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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독성요법의 원리 
Principles of Cytotoxic Therapy 

건국대 의대 황대용 

1. 개요 

이 장에서는 세포독성 화학치료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암세 

포에 세포독성을 야기하는 약제를 총칭하여 항암제라고 하는데 이들은 주 

로 세포의 디옥시리보핵산DNA에 직접 작용해서 전사, 복제 , 해독과정을 

차단하거나 혹은 세포의 대사경로에 직접 관여하여 세포분열을 방해한다. 

즉 전통적인 항암제는 일반적으로 빠르게 분열하는 정상이나 악성세포에 

모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항암제 투여는 암세포뿐 아 

니라 정상세포에도 독성이 수반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상세포와 달리 암 

세포는 양성적 인 성장신호(원종양유전자protooncoge의 활성화)의 활성도가 

중가하고 음성적 인 성장신호(종양억제 유전자 기능의 소실)와 세포자멸 

사npoptosis의 활성도가 감소하며 훨씬 많은 양의 대사를 나타내 항암제가 

암세포에 좀 더 큰 선택적 독성을 보이므로 이를 이용한 항암제 치료가 가 

능한 것이다. 

2. 화학요법의 종류 

I . 복합화학요법 Co111bi11nt1011 chemotherapy 

복합화학요법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동 

일종양에 대해 효능이 알려진 약제들 만이 복합요법에 사용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선택된 약제들의 독성이 중첩되지 않아야 한다. 실제로 이러한 

병합투여는 광범위한 부작용을 야기하지만, 서로 다른 약제들에 의한 동 

일 장기에 대한 다발 손상을 야기하는 치명적 효과를 최소한으로 유지하 

고, 약제용량의 강도dose intensity를 최대한 허용하게 한다. 덧붙여 약제들은 

그 약제의 적정 용량과 일정에 따라투여해야하며 , 복합제제는 일정한간 

격으로 투여해야 한댜 약물투여 각 주기 사이의 긴 휴식간격은 약제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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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강도에 마이너스 효과를 주기 때문에 , 각 주기 사이의 치료 휴식기간은 

가장 민감한 정상조직-일반적으로 골수의 회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되어야 한다. 주어진 병용요법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각 약 

제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생화학, 분자학 그리고 약력학 기전을 잘 알고 있 

어야 한다. 즉 중복되지 않는 독성을 가진 약제 , 상이한 혹은 상승synerg1st1c 

기전을 가진 약제 그리고 서로 다른 저항기전을 가진 약제들을 병합화학 

요법의 대상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다. 효과가 있는 약제를 빼거나 주어진 

용량을 임의로 줄이게 되면 그 약제에 민감한 종양클론이 과성장하거나 

치유를 유도할 수 있는 병합요법의 효능이 없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즉 

약제는 적정 용량과 일정으로 투여해야 하며 , 각각의 환자에게는 장기독 

성 , 예를 들어 골수, 위장관, 피부 그리고 신경계 둥 독성에 따라 개별적으 

로정량화해야한다. 

11. 단일화학요법 

항암제는 애초 모돈 악성세포들이 약제에 민감하여 제거될 것으로 기대 

하고 각각을 단독으로 투여하였다. 비록 이러한 집근방식은 종양에서 반 

웅을 이끌어내고 때로는 완전관해를 유도했으나 대다수의 암에서 필연적 

으로 질병의 진행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접근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복 

합화학요법이 개발된 것은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단독약제 

치료법은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비록 적은 수이지만 몇 

예의 암에서는 단독약제로 치료가 가능하다. 이들의 예로는 융모막암종 

choriocnrcinoma 에 서 메 토트 렉 세 이 트methotrexnte의 사용 , 버 킷 림 프종Burkitt" s 

lymphomn에서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아clophosphamide의 사용이 있다. 다른 임 

상적용으로는 서로 다른 작용과 다른 형태의 저항성을 가진 단일약제의 

순차적 사용이다. 예를 들면 전이성 유방암에서 탁세인tnxane (파클리탁셀 

pnclitaxel 혹은 도시 탁셀docetnxel), 카페 시 타빈capecitabine, 비 노렐빈vinorelbine, 젬 

시 타빈gemcitabine, 페 메트 렉 시 드pe111etrxed와 다른 약제 들의 순차적 사용은 견 

딜만한 독성과 삶의 질로 장기간의 질병조절이 가능하게 한다. 완치가 불 

가능하고 고형종양에서 처음 치료가 실패하고 난 뒤 고식적 치료가 목표 

일 때는 단독약제를 투여하기도 한다. 전이성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의 경 

우 , 단독의 호르몬약제 치료가 종종 우수한 반응을 보이고 때로는 오랫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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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질병을 조절하기도 한다. 

