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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강좌

항암제 과민반응에 대한 탈감작요법의 경험
강민경a,b, 김태범b,c
서울아산병원 약제팀a, 약물감시센터b, 알레르기내과c

항암제는 종양세포뿐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손상을 끼

이 관여하는 type IV가 있다.5) 또한, 약물 투여 후 증상

쳐 불가피하게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된다. 항암제

발현시간에 따라 즉시형(immediate)과 지연형(delay-

부작용으로는 오심, 구토에서부터 중증의 골수 억제까

ed)으로 나누고 있고 즉시형 과민반응은 약물 투여 후 1

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항암제에 대한 과민반응

시간 이내 발생하는 증상을 일컫는다. Type I은 즉시형

도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1,),2) 과민

과민반응으로 피부, 호흡기계, 소화기계,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항암제로는 백금계 항암제

등 전신증상으로 나타난다.6) 이러한 과민반응을 일으키

(platinum compounds), 탁산계 항암제(taxanes), 에

는 약물을 재투여 시 탈감작(desensitization)을 시행

피포도필로톡신계 항암제(epipodophyllotoxins), L-

해 볼 수 있는데, 탈감작은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원인

asparaginase, 단클론항체 제제(monoclonal anti-

약물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용(tolerance) 상태를 유도

3)

bodies) 등 다양하다. 과민반응은 여러 기전에 의해 나

하는 것이다. 즉, 탈감작은 IgE로 매개되는 비만세포

타날 수 있으며, 특히 항암치료를 반복하여 시행한 환

(mast cells)와 호염기구(basophils)의 활성화를 억제

자에서 해당 약제에 대한 감작(sensitization)으로 인한

하는 것으로 주입 1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즉각적인 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아나필락시스

상에 대해 적용할 수 있겠다.7) 탈감작에 의한 관용 상태

등 심각한 이상사례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과민

는 일반적으로 몇 시간 또는 며칠 이내에 소실된다.8) 과

반응으로 인해 항암제를 중단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

거에는 이러한 IgE 매개반응만이 탈감작요법의 대상으

할 경우, 치료효과의 감소와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고

로 생각하였으나 최근에는 비 IgE 매개반응에도 효과

이는 암환자의 생존율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4) 따라

적이라고 알려져 있다.9)

서, 항암제의 과민반응에 대해 이해하고 이에 대한 탈

탈감작요법은 즉시형 과민반응 발생 환자에서 대체약

감작요법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 없거나 대체 시 치료 효과가 감소하는 경우 등에 적

이에 본고에서는 탈감작요법의 적응증 및 금기, 항암

용될 수 있다(Fig. 1).8) 스티븐스존슨증후군(Stevens-

제별 과민반응 발생률 및 임상적 특징, 탈감작 프로토

Johnsons syndrome), 독성표피괴사증후군(Toxic

콜의 적용 등에 대해 살펴보고 서울아산병원에서 시행

epidermal necrolysis), 약물과민반응증후군(Drug

하고 있는 탈감작요법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rash with eosinophilia and systemic symptoms)
등 중증 피부반응에서는 소량 투여만으로도 중증 반응
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절대 금기사항에 해당된다.8),9)

탈감작요법의 적응증 및 금기
약물과민반응은 면역기전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과 아

항암제 별 과민반응 발생률 및 임상적 특징

닌 반응을 포함하고 이중 알레르기 반응은 Gell &
Coombs 분류에 따라 IgE가 관여하는 type I과 T-cell

1. 백금계 항암제(platinum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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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eneral algorithm for drug desensitization

백금계 항암제로는 cisplatin, carboplatin, oxali-

응이 나타난다는 점, 셋째, 백금계 항암제에 과민반응

platin 등이 있고 부인과암, 대장암, 췌장암, 폐암, 고환

을 보인 환자에서 platinum 특이 IgE가 확인이 된다는

암, 두경부암 등 여러 암종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Car-

점이 있을 수 있다. 13)
Oxaliplatin 투여 환자에서는 오한, 열, 복통, 흉통 등

boplatin 과민반응은 난소암 환자에서 16%에서 나타났
10)

으며 7회 이상 투여 시에는 27%로 발생률이 높아졌고

일부 비특이적인 과민반응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이중 절반은 중등증 내지 중증의 증상을 보였다.11) 대장

데, 이는 면역반응이 아닌 사이토카인(IL-6, TNF-a)

암에서 사용되는 oxaliplatin의 경우 과민반응 발생률

의 분비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 25%까지 보고되었다.12)

