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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In 2008, the Korean Oncology Nursing Society (KONS) published standards for the safe use of chemotherapy in clinical
settings, including extravastion management. Although the medical environment has rapidly changed, KONS standards have not
been revised since then. In 2017, the KONS planned to revise the practice guidelines on oral chemotherapy. Methods: A clinical expert group developed recommended guidelines, using officially accepted standards based on all relevant publications. The draft was
discussed and accepted in a consensus conference. The final recommendations were reviewed and approved by the KONS Boards of
Directors. Results: There were 4 chapters and 50 recommendations in the final version of the guidelines. Recommendations include
those associated with general practice, patient consent and education, order assessment and administration, and side effects and complication management. Conclusion: The revised KONS guidelines on oral chemotherapy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staff
and patient safety related to oral chemotherapy. KONS guidelines revisions should be carried out at regular inter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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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호학회는 종양간호실무 표준화와 질향상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종
양간호실무지침: 항암화학요법편을 출판하여5) 항암제 안전관리 실

의료기술의 발달과 약물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항암제가

무 표준화에 기여하였다.

임상현장에 소개되고 있다. 항암제는 암 환자에게는 치료적이고 유

최근 맞춤형 정밀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암 치료법

용한 효과를 가져오지만, 항암제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독성이나

이 개발되었고, 이 중 경구항암제 개발은 2000년부터 급증하였다.6)

발암성, 기형형성 등의 세포독성 특성은 의료진의 건강을 위협할

경구항암제는 주사 제형의 항암제에 비해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1-3)

수 있다. 이에 항암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된 특별한 의
4)

료기기를 사용하거나 안전실무 지침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으로 선택이 확대되고 있으며, 임상에서
표준치료와 보조요법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6,7) 일반 약물과 달

그러나, 표준화된 안전실무에 대한 지침이 없는 상태로 각 기관별

리 경구항암제는 인체 유해약물에 속하는 고위험약물에 속하는

로 단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2008년 대한종양간

고위험약물로 특별한 취급과 관리를 요한다. 현재 국내 임상현장에
서는 경구항암제에 대한 안전 실무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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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마다 국외 지침의 일부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종양간호학회는 2008년 종양간호실무지침의 개정 작
업과 회원 요구를 반영한 실무지침을 개발하고자 TFT (Task Force
Team)가 구성되었다. 국내외 문헌고찰과 항암제 관리 지침을 반영
한 초안은 여러 차례의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다듬어졌으며, 최종
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본 원고를 통해 경구항암제 실무지침 개발과정을 밝히며, 확정된
대한종양간호학회 경구항암제 실무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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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5개, 환자동의와 교육 개, 처방확인과 투약, 투약후 관리 3개의 총
26개 권고로 이루어졌다. 병원간호사회에서 수정·보완한 근거수준

연구방법

과 권고등급 체계10) 에 따라 근거수준과 권고등급을 평가하여 추가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근거기반 경구항암제 실무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

하였다(Table 1).

론적 연구 설계를 이용하였다.
4) 외부 검토

2. 개발절차

실무지침 초안에 대한 외부검토를 위해 전문가 평가를 받고자

실무지침의 개발은 2017년 1월 19일부터 2017년 12월 13일까지 진

총5명의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였다. 대상자는 4명(80.0%)이 종양
전문간호사였으며, 1명(20.0%)은 수간호사였다. 임상 경력은 10년

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실무지침 개발과정은 다음과 같다.

이상이었다. 이들 대상자에게 각 권고의 타당성을 평가하게 하였
고, 1점은’전혀 관련없음’, 2점은 ‘관련성 평가를 위해 수정이 요구됨’,

1) 팀구성
대한종양간호학회는 종양간호실무표준화를 위한 TFT중심으로

3점은 ‘관련성은 있으나 약간의 수정이 요구됨’, 4점은 ‘매우 관련성

경구항암제 실무지침 제정을 기획하였다.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종

이 높으며 내용이 간결함’으로 평가하였을 때 모든 항목에서 3점과

양간호 실무자를 TFT 위원으로 추천받았으며, 기획이사를 중심으

4점으로 평가하여 실무지침의 내용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로 5개 병원의 전문간호사와 수간호사가 팀을 이루어 2017년 1월19

문가의 의견 중 환자 동의와 교육의 영역에서 환자 교육자료의 내

일 첫 모임을 시작하였다.