3. 항암제 투여경로 

I. 정맥 투여 

대부분 항암제들의 제형은 정맥을 통한 정맥내 제제만이 이용 가능하 

댜 정맥투여는 예상되는 투여기간, 투여의 복잡성 , 약제의 종류(수포제 

ves,cants 혹은 비수포제11011-vesicants) 그리고 수액제 , 혈액제제와 항생제 투여 

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이들의 선택에는 환자 

의 선호도나 삶의 질 문제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혈관통로기구vascularaccess 

det·ice는 일차적으로 항암제의 혈관 외 유출뿐 아니라 감염과 혈전성 합병 

증으로 인한 암환자 이환,norbidity과 드물게 환자사망의 주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이 러한 기구를 가진 환자들은 이 에 대한 교육, 세심한 무균성 조작 

그리고 감염과 혈전의 증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등이 요구된다. 최근에 

는 외과적으로 이식한 외부 혹은 내부 혈관통로기구에 대해 와파린이나 

헤파린 등 혈전 예방을 하는 것이 점차 보편화 되어 가고 있다. 

항암제의 지속prolong여 정주방법은 작은 용적의 분포 , 짧은 반감기, 시간 

의존성 세포 섭 취 time-dependent cellula1· uptake나 세포 내 작용intracellular action을 

가진 세포 주기 특이성 약제들이 약동학적 이득을 가지고 있다. 지속 주입 

은 또한 급속주입에 따른 혈중 최고치와 연관된 약제의 독성을 감소시키 

는데 종종 유용하댜 가장 혼히 사용되는 약제는 항대사물질인 5-플루오 

로우 라실 5-fluorouracil, 메 토트 렉 세 이 트,nethotrexate 그 리 고 사이 타라빈 

cytarabine , Ara-C 등 이댜 지속 투입을 위해서는 정맥통로 기구 , 주입 펌프 , 

환자 교육 그리고 이들의 투여를 모니터하기 위한 숙련된 종양팀이 필요 

하댜 이러한 지속정주방법은 여러 종류의 종양 치료에 이용되는데 특히 

주로 이용되는 경우는 급성 골수 백혈병에서 사이타라빈 , 대장암에서 병 

합치료의 일부분으로서 5-플루오로우라실 , 급성 림프구 백혈병에서 메토 

트렉세이트, 그리고 다발성 골수종의 VAD 요법에서 독소루비신 

doxorubicin(아드리 아마이 신adriamyci11) 과 빈크리 스틴vincristine 등이 다. 



86 I o 1사조야하 
0000, 

II. 경구투여 

많은 제제들이 경구형태로 나와있는데 투여의 단순성과 간편성으로 인 

해 삶의 질이 중요한 완화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이들 

약제는 소화나 홉수에 기능적으로나 해부학적으로 장벽이 있는 경우에는 

그투여가제한적이다. 

Ill. 복강 내 투여 

복강 내에 직접 항암제 투여는 약제에 따라 전신 정맥 투여보다 2배에서 

5배 정도 고농도의 이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투여방법에는 보통 외과적으 

로 이식된 복강 내 도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투입된 약제가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핵의학주사법이 가끔씩 이용된다. 이러한 치료 

법은 적은 용적과 광범위 복강 내 질환을 가진 경우 치료에 이상적인데 따 

라서 주로 난소암에 적용하고 있고 , 복강 내 소화기계 암종이나 중피종 

mesotheliomn에 드물게 사용하고 있다. 이때 사용되는 약제는 시스플라틴 

cisplntin , 카보플라틴cnrboplntin, 5 -플루오로우라실5-fluorourncil , 그리고 파클리 

탁셀pnclitnxel 둥이 있다. 

IV. 동맥 내 투여 

동맥 내 투여에는 약제가 정확히 접근이 되는 혈관을 가진 해부학적으 

로 경계가 지워진 종양으로, 치료할 종양세포에 약제의 최고농도를 노출 

시킬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미국예서 동맥 내 투여로 허가를 

받은 약제는 플록슈리딘floxuridine, FUDR이 유일하다. 동맥 내 치료는 간의 

일차종양이나 전이종양에서 가장 흔하게 이용되는데 육총 , 신경아교종 

gliomn , 그리고 두경부암에도 사용되고 있다. 동맥 내 치료는 외부에 휴대 

용 약주입 펌프에 연결된 동맥 내 카데터에 의해 이루어진다. 