탈감작요법이 도움될 수 있다.14),15) Carboplatin과 ci-

백금계 항암제의 과민반응은 반복투여에 의해 특이

splatin의 과민반응은 일반적으로 8주기 투여 이후 발

IgE가 형성되고 이를 매개로 비만세포와 호염기구가

생하고,11) 특히 재발한 암환자에서 일정기간 이후 재투

활성화되면서 염증분질이 분비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여하는 경우 과민반응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생각되고 있다.13) IgE 매개반응을 뒷받침하는 백금계

하고 있다. Carboplatin의 경우 진단 후 첫 6주기 투여

항암제 과민반응의 특징으로는 첫째, 약물 투여 중 즉

까지는 과민반응 발생률이 1~13%로 나타났으나 재발

각적으로 발진, 기관지 경련, 저혈압 등의 증상이 나타

시 과민반응 발생률은 2차 항암치료에서 47%, 3차 항암

나고 둘째, 백금계 항암제를 수회 투여한 후 첫 과민반

치에서는 100%까지 보고되고 있다.16) 이는 carboplatin을

- 476 -

강민경 : 항암제 과민반응에 대한 탈감작요법의 경험

Table 1 Clinical features of immediate HSRs to platinum drug s and taxanes
Clinical features

Platinum drugs (N=94)

Taxanes (N=51)

99

86

Hypertension

11

24

Presyncope

17

25

Syncope

6

8

Dyspnea

30

33

Desaturation

10

27

Throat tightness (%)

19

22

Gastrointestinal (nausea/vomiting/diarrhea) (%)

26

16

Back pain

1

39

Chest pain

23

59

Abdominal pain

20

25

Cutaneous (flushing, pruritus, urticaria) (%)
Cardiovascular (%)

Respiratory (%)

Neuromuscular (%)

Created with data from J Allergy Clin Immunol 2008;122:574-80 and Gynecol Oncol 2005:99:393-9

투여하지 않은 기간(platinum free interval)이 길수록

Paclitaxel은 1960년대에 주목나무(Taxus Brevifolia)

재투여시 과민반응 발생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

껍질에서 처음 분리되었고 용해도가 낮아 Cremophor

여 준다. Schwartz 등의 연구 결과에서 백금계 항암제

EL을 용제로 사용하여 주사제로 개발되었다. Doceta-

를 12개월 이상 투여하지 않은 경우 과민반응 발생의

xel은 반합성 제제로 paclitaxel과 마찬가지로 낮은 용

위험도가 25.8%에서 56.5%로 증가하였고, Gadducci

해도로 인해 polysorbate 80이라는 용제를 사용한다.

등의 연구에서는 24개월 이상 투여 받지 않은 경우 과

Paclitaxel에 대한 1상 임상시험에서 즉시형 과민반응

민반응 발생 위험도가 8.3%에서 36.3%로 증가하는 것

의 발생률이 30%까지 높게 나타났고19) 이에 대해 항히

으로 보고하였다.16),17)

스타민제(Histamine-1, 2 차단제)와 코티코스테로이
드(dexamethasone)로 전처치를 시행한 결과, 과민반
응 발생률이 10% 이하로 낮아졌으며 이중 1%만이 중증

2. 탁산계 항암제(Taxanes)

으로 나타났다.20)
탁산계 항암제는 난소암, 자궁내막암, 유방암, 폐암

탁산계 항암제의 과민반응의 기전은 보체 활성화

등 다양한 암종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paclitaxel, doc-

(complement activation), 직접적인 비만세포/호염기

etaxel 등이 여기에 속한다. 탁산계 항암제의 과민반응

구 자극, IgE 매개 반응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추정하

은 대부분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투여에서 나타나며 투

고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21) 과민반응이 대부분 첫번

여 후 수분 이내에 발현한다. 전형적인 과민반응의 증

째 투여에서 발생하여 IgE 매개 반응 가능성보다는 탁

상 이외 등통증, 가슴통증, 복통 등이 흔하게 보고되었

산구조 자체 또는 용제에 의한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

다(Table 1).18)

Paclitxel의 용제인 Chremophor를 사용하는 cyc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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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A Desensitization protocol for rituximab IV (851 mg) : solution preparation
Volume

Concentration

Total amount of drug in each solution (mg)

Solution 1

250 mL

0.034 mg/mL

8.510

Solution 2

250 mL

0.340 mg/mL

85.100

Solution 3

250 mL

3.377 mg/mL

844.303

Amount of drug prepared exceeds dose of drug delivered during desensitization because solutions 1 and 2 are not completely infused. A full dose
is 851 mg of rituximab.

Table 2B Desensitization protocol for rituximab IV (851 mg) : protocol for administration
Volume infused
Step
no.

Solution
no.