용으로 복용시 주의 사항으로 음식이나 다른 약제와의 상호작용
에 대한 정보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최종 실무지침에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한종양간호 이사회에게 1차 확정된 실

2) 실무지침 검색과 검토
항암제 취급과 관리에 대한 실무지침을 PubMed, CINAHL, 한국

무지침을 전달하여 검토과정를 거쳤다.

교육학술정보원, KISS를 활용하여 검색하였으며, 미국 임상종양학
회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와 미국 종양간호사회

5) 실무지침 확정

(Oncology Nursing Society)에서 출판한 2016년 항암제 안전 투여
(Chemotherapy Administration Safety Standard)를 검토하고, 각 소속
4)

외부검토에서 제시된 전문가 평가를 바탕으로 실무지침을 수정 ·
보완하여 경구항암제 실무지침을 확정하였다.

기관의 규정과 국내 학회에서 제공하는 관련 지침을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3) 실무지침 초안 작성
간호 실무지침 틀을 참고하여 항암제 투여 절차에 따라 일반적

최종 실무지침은 4개 영역 50개 권고, 부록으로 구성되었다. 구체

지침, 환자동의와 교육, 처방확인과 투약, 투약후 관리로 분류하여

적으로는 일반적 지침에 해당되는 권고 5개, 환자 동의와 교육을 위

2,5,8,9)

실무지침 초안을 작성하였다. 지침의 초안은 여러 차례의 회의

한 권고 19개, 처방확인과 투약을 위한 권고 22개, 투약후 관리를 위

와 워크숍에서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영역별 권고를 보면, 일반적 지

한 권고 4개로 구성되었다. 최종 실무에 포함된 50개 권고의 강도를

Table 1. 근거수준과 권고등급
근거수준
I

1개 이상의 무작위대조연구(RCT)에 의한 근거

II

1개 이상의 잘 설계된 비 무작위 대조연구, 코호트 연구, 환자-대조군 연구(다기관 연구 선호),
다수의 시계열 연구, 특징적 결과를 보이는 비 대조연구에 의한 근거

III

전문가 의견, 임상적 경험, 서술적 연구, 전문가 위원회 보고서, 전문서적에 의한 근거

A

사용을 권장 또는 반대하도록 지지할 좋은 근거가 있음

B

사용을 권장 또는 반대하도록 지지할 보통 수준의 근거가 있음

C

사용을 권장 또는 반대하도록 지지할 근거가 미약함

권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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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A등급 11개(22.0%), B등급 1개(2.0%), C등급 38개(76.0%)였다.

2) 환자 동의와 교육

부록에서는 임상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경구항암제를 세포독

환자 동의과 교육에는 치료 동의와 절차 및 동의서에 포함될 항

성제제와 표적치료제로 분류하여 기전, 적응증, 부작용으로 목록

목, 간호사의 교육수행, 기록 및 교육 자료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19

화하였으며, 카페시타빈을 예시로한 교육자료(Appendix. 1)와 복용

개의 권고가 포함되었다(Table 3).

일지를 제시하였다. 본 원고는 부록의 일부를 포함하였으며, 전체
내용은 학회 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다.
모든 영역에서 사용된 용어를 Table 2과 같이 정의하였다.

의료진은 항암제를 투여하기 전에 동의서를 작성하고, 환자가
겪에 되는 이득과 드물게 생명 위협 부작용에 대해 설명의 의무와
사전동의가 필요하다.13) 동의서를 받기 위해 구두설명이나 문서,
전자 정보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동원할 수 있으며, 체계적으로 환
자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4,13,14,21) 항암제 치료 시작 전에 모

1) 일반적 지침
일반적 지침에는 경구항암제 실무지침 내용과 개정, 간호사 교육
등의 5개 권고가 포함되었다(Table 3).