V. 척수 내 intrnthewl 투여, 뇌실 내 intm.·entnwlflr 투여 

연수막leptomeningeal 파종이나 뇌척수액에 유리된 종양세포는 급성 림프 

구 백혈병, 급성 골수 백혈병 , 림프종 그리고 특히 유방과 폐 암종에서 종 

종 발생한다. 이들 악성 세포의 성장은 결과적으로 염증성 수막염과 그에 

따른 뇌척수액의 흐름을 막아 치명적이 된다. 그런데 많은 항암제들이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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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액으로 접근하기 위한 혈액뇌장벽 bloodbrain barrie1~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수막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약제의 전신투여는 고농도의 메토트 

렉세이트methotrexate와 사이타라빈cytarabi11e의 현격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 

두 비 효과적 이 다. 주로 옴마야 저 장소Onmzaya rese1-voir를 이 용하여 항암제 를 

요추천자를 통하여 직접 척수내로 투여하거나 뇌실내 투여하는 것은 국소 

농도를 높여주는 이득이 있어 이러한 질환의 치료나 예방의 표준적인 집 

근이 되고 있다. 

4. 항암제 치료방법 

I. 보조요법 

보조치료란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둥으로 모든 병소를 제거하는 초기 국 

소치료와 동시에 하거나 혹은 치료 후에 재발의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알 

려진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이다. 재발 위험의 기준은 해부학적 위치 , 크 

기. 일차종양의 병리 및 생물학적 특장 림프절 침범 그리고 일부의 유전 

적 위험성의 평가 등이다. 근치 목적인 보조치료의 근본 이유는 항암제에 

대한 미세전이 질환의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다. 항암제 감수성을 높이는 

요소들은 보다 높은 성장 분율growthfa-action, 종양세포에 대한 약제점근을 

위해 증가된 혈관분포상태 그리고 약제 저항성의 감소 가능성 둥이다. 보 

조항암제치료에 이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종양온 유방암, 대장암, 위암, 

비소세포성 폐암, 골 육종, 췌장암, 역형성 별아교세포종anaplasticastrocytoma 

그리고흑색종등이 다. 

II. 신보조요법 

신보조요법neondjuvnnt therapy은 일차primn,y 항암치료라고도 하며 조직학적 

진단이 내려진 후에 투여되어야 하고, 근치수술 치료 전에 이루지는 치료 

법이다. 이것은 효과적인 약물치료법이 존재하는 원격 미세전이 위험성이 

있는 국소질환에서 시행한다. 즉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혹은 두 치료법 모 

두를 포함한 국소치료 자체만으로는 효과적이지 않은 국소질환의 경우 시 

행하는 치료법이다. 신보조치료의 목적은 수술과 회복에 따른 지연투여를 

피하여 효과적인 약물치료의 국소 그리고 가능한 원격전이 병소에 즉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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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노출, 일차종양과 림프절 및 원격 미세전이의 반옹정도에 따른 즉각적 

인 항암제의 생체 반웅평가 그리고 국소질환의 축소로 인한 차후 수술범 

위의 축소등이다. 반응이 있는환자는차후근치수술을위한최대한혹은 

완전관해를 얻기 위한 융통성 있는 화학용법의 주기를 투여한다. 항암제 

치료에 너무 잘 반응하여 원발종양아 수술 시에 발견되지 않고 병리적으 

로 완전관해를 보이는 것은 신보조치료의 있어서 중요한 예후인자이다. 

이상적으로는 항암제 독성이 짧은 기간 지속되어 최대반응 후에 즉시 수 

술할수있고, 반응성이 없는종양에는대체구제치료법이 있어야한다는 

것이댜 즉 반응이 없는 환자의 위험성은 국소진행과 원격전이의 발현 등 

으로 소중한 치료시간을 놓쳐 근치 수술의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신보조치료의 이득이 확실히 있는 것으로 알려진 종양은 국소진 

행된 유방암, 후두암, 식도암, 항문암, 방광암, 골육종 그리고 연부조직 육 

종둥이다. 

111. 일차 유도화학요법 

일차 유도화학요법은 다른 대체치료법이 없는 진행암의 경우 일차 치료 

로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점근법은 진행된 전이 종양에 적 

용되는데 진행된 여러 형태의 고형암에서 단지 보조치료만 한 경우보다 

약물치료가 생존이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약물의 초기투여에 대 

해서 확실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진행성 병변을 가진 환자의 그 수는 

적지만 일부의 환자에서 근치가 가능하다. 성인에서 이러한 근치가 가능 

한 암종은 호지킨 혹은 비호지킨 림프종, 급성 림프아성 그리고 골수성 백 

혈병, 배세포암ge1wcellcancer , 난소암, 국소 소세포폐암 그리고 융모막암종 

choriocarcinoma 등이 있다. 소아에는 급성 백혈병 , 버 킷림프종 , 윌름즈 종양 

Wilm 's tumor 그 리 고 배 아 횡 문근육종embryonal rhabd0111yosarcoma 둥이 있 다. 