Rate
(mL/h)

Time
(min)

per step
(mL)

Administered dose
(mg)

Cumulative dose
(mg)

1

1

2.0

15

0.50

0.0170

0.0170

2

1

5.0

15

1.25

0.0426

0.0596

3

1

10.0

15

2.50

0.0851

0.1447

4

1

20.0

15

5.00

0.1702

0.3149

5

2

5.0

15

1.25

0.4255

0.7404

6

2

10.0

15

2.50

0.8510

1.5914

7

2

20.0

15

5.00

1.7020

3.2934

8

2

40.0

15

10.00

3.4040

6.6974

9

3

10.0

15

2.50

8.4430

15.1404

10

3

20.0

15

5.00

16.8861

32.0264

11

3

40.0

15

10.00

33.7721

65.7986

12

3

75.0

186

232.50

785.2014

851.0000

Total time = 351 minutes (5.85 hours)

porine이나 vitaimin K에서 유사한 과민반응을 보이

서 1/10, 1/100로 희석하여 각 용액별로 4단계씩 15분

거나 Nanoparticle alumin-bound (nab)-paclitaxel

마다 속도를 약 2배씩 증가시켜 투여하였다(Table 2A,

�

(Abraxane )과 같이 용매를 사용하지 않는 탁산계 항

2B). Carboplatin 60명, cisplatin 3명, paclitaxel 28

암제에서도 과민반응이 보고되고 있는 점이 그 근거가

명, liposomal doxorubicin/doxorubicin 6명, ritux-

11)

될 수 있다.

imab 3명, oxaliplatin 1명으로 총 98명의 환자를 대상
으로 탈감작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67%의 환자에서는

항암제 과민반응에 대한 탈감작 프로토콜의 적용 및

과민반응이 발생하지 않았고 27%에서는 경증, 6%에서

결과

만 중증의 증상이 나타났다. 탈감작 시 발생한 모든 증
상은 이전 증상보다 심하지 않았으며 과민반응 발생 시

Castells 등의 논문에서는 항암제의 본래 희석농도에

투여를 중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행한 후 호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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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platin 690 mg

처방

mg

C

B

A

Total volume Concentration (mg/mL)

Solution A

1.97

100

0.0197

Solution C 농도의 100배 희석

Solution B

19.7

100

0.197

Solution C 농도의 10배 희석

Solution C

690

350

1.97

투여량

단위

MIX

Carboplatin

690

mg

C

5% dextrose

350

ml

C

Carboplatin

19.7

mg

B

5% dextrose

100

ml

B

Carboplatin

1.97

mg

A

5% dextrose

100

ml

A

특기
Solution C, 농도 1.97 mg/mL (탈감작용, Total volume 350 ml로 해주세요)

Solution B, 농도 0.197 mg/mL (탈감작용, Total volume 100 ml로 해주세요)

Solution A, 농도 0.0197 mg/mL (탈감작용, Total volume 100 ml로 해주세요)

투여
Step

Solution

Rate (mL/hr)

Times (mins)

Volume (ml)

mg/mL

Dose (mg)

normal saline

120

10

20

1

A

2

15

0.5

0.0197

0.010

2

A

5

15

1.25

0.0197

0.025

3

A

10

15

2.5

0.0197

0.049

4

A

20

15

5

0.0197

0.099

normal saline

120

10

20

5

B

5

15

1.25

0.197

0.246

6

B

10

15

2.5

0.197

0.493

7

B

20

15

5

0.197

0.986

8

B

40

15

10

0.197

1.971

normal saline

120

10

20

9

C

10

15

2.5

1.971

4.929

10

C

20

15

5

1.971

9.857

11

C

40

15

10

1.971

19.714

12

C

60

330.53

330.53

1.971

651.621

525.53

436.03

Preprime

Preprime

Preprime

Total

8.76 hr

Fig. 2 Desensitization protocol at Asan Medica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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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환자에서 목표 용량을 투여할 수 있었고 돌출반응

telukast 또는 acetylsalicylic acid 등을 추가할 수 있

의 75%는 3번째 용액 투여 시 나타났으며 50%는 마지

다.8)

22)

막 투여 단계(12단계)에서 나타났다.

Lee 등의 연구에서 12단계의 탈감작 프토로콜로 57

서울아산병원 탈감작 사례

명의 환자에서 255회의 탈감작을 시행하였고 이중
88.2%에서 돌출반응 없이 투여를 마쳤다. Carboplatin

44세 여자환자, 2017년 자궁암으로 진단받고 수술 전

31명, paclitaxel 22명, docetaxel 1명, trastuzumab

항암치료로 3월부터 paclitaxel, carboplatin 병용요법

1명, doxorubicin 1명, uromitexan 1명으로 항암제가

(TC regimen)을 3주 간격으로 세차례 시행하였고 수

투여되었다. 이중 18명의 환자에서 돌출반응이 나타났

술 후 보조적 항암치료로 TC regimen 투여 중이다.