든 환자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의 다학제적 팀으로부터 항암화학
요법교육을 필수적으로 받고 있다.22,23) 경구항암제는 일정기간 동

의료기관은 간호실무지침을 갖추고, 최신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

안 주기적으로 장기간 복용이 요구되어 가정에서의 복용이행과

기 위해 지침 개정을 위한 절차를 명시하여 정기적으로 최신문헌

항암제 노출 최소화를 위한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한

11)

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항암제 노출 최소화를 위한 실무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퇴원 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지침 이행이 강조되고 있으며, 항암제를 다루는 간호사는 경구항

있다. 경구항암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카페시타빈(젤로다정)

암제를 포함한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하고, 주기적으로 계속교육을

환자교육 자료를 추가하였다(Appendix 1).

4,5,12)

받아야 한다.

간호사 교육 내용에는 경구항암제 준비, 보관, 투

약과 폐기, 취급 시 주의 사항 및 개인 보호 장구 사용법 및 부작용
13-15)

발생시 대처 방법이 포함된다.

투약 오류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은 비
16)

중을 차지하며,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

3) 처방확인과 투약
처방확인과 투약에는 간호사의 처방 확인 항목과 투약시 준수
사항 및 항암제 노출 최소화를 위한 안전 수칙 관한 22개의 권고가
포함되었다(Table 3). 경구항암제 투약 준비를 할 때, 투약카드(바코

간호사는 경구항암제의 치료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모

드)와 비교하면서 환자명, 약품명, 제형, 1회 복용량, 1일 복용 횟수,

니터링뿐 아니라 처방, 조제, 투약 과정에서의 투약 오류에 대해 모

복용 시간 확인한다(Fig. 1). 경구항암제의 제형 변형 과정에서 피부

4,17,18)

구된다.

16,19)

니터링해야 하며,

근접오류를 포함하여 유해 사전, 적신호 사건

이 발생하면, 기관의 환자안전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11,20)

나 점막에의 노출로 인해 건강상 위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4,24) 경
구항암제의 제형 변형에 대해 약국(약품정보실)에 문의한다.17,21) 불

Table 2. 용어 정의
용어

정의

경구항암제

종양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항암화학요법제 중 경구 제형의 약물을 의미하며 세포독성 항암제와
표적항암제로 분류한다.

보조약물

경구항암제 투약과 관련되어 예상되는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투약하는 약물로 구토방지제,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제, 위보호제 등이 있다.

제형 변형

정제 또는 캡슐 제형의 항암제를 액상 혹은 가루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인보호장구

항암제의 직접적인 노출을 피하기 위해 착용하는 가운이나 고글, 마스크, 장갑 등을 의미한다.

레지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암제를 조합하여 만든 명확하게 규정된 프로토콜로 주기적으로 투여되는 특성을
가진다.

약품라벨

조제된 의약품의 용기, 포장물 등에 부착하는 상표나 인쇄물의 총칭으로 약품의 일반적인 정보 및 부작용,
취급시 주의 사항 등의 정보를 간단하고 알아보기 쉽게 기재한 것을 말한다.

투약 후 관리

경구항암제를 투약한 후 복용이행도를 평가하고 일정 기간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며 부작용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용이행도 (순응도)

환자의 약물 복용이 의료진의 권고와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디스트레스

암과 암 관련 신체적 증상 및 치료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하는 심리적, 사회적, 영적으로
불유쾌한 정서적 경험을 통칭하는 개념을 말한다.

