cancer Institute

Alopecia

Grade 1 Grade 2 Grade 3 Grade 4 Grade 5

Hair loss of <50% of normal for 
that individual that is not 
obvious from a distance but 
only on close inspection; a 
different hair style may be 
required to cover the hair loss 
but it does not require a wig or 
hair piece to camouflage

Hair loss of ≥50% normal for 
that individual that is readily 
apparent to others; a wig or 
hair piece is necessary if the 
patient desires to completely 
camouflage the hair loss; 
associated with psychosocial 
impact

- - -

-, not available. 
Based o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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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사회적 기능장애

1. 우울

우울증은 암환자의 가장 흔한 심리적 증상이며 단순한 슬

픔에서 현저한 고통 및 장애와 관련된 임상적 증후군에 이르

기까지 심각도가 다양하다. 장기간의 입원, 신체적 고통, 치

료 순응도 저하, 삶의 질 저하, 자살에 대한 유혹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므로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미국정신과

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 따르면[43], 주

요우울증은 다음의 증상 중 적어도 2주 동안 5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는 증후군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증상에는 

우울한 기분이나 식욕 또는 수면장애, 정신운동 초조 또는 

지체, 에너지 감소, 무가치감 또는 죄책감, 집중 곤란 또는 

자살 관념 등이 있다. 경미한 우울증은 이러한 증상 중 2-4

개만 최소 2주 동안 나타날 때 진단할 수 있고, 3-4가지 증

상이 2년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기분저하증이라고 한

다. 암환자에서의 주요우울증 유병률은 16%로 알려져 있고, 

경미한 우울증과 기분저하증은 22%로 보고된다. 일반인구

의 3배이며, 질병의 전과정에서 나타나나 생에 말기 시기와 

췌장암, 두경부암, 폐암에서 더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

약물적 중재시에 특정 항우울제가 다른 항우울제보다 더 

낫다는 근거는 없으므로, 이전에 치료에 대한 반응과 각 약

물의 부작용 프로필 및 약물 상호 작용을 고려하여 약물을 

선택한다[44]. Fluoxetine, paroxetine은 CYP2D6를 강하게 

억제하므로, 유방암 환자에서 tamoxifen을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tamoxifen의 P450 2D6 (CYP2D6)에 의한 endoxifen

으로의 변환과정을 상기의 약제가 방해함으로써 유방암억

제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중

에서 sertraline, citalopram 및 escitalopram은 약물 간 상

호 작용이 가장 적고 내약성이 우수하다. 우울증뿐만 아니

라 또한 식욕부진, 불면증, 피로, 신경병증성 통증 및 일과성 

열감과 같은 암 관련 증상의 개선 효과도 있다. Quetiapine 

및 olanzapine과 같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은 불안과 우울

증에 대한 효과 외에도 불면증, 정신 착란, 식욕 및 세포독

성 항암제 관련 오심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methylphenidate 및 dexamethasone과 같은 각성제는 작

용 개시가 더 빠르기 때문에 완화 환경에서 암환자의 우울증

을 완화하는 데 사용되어왔으나, 이러한 환자들의 우울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수행

된 연구의 표본 크기가 작고 방법론적 한계로 인해 결정적인 

결론이 부족하여 우울증 관리에 대한 최근 유럽 지침 치료 

환경에서는 정신자극제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비약물적 요법으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가 있

다고 느낄 때 운동하도록 권고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체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자신의 감정에 대해 대화를 나

누고 이러한 대화가 가능한 지지그룹을 만드는 것이 도움

이 된다. 음주는 우울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금주를 권고

한다.

2. 불면

암환자에게서 수면장애는 개인의 취약성, 질병 관련 특성, 

치료 관련 특성, 생활습관 변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암

환자의 약 30-80%에서 수면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5]. 대부분 일시적으로 발생했다가 호전되지

만, 1주일에 3회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불면장애로 

진행한다. 불면증이 있을 만한 기질 적 소인이 있는 환자가, 

암 치료와 관련된 여러가지 상황에 의하여 불면증이 유발되

고, 안 좋은 수면습관 등 지속요인이 작용하면서 만성화되는 

경과를 보인다. 두경부암을 진단받은 암환자의 약 44%에서 

진행성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약 50% 이상의 환

자들이 암 치료 중에 수면장애를 경험하고 있으며 유방암 생

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약 61%의 환자들이 암 진단 

후 24개월까지도 지속적으로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면장애는 치료시기 뿐 아니라 질병의 전 과정에서 

주요한 증상으로 보고되고 있다[46]. 불면의 원인이 될 수 있

는 상황, 통증, 불안, 우울증, 호르몬 변동 등을 치료하면 종

종 불면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세포독성 항암제 요법

에 포함된 스테로이드가 불면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불면에 대한 약물 치료로는 benzodiazepine이 널리 쓰