는데, 처치 후 모두 안전하게 투여를 마칠 수 있었다.23)

2018년 10월 20일 TC regimen 6번째 투여(총 9번째)

Feldweg 등의 연구에서는 paclitaxel과 docetaxel에

예정으로 paclitaxel 투여 후 carboplatin 투여하였다.

과민반응이 있는 1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77회의 탈감

Carboplatin 투여 시작 30분 경과 후 얼굴, 양팔에 발

작을 시행하였고 이중 72회에서 과민반응 재발현 없이

적 발생하여 투여 중단하였고 생리식염수 1 L 주입 시

투여를 마쳤다. 4명의 환자에서 탈감작 중 과민반응이

작, chlorpheniramine, hydrocortisone 투여하였다.

나타났으며 이중 한 명의 환자에서 첫 번째 탈감작 후 6

혈압 103/55 mmHg, 맥박수 99회/분, 호흡수 22회/

시간이 경과하여 지연형 두드러기 및 소화기계 증상이

분, 산소포화도 93%로 측정되었고 환자 가슴답답함 호

나타나 이후 추가적인 탈감작 치료를 시행받지 못하였

소하여 산소 적용하였다. 30분 정도 경과 후 피부병변

다.24) Brennan 등의 연구에서는 단클론항체 제제 투여

감소하였으며 산소포화도 100%로 환자 상태 안정적으

시 과민반응을 보인 23명의 환자에서 105회의 탈감작

로 유지되었다. 10월 10일 다음 주기 투여 시 carbo-

을 시행하였고 이중 104회에서 안전하게 시행하였다.

plaitin에 대한 탈감작을 시행하였고 해당 프로토콜은

탈감작 시행 중 29%에서 과민반응을 보였고 이중 경증

Fig. 2와 같다. 전처치로는 탈감작 시행 전날 밤, 1시간

27건, 중등증 1건, 중증 2건으로 나타났고 기존의 과민

전에 montelukast 10 mg, levocetirizine 5 mg, lafu-

25)

반응에 비해 경한 반응을 보였다.

tidine 10 mg을 투여하였고 30분 전 chlorpheni-

이처럼 여러 연구에서 항암제에 과민반응을 보인 환

ramine, dexamethasone을 투여하였다.

자에서 탈감작 시행 시 대부분 안전하게 약물을 투여할
수 있었다.

탈감작 시행 시 3번째 용액 투여 중 손끝에 발적 발
생하여 투여 중단하고 chlorpheniramine, methylprednisolone 투여하였고 증상 호전되어 재투여하였

탈감작요법에서의 전처치

다. 이후 증상 재발현 없이 목표용량을 투여할 수 있
었다.

전처치는 탈감작 시행 시 돌출반응을 최소화하기 위
한 목적으로 투여할 수 있으나 중증 과민반응을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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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다음 중 type I 과민반응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세포는?
A) T cells
B) Neutrophil
C) Mast cells
D) Complement

2. Type I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아나필락시스
B) 혈관부종
C) 기관지연축
D) 독성표피괴사증후군(TEN)

3. 백금계 항암제 과민반응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절절하지 않은 것은?
A) 일반적으로 첫 투여 시 과민반응이 나타난다.
B) IgE를 매개로 비만세포와 호염기구가 활성화되면서 증상이 나타난다.
C) Oxaliplatin 투여 중 오한, 열, 복통, 흉통 등 비특이적인 증상들을 보이기도 한다.
D) Platinum free interval이 길수록 과민반응 위험도가 증가한다.

4. 다음 중 어떤 증상에서 탈감작을 적용이 가능할까?
A)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SJS)
B) 용혈성 빈혈(Hymolytic anemia)
C) 과민성 폐렴(Hypersensitivity pneumonitis)
D) 아나필락시스

5. 다음 중 탈감작요법 시행 시 전처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전처치 시행 시 일반적으로 diphenhydramine, famotidine 등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한다.
B) Paclitaxel 등 일부 약제에서는 항히스타민제 및 스테로이드 제제로 전처치를 시행할 수 있다.
C) 탈감작 시행 시 전처치를 하게 되면 모든 돌출반응(Breakthrough reaction)을 예방할 수 있다.
D) 과민반응 중 홍조 등과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 전처치로 montelukast 또는 acetylsalicylic acid를 추가해 볼 수 있다.

【제 35권 3호 정답】
1. C)

2. C)

3. B)

4. D)

5.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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