http://dx.doi.org/10.5388/aon.2017.17.4.201

www.kons.or.kr

204   박정윤 외·대한종양간호학회 경구항암제 실무지침

Table 3. 종양간호학회 경구항암제 가이드라인
권고
I. 일반적 지침
1. 의료기관의 간호실무지침은 경구항암제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다(III, C).
2. 경구항암제 실무지침은 일정 기간마다 최신의 근거에 기반하여 개정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III, C).
•직원의 자격
•직원 교육
• 환자 동의와 교육
•처방확인과 투약
•투약 후 관리: 모니터링, 독성관리, 부작용평가
3. 간호사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받는다(III, C).
•경구항암제 준비, 보관, 투약과 폐기
•취급 시 주의 사항 및 개인 보호 장구 사용법
•부작용 발생시 대처 방법
4. 간호사는 경구항암제 실무지침에 따라 실무를 수행한다(III, C).
5. 간호사는 환자안전보고체계에 따라 경구항암제 관련 오류를 수집하고 평가한다(III, C).
II. 환자 동의와 교육
6. 의료기관은 경구항암제 치료 동의와 관련된 절차를 마련하고 관리한다(I, A).
7. 동의서는 경구항암제 치료 전에 작성되어야 한다(I, A).
8. 동의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I, A).
• 환자의 인적 사항(병원 등록번호, 이름, 생년월일 등)
• 환자의 진단, 상태 또는 특이 사항
•예정된 의료행위 종류
•예정된 의료행위 목적, 필요성 및 방법
•회복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정된 의료행위 이외의 시행 가능한 방법
•예정된 의료행위가 시행되지 않았을 때의 결과
•설명 의사의 서명
•동의권자의 서명, 보호자나 법정 대리인이 서명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
•동의서 작성 일시
9. 간호사는 경구항암제 치료 전에 구두, 서면, 또는 동영상을 통한 환자 교육을 시행한다(III, C).
10. 간호사는 대상자의 교육 요구도, 학습능력 및 선호도,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을 사정하여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II, B).
11. 간호사는 교육 후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III, C).
•교육 주제
•교육 대상자
•교육 요구도 사정
•교육 방법 및 장소
•교육 내용
•이해도 및 만족도
12. 환자 교육자료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III, C).
•약품명, 용량, 용법, 보조약물, 치료 일정
•단기 및 장기 부작용
•즉각적인 보고 또는 응급 치료가 필요한 증상과 연락처
•안전한 취급과 보관
•복용 시 주의 사항(상호 작용하는 음식 및 약물)
(13-21) 간호사는 경구항암제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13. 경구항암제는 어린이, 다른 사람, 애완동물 등이 접촉하지 못하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교육한다(I, A).
14. 정제형 항암제는 부수거나 쪼개거나 씹지 않고 삼키도록 교육한다(I, A).
15. 캡슐형 항암제는 캡슐을 열지 않고 삼키도록 교육한다(I, A).
16. 경구항암제는 맨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교육한다(I, A).
17. 보호자가 복용을 돕는 경우 경구항암제가 손에 닿지 않게 일회용 컵을 이용하도록 교육한다(III, C).
18. 약물 복용 전 후 반드시 손을 씻도록 교육한다(III, C).
19. 환자의 체액이나 폐기물은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취급하도록 교육한다(III, C).
20. 복용 시 사용했던 물품은 밀봉하여 폐기하도록 교육한다(III, C).
21. 남은 약품은 병원으로 가져와서 안전하게 폐기하도록 교육한다(III, C).
(22-24) 간호사는 경구항암제 복용이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22. 정해진 시간에 정확한 용량을 복용하도록 교육한다(III, C).
23. 복용을 누락한 경우 즉시 복용하고, 단 다음 복용 시간에 근접한 경우 약품에 따라 복용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교육한다(III, C).
24. 약품을 온전한 형태로 토해낸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로 복용하지 않도록 교육한다(II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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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종양간호학회 경구항암제 가이드라인(continue)
III. 처방확인과 투약
25. 간호사는 경구항암제 처방확인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III, C).