IV. 국소화학요법 

국소 화학요법은 암이 있는 장소에 직접 약을 투입하거나 암에 의해 직 

접 영향을 받는 장소로 약이 관류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대장 

암의 간 전이시 일차종양을 제거하고 위십이지장 동맥에 약 주입펌프가 

연결된 도관을 삽입하여 수술 후 간으로 지속적인 약물이 투입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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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방법이 좋은 예이다. 

V. 화학요법의 용량결정 

암 화학치료제의 용량은 일정 용량flatdose을 투여하는 경우(예를 들면 이 

마티 닙imatinib) , 체중에 근거하여 투여하는 경우(예를 들면 조혈모세포 이 

식을 위한 조건화 요법conditioning 1·egimen) 혹은 약제의 지속적 노출을 위해 

자주 표준화 되어 사용되는 체표면적BSA-bodysurfncearen 계산법이 있다. 체 

표면적은 이것과 혈액양, 심장박출량, 사구체여과율 그리고 간 혈액 유출 

및 유입량 등을 포함하는 생리기능 사이에 연관성으로 인해 이상적인 것 

으로 간주되고 있다. 체표면적을 기반으로 한 용량 계산의 가설은 항암제 

의 전신노출에 환자 서로 간의 변수inter-vnrinbility를 줄이고 약제에 의해 발 

휘되는 독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아를 포함한 아이들이나 

젊은 성인의 경우 체표면적을 이용한 용량 계산법은 주의가 필요하다. 그 

리고 사지가 절단된 사람의 경우, 비만 그리고 노인의 경우 용량결정에 주 

의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은 없다. 

일반적으로 항암제의 용량결정은 각 환자의 약물농도 측정에 의한 것이 

기 보다는 이전에 시행된 환자의 임상연구에서 나온 지침에 따르고 있다. 

대부분의 항암제들은 용량의 작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치명적 독성을 야기 

하는 아주 협소한 치료지수therapeuticindex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환 

자에게 항암제를 투여할 때에는 연령 , 개개인의 활동도peifonnance status의 

차이 (표1, 2) , 신기능 및 간 기능의 아상유무, 악액질cachexin 등 영양상태, 

혈구수, 골수의 예비력reserve , 비만, 과거의 항암 및 방사선 치료 유무, 다른 

중복이환comorbidity 그리고 개개인 약물약력학의 차이 등 많은 요인들이 투 

여한 약제의 효능과 독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실제 투여 용량의 결 

정에는 환자의 체격bodysize이나 치료의 의도intent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 

고 , 계속 투여 시에는 이전 약제의 반응도 고려사항이 된다. 

대부분의 표준치료일정은 항암제에 대한 반응에서 골수회복의 동력학 

kinetic을 중심으로 고안되어 왔다. 필그라스팀filgrnstim이나 장시간 작용하 

는 페그필그라스팀pegfilgrnstim 등 집 락 자극 요소colony stimulatingfnctors들의 도 

입은 골수 회복 가속화를 돕고 심각한 골수억제의 발생을 억제하기 때문 

에 암 치료에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왔다. 이들의 사용으로 인해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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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Karnofsky Perfomance Status 

정의 % 7 1준 

정상활동과 일을 수행할 수 100 정상, 불편함 없음 질병 없음 
있고 특별한 처치가 필요 없음 90 정상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질병의 경미한 증상이나 

징후 

80 정상활동에 노력이 필요함, 질병의 증상이 징후가 있음 

일을 할수 없음, 집에서 생활 70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음. 정상활동이나 능동적 업무 수 

할 수 있으나 대부분 다른 행이불가능 

사람의 도움이 필요함, 60 대부분의 욕구를 처리할 수 있으나 종종 도움이 필요 

함. 

