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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ausea and vomiting 

암 환자는 암 자체 또는 암 치료와 연관되어 병을 앓는 동안 약 절반 정 

도에서 오심 및 구토를 경험하게 된다50) _ 항암화학제 치료, 방사선 치료, 

opioid와 같은 약제, 암에 의한 대사성 효과(고칼슘혈증, 저나트륨혈증) , 

복수 등에 의한 위 내용물 배출 지연, 위장관 폐쇄증, 뇌 등 중추신경계로 

의 암 전이, 불안, 심한 통증 등이 바로 그 원인들이다. 항암화학제 사용 

시 발생하는 오심 및 구토는 항암화학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삶의 질을 

극히 저하시켜 환자 입장에서 항암제 치료와 관련된 가장 큰 부작용으로 

인식되고 있다. 

I . 항암화학제에 의해 유발되는 오심 구토:he111othernpy-i11duced nnusen nnd 

vo111iting: CI.\TV의 발생기전 

a. 구토를 유발하는 전달물질의 촉진제인 dopamine, serotonin 및 

substance P 등이 장관과 중추신경계에 분포되어 있는 서로 다른 수용체 

예 부착됨으로써 시작되며, 대부분의 항구토제는 이와 동일한 수용체에 

부착되는 길항제로서 구토에 대한 자극을 예방한다. 

b. cytotoxin들 은 serotonin3 ( 5-HT3) , neurokinin1 (NK1 ) , 

dopamine2(D2) 수용체 등을 각각 자극하여 구토반사를 가동시키는 물 

질인 serotonin , substance P 및 dopamine과 같은 전달물질의 분비를 촉 

진시 켜 그 작용이 시작된다. 

c. central NKl receptor와 central and peripheral(in the gut) 5-HT3 

receptor가 구토반사에 주로 관여한다. 대부분의 항구토제는 이들 수용체 

중 하나에 결속되고, 이로 인해 항암화학제가 투여되었을 때 분비된 전달 

물질의 촉진역할를 억제함으로써 그 효과를 나타낸다. 

11. 항구토제 

1. Dopamine 수용체 길항체 

a. 1970년대 말에 cisplatin이 사용되기 전까지는 항구토 효과가 있는 유 

일한 약제는 DZ-receptor antagonist(D2RA) 및 corticosteroid 였다. 

b. D2RA 는 요즈음 evidence-based guideline에 따라 항구토제를 사용 



526 I 임상종앙학 

했음에도 오심/구토가 지속되는 경우에 대하여 rescue antiemetics 

로 일차적으로 쓰여진다. 

2. Corticosteroid 

a. 이들의 항구토 효과에 대한 기전은 아직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았다. 

b. dexamethasone(DEX)은 지연성 오심구토에 대해서는 가장 효과가 

큰 항구토제로 인정되고 있다4 1 ) _ 

3 . Serotonin 수용체 길항체 

a. 1990년대 들어 5-HT3 receptor antagonist(SHTRA)가 개발되면서 

HEC 및MEC 사용 시 CINV 조절을 위하여 이를 DEX와 함께 사용하 

여 예전보다 큰 효과를 얻었고 치료관련 독성발현도 크지 않아 표준 

치료제로자리를잡았다. 

b . 제 1세대 SHTRA 가운데 ondansetron, granisetron, dolasetron 의 

항구토 효과는 큰 차이가 없다16) _ 

c. Granisetron과 DEX의 복합요법은 급성기의 CINV(항암제 치료 시작 

24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오심 및 구토) 조절 효과는 상당히 크지만 

지 연성CINV (항암제 치료시작 24시간 이후에 나타나는 오심 및 구 

토) 조절 효과는 아직 미미함. 

d. 2009년 NCCN(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practice 

guideline 에 따르면 SHTRA 가운데 가장 최근에 개발된 

palonosetron을 HEC에 대하여category 2B수준의 preferred drug로 

인정 하였으며 , MASCC(Multinational Association of Supportive 

Care in Cancer) 및 ESMO(European Society of Medical Oncology) 

에서는 MEC에 대하여 recommendable drug로 인정하였다. 

4. Tachykinin 

a. Serotonin 시대 이후 가장 강력한 치료의 표적으로 초점을 받고 있는 

것이 Substance P이다 45) _ 

b. NK-1 길항제는 특히 지연성 CINV 예방에 아주 효율적이며 이를 

5HTRA및 DEX와 함께 사용 시 보다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21 ) _ 

c. Aprepitant[Emend]는 CINV 예방목적으로의 사용이 2003년 3월 미 

국 FDA로부터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cisplatin이 포함된 HEC 시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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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예방 목적으로 EMEND가 포함된 3제재 요법이 권유되고 있다 

28) 

4. Diarrhea and constipation 

I. 설사 

1. 기전 및 임상양상 

진행암 환자에 있어 설사는 5-10%에서 나타나는 흔한 합병증이다. 설 

사는 수분 , 전해질, 알부민의 손실과 면역기능의 약화, 전신감염 및 욕창 

의 위험도를 높인다. 대장직장암 환자에서 설사로 인한 평균 입원기간은 

8일로 많은 의료비를 발생시킨다17) _ 대변의 양이 항시 많고 , 색조가 밝고, 

물 같고, 피가 묻어있지 않고, 소화 안된 음식물 찌꺼기가 묻어있으면 병 

변의 위치는 소장이거나 근위부 대장이며 , 대변의 양이 소량이고, 자주 보 

고, 검은 빛이고, 점액이나 피가 묻어 있으면 병소는 하행결장이나 직장이 

다泊) ． 항암제와 관련된 설사는 특징적으로 치료개시 2-14일 후에 나타난 

댜 

2. 치료 

글루텐이 안 들어있는 음식은 장 팽만과 창자발효가 있는 경우에 대해 

복통과 장운동의 빈도를 줄여준다. 삼투압이 강한 물질에의 결합체인 카 

오린, 펙틴 등은 붉은 변이 좀더 딱딱하게 되도록 해 준다. 껍질을 벗긴 사 

과엔 펙틴이 특히 많다. 피해야 할 음식물로는 찬 음식, 우유 , 섬유소가 많 

은 과일 기름진 고기나 생선 , 커피, 술 둥이댜 중탄산염나트륨을 복용하 

여 장을 알칼리화하면 이리노테칸요법시 용량제한을 일으키는 독성인 지 

연성 설사를 예방할 수 있다c1s) _ Opioid도 지사제로 쓰이는데 이 가운데 

loperamide가 가장 효과적이다. 이는 설사를 많이 일으키는 항암제 치료 

시 2시간마다 2mg씩(하루 12mg까지) 써서 그 빈도를 줄인다1 1) . 이 런 약 

제 에 효과가 없으면 octreotide가 효과적 인 데 이 는 carcinoid tumor , 

v1poma , gastrinoma , SCLC 등에 특히 효과적이댜 근래 들어 1개월에 

30mg의 octreotide 피하지방주사로 항암제 치료시의 설사를 예방하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