• 환자명과 병원 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항암치료계획(레지멘)
•치료 차수와 시작일
•레지멘에 포함된 모든 약품(전 처치 약물, 조혈 촉진제 등)
•키, 몸무게
•용량 계산방법, 처방 용량과 용법
•알레르기력
•투약 중단이나 용량 변경 여부(검사 결과, 임상 상태)
26. 간호사는 부정확한 처방의 경우 의사와 확인한다(III, C).
27. 간호사는 경구항암제의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예: 외형, 물리적 안정성의 이상유무 등)(III, C).
28. 간호사는 투약 준비 시 약품 라벨과 비교하여 다음의 내용을 확인한다(III, C).
• 환자명과 병원 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약품명, 제형
•1회 복용량
•1일 복용 횟수
•복용 시간
(29-34) 간호사는 경구항암제 투약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29. 투약 전, 후 손을 씻는다(I, A).
30. 환자명과 병원 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환자를 확인한다(III, C).
31. 약품명, 용량, 투약 경로와 시간을 확인한다(I, A).
32. 항암제 복용여부를 확인한다(III, C).
33.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설명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알리도록 환자를 교육한다(I, A).
34. 간호사는 경구항암제 투약 후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III, C).
•약품명, 용량, 시간
•복용을 못한 경우 그 이유
•투약 후 환자 반응
(35-39) 간호사는 경구항암제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35. 경구항암제를 맨손으로 만지지 않고 장갑을 착용한다(III, C).
36. 약품의 포장 상태를 훼손하지 않는다(III, C).
37. 개별포장이 아닌 경우, 경구항암제가 손에 닿지 않도록 일회용 컵을 이용한다(III, C).
38. 사용한 물품이나 보호장구는 재사용하지 않고 폐기한다(III, C).
39. 정제나 캡슐을 변형시킬 경우 미세 입자가 발생하여 호흡기로 흡입될 수 있으므로 캡슐을 열거나 정제를 분쇄, 절단하지 않는다(I, A).
(40-46) 간호사는 경구항암제 제형 변형이 불가피할 경우 다음 사항을 숙지한다.
40. 제형 변형 가능 여부에 대한 약품 정보를 확인한다(III, C).
41. 제형 변형은 생물학적 안전 캐비닛에서 시행한다(I, A).
42. 제형 변형 시 마스크, 장갑, 가운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한다(III, C).
43. 액상 형태는 경구용 주사기나 시럽용기 등에 준비한다(III, C).
44. 경구용 주사기를 사용하는 경우 closed system을 유지하며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일회용 흡수 매트 위에서 작업을 수행한다(III, C).
45. 제형 변형 시 사용한 물품은 밀봉하여 폐기한다(III, C).
46. 간호사는 경구항암제를 복용한 환자의 체액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장갑을 착용한다(III, C).
IV. 투약 후 관리
(47-49) 간호사는 경구항암제 복용이행도를 평가한다.
47. 환자의 복용일지를 확인하여 복용이행도를 평가한다(III, C).
48. 필요시 남은 약의 개수를 확인하여 복용이행도를 평가한다(III, C).
49. 간호사는 경구항암제를 복용한 환자를 평가하고 기록한다(III, C).
•임상적인 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활력징후와 몸무게
•알레르기 반응
•심리사회적 상태(우울, 디스트레스 등)
•치료와 관련된 독성(예: NCI CTCAE criteria 활용)
50. 의료기관은 경구항암제 치료 관련 독성 관리를 위한 지침을 수립하고 관리한다(II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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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한 경우 생물학적 안전공간(BSC)에서 제형을 변경해야 하며,
반드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13,14) 개인보호장구의 사용
규정은 Table 4와 같다.
4) 투약후 관리
투약후 관리에는 경구 항암제 복용이행 평가와 독성 관리를 위
한 4개의 권고가 포함되었다(Table 3). 경구항암제의 치료효과를 평
가하기 위해 환자의 약물복용이행 확인이 필요하다.7,25) 약물복용
이행은 의사의 약물처방과 환자의 약물복용간의 일치하는 정도를
말하며,25) 약물 복용불이행은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거나 처방된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 약을 처방보다 너무 많이 또는 적게 복용
Fig. 1. 경구항암제 약품라벨; ① 환자정보(이름, 생년월일 등)
② 용법 ③ 약품명 ④ 1회 복용량, 1일 복용 횟수, 총 개수,
⑤ 처방일 또는 투약일.