50 상당한 보조와 잦은 의학적 처치가 필요함 

자신을 둘볼 수 없음 병원의 40 정상생활은 불가능, 특별한 치료와 도움이 요구됨 

처치가 요구됨, 질병진행이 30 심한 불능상태, 비록 죽음이 임박하지는 않았으나 병원 

빠를수있음 입원이 필요함 

20 매우 아픔, 병원입원 필요, 능동적 보존치료가 필요함 

10 중환상테 치명적 과정이 급속히 진행됨 
。 사망 

표 2. ECOG score 

Score 7 1술 

。 제한 없이 정상활동 가능하고 전체적으로 활동적임 

1 육체적으로 힘든 일에는 제한적이나 움직일 수 있고 가볍고 앉아서 수행하는 

업무는가능 

2 스스로 움직이고 자신을 돌볼 수 있으나 어떤 업무도 수행할 수 없음, 깨어있 

는 시간의 50%이상 활동 가능 

3 자신을 단지 제한적으로 돌볼 수 있고 깨어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침대나 
의자에서 생활하는 경우 

4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고 자신을 둘몰 수 없으며 100% 침대나 의자에서 생활 

하는경우 

5 사망 

과 입원의 빈도를 낮추고 약제용량의 강도와 화학요법의 전달을 용이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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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학요법의 반응평가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 반웅의 평가는 전통적인 진단영상도구들을 이용 

하여 왔다 즉 항암제 혹은 방사선치료 전과 치료 중 그리고 치료 후에 순 

차적으로 찍는 방사선영상검사는 종양의 크기 변화에 연관된 기본적인 정 

보를 제공한다. 이러한고형종양의 반응평가의 기록과보고를표준화하기 

위한 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979년 처음 수립되었다. 반옹평 

가는 2차원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데 치료 후에 측정치의 감소나 증가가 

치료반웅을 계산하는데 사용되었다. WHO 기준에 따르면 완전관해는 표 

적병변이 어떤 잔존 병변도 없이 완전히 없어지고 4주 이후 확정이 되는 

경우이고, 표적병변의 어느 것도 25% 이상 증가하지 않고 병변의 최장직 

경과 최단직경의 곱의 합이 50%이상 감소하고 이것이 4주 이후 확정될 때 

부분관해partial response라고 정의하였고, 불변stable disease은 부분관해와 질병 

진행의 기준에 어느 것도 맞지 않는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진행질환 

progressive disease은 측정 가능한 병변의 크기가 25%를 넘거나 새로운 병변이 

생겼을 때로 정의하였다. 

거의 12년간 이 러한 평가방식이 표준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서로 다른 

연구기관과 임상시험 간에 이러한표준이 동일하지 않아 기준을 수정하였 

다 특히 주요한 수정사항은 측정가능한measurable 그리고 평가가능한 

evaluable 병변 , 다발성 병변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록되는 병변의 최소크기 

와 병변의 수, 진행병변의 정의 그리고 CT와 MRI 같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기법으로 얻은 영상자료의 과정과 분석을 정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작 

업은 EORTC, NCI of Canada Clinical Tria l Group 그리고 NCI를 포함한 

여러 그룹들이 반웅평가기준을 재점검하였는데 그 기간이 3년이 소요되 

었댜 여기서 나온 기준REC/ST은 기존의 4가지 반응기준(완전관해 , 부분 

관해 불변 , 진행질환)은 그대로 사용하고, 부분반응의 개념은 그대로 유 

지하되 측정기준은 달리(장축의 합이 최소한 30%이상 감소)하고 , 질병진 

행은 개념을 변경하여 치료시작 시점에서 측정된 가장 긴 직경의 제일 작 

은 합을 기준으로 하여 병변의 가장 긴 장축의 합이 최소한 20%이상 증가 

하거나 새로운 병변이 생겼을 때로 수정하고, 병변을 쉽게 측정하고 계산 

할 수 있도록 장축만 사용하는 것 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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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학요법의 독성평가 

항암제는 안전구역safety margin이 좁기 때문에 항암제 투여 시에는 각 약 

제에 대한 독성을 자세히 추적할 필요가 있다. 주로 사용되는 기준은 미 

국 국립보건연구소(NIH)에서 발행한 부작용에 대한 통상적인 용어기준 

(CTCAE) 이 사용된다. 현재 2009년 5월에 출판된 4판이 나와있다. 여기 

에 따르면 부작용 정도를 5단계로 나누어 표현하는데 Grade 1은 경도의 

부작용으로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증상이 있는 경우로 임상적 혹은 진단 

적 관찰이 필요하고 처치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이고, Grade 2는 중등도 

의 증상이 있고 최소한 혹은 국소적 또는 비침습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Grade 3는 중증 혹은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증상을 보이지만 즉시 치명 

적이지는 않은 상태로 입원이나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고 Grade 

4는 치명적인 상태로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상태이고 Grade 5는 부작 

용으로 인한 사망단계이다. 이들 부작용을 알기 위해서는 항암제 치료 후 

잦은 추적진료와 이학적 검진 및 혈액검사 둥이 필요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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