이는 약제로서 효과적이지만, 암환자에게서 주간 졸음, 

현기증, 인지 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반면 short acting 

benzodiazepine은 내성, 의존증, 반발성 불면증, 주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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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오피오이드계 진통제를 사

용하는 암환자에게 사용시 호흡 억제를 더욱 조장할 수 있

으므로, 4주 이상의 처방을 권고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non-benzodiazepine 계열 수면제인 졸피뎀(zolpidem), 

eszopiclone이 더욱 수용체 민감성으로 다음날의 부작용

이 덜하다. 졸피뎀은 내성, 의존성, 수면주기의 변화나 반

발성 불면증 등의 부작용이 덜한 것으로 되어 있다[47]. 이

러한 non-benzodiazepine 계열 수면제는 6개월 이상을 써

도 부작용이 드문 것으로 나타난다[48]. 내성과 의존성은 특

히 완화 치료를 받는 암환자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도 있으므로 암환자의 경우 수면제를 만성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지 요법으로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

로 수면장애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amitriptyline

이나 doxepin 같은 삼환계 항우울제가 진정 효과를 보임으

로써 우울증이 동반된 환자에게서 수면 유도를 도울 수 있

지만, 우울을 동반하지 않은 환자에서의 근거는 부족하다. 

Mirtazapine은 수면을 유도하는 데다가 식욕을 촉진하고 오

심을 줄일 수도 있어서 도움이 된다. Diphenhydramine이

나 hydroxyzine과 같은 항히스타민도 역시 암환자의 수면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고령의 환자에서 섬망, 과도한 

진정, 변비, 소변정체 같은 증상과 동반될 수 있음에 주의해

야 한다[49].

비약물적 요법으로는 방해가 되는 환경(예: 과도한 조명, 

소음, 열)을 줄여 방해받지 않는 수면을 촉진할 수 있다. 스

트레스 감소법, 이완, 심상요법, 점진적 근육이완요법, 표현

적 그룹치료, 글쓰기, 마사지, 운동, 명상, 요가, 음악치료, 

바이오피드백, 인지-행동치료, 침술, 아로마 테라피, 치료

적 접촉, 기치료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

으나 일차의료기관에서의 접근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결론

일차의료기관에서 조절 가능한 세포독성 항암요법의 주

요 부작용과 이에 대처하는 적절한 치료법을 정리하면, 위

장관 기능장애 중 환자의 삶에 질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

는 설사 발생 시에 적극적으로 loperamide를 사용하며 경

우에 따라서 octreotide가 체액 분비감소를 통해 설사 조절

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소금과 중탄산나트륨을 혼합한 구

강 세정제가 세포독성 항암제 유발 점막염의 조절에 도움

이 되고, 심한 통증 동반의 경우 리도카인 용액의 구강 가

글이나 transdermal patch를 사용한다. 구강건조증의 경우 

pilocarpine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치료 효과는 제한적이

며, 오심 및 구토는 NK1R antagonists, serotonin (5-HT3) 

receptor antagonists, glucocorticoid, metoclopramide, 

olanzapine, benzodiazepine 등이 사용된다. 오피오이드 관

련 변비는 전통적인 변비완화제 외에 말초적으로 작용하는 

뮤-오피오이드 수용체 대항제를 시도하여 오피오이드의 진

통효과에 대한 반감작용없이 변비를 완화할 수 있다. 호중구 

감소성 발열에서는 G-CSF의 사용을 권하며 호중구 감소만 

있는 경우에는 G-CSF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사용해야 한

다.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의 탈모에는 미녹시딜과 스피로놀

락톤이 사용될 수 있고, 두피 저온요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실제 적용에의 한계가 있다. 5-FU/capecitabine 등에 의한 

수족증후군은 각질용해제 및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

하며 피리독신은 권장하지 않는다. 암환자의 우울에는 선택

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약물 간 상호작용이 적고 내약

성이 우수하며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병용 시 식욕 및 오심 

개선 등의 효과도 함께 있을 수 있어 사용이 권고된다.

찾아보기말: 항암요법; 항암제; 부작용; 일차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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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는 암 환자의 항암

치료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항암제인 세포독성 항암제의 주요 부

작용과 이에 대처하는 적절한 치료법에 관한 최신문헌을 정리하

여 설명해 주고 있다. 특히 세포독성 항암제 투여 후 흔히 발생하

는 설사, 변비, 호중구 감소증, 탈모, 수족증후군, 우울증에 적용

해 볼 수 있는 치료법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항암

치료 부작용 관리는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암 환자

의 진료에서 중요한 의료의 한 부분이다. 이 논문은 세포독성 항

암제의 부작용을 지역사회 일차의료 환경에서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고, 사용 가능한 약제들의 특장점

과 부작용 등도 잘 정리하여, 암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 현장에서 

부작용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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