하는 경우, 일정한 복용기간 및 간격을 지키지 않는 것 등을 말한
다. 복용이행도를 사정하는 방법은 자가보고식 복용일지 작성이나

Table 4. 개인보호장구의 사용 규정
장갑

•파우더 없는 장갑 착용이 권장된다: 파우더는 오염 물질을 흡수하고 공기를 입자화하여 오염물질과 접촉할 수
있는 위험을 증가시킨다.
•두꺼운 장갑이 얇은 것보다 항암제 투과를 줄여주기 때문에 항암제 준비 및 투약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장갑을
착용할 것이 권장된다.
•라텍스, 네오프렌, 니트릴, 폴리우레탄 등의 소재로써 최소 30분간 유해 약물의 침투를 막을 수 있는 장갑을
사용한다.
•일반 수술용 장갑이나 비닐 장갑은 착용하지 않는다.
•장갑 착용 전 후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항암제 취급 시 최소 30분마다 장갑을 교체한다.
•재사용은 금한다.

가운

•폴리에틸렌으로 된 투과성이 낮은 직물로 보풀이 없고 뒤가 막혀 있으며 소매가 탄력성 있게 만들어진 일회용
가운을 사용한다.
•팔목이 조여지는 긴 소매로 내부 장갑은 소매 아래에 착용하며, 외부 장갑은 소매 위에 착용한다.
•사용한 가운은 폐기하고 재사용을 금한다.
•가운 교체 주기에 대한 지침이나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나 가운 착용 중 오염이 발생하거나 장갑을 교체할 때
가운을 교환하도록 한다.

마스크

•미국의 경우, 항암제 차단 테스트를 통과한 마스크에 대해 NIOSH에서 승인을 하고 있으며, 이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파우더가 없고 입자 필터가 있으며
공기정화 기능이 있는 N95 마스크를 추천한다.

안면보호구 (고글)

•유해물질이 얼굴에 튈 가능성이 있으면 안면보호구를 사용하거나 일체형 마스크 사용이 권장된다.

Table 5. 부작용기준(Common Terminology Criteria for Adverse Events : CTCAE)
Grade 1 경증(mild)

증상이 없거나 경증임; 임상적 검사 또는 진단 검사 상 소견만 관찰됨; 중재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

Grade 2 중등증(moderate)

최소 한도이거나 국소적이거나 비침습적인 중재 치료가 필요함; 연령에 맞는 평가도구 상으로
일상생활 활동이 제한됨(식사 준비, 식료품 또는 의복 쇼핑, 전화 사용, 돈 관리 등)

Grade 3 중증(severe)

의학적으로 유의하지만 즉각적으로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음; 입원 또는 기존 입원의 연장이
발생하거나 입원이 필요함; 불능을 초래함; 일상적인 자가 관리가 제한됨(침상에 의지하지 않는
환자가 수행하는 목욕, 옷입기 및 옷벗기, 스스로 먹기, 화장실 사용, 약물 복용)

Grade 4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함; 중재 치료가 긴급하게 필요함

Grade 5

사망

Common Terminology Criteria for Adverse Events (CTCAE) Version 4.03 Published: May 28, 2009 (v4.03: June. 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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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경구항암제의 다빈도 부작용
이상반응

Grade 1

Grade 2

Grade 3

Grade 5

증상 없음; 경과관찰만, 중재
필요하지 않음

증상 있음; 갑상선약 보충
필요.

고혈압

수축기 혈압 120~139 mm
Hg or 이완기 혈압 80~89
mm Hg)

Stage1 hypertension (수축기 Stage2 hypertension (수축기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증상이
혈압 140~159 mm Hg or
혈압＞=160 mm Hg or
심각하여, 즉각적인 중재가
이완기 혈압 90~99 mm Hg) 이완기 혈압＞=100 mm Hg) 필요한 경우
(예; 악성 고혈압, 일시적이거나
지속되는 신경학적 결핍, 고혈압
위기)

사망

구내염

중재가 필요 없을 정도의
무증상 혹은 경한 증상

중증도의 증상은 있지만
식이섭취에 무리가 없는 경우

식이 섭취에 제한을 받을
정도의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하여, 즉각적인 중재가
필요한 경우

사망

구토

하루에 1~2회 구토

하루에 3~5회 구토

하루에 6회 이상 구토,
TPN 주입, 경관유동식 등
입원치료가 필요함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하여, 즉각적인 중재가
필요한 경우

사망

두드러기

체표면적의 10% 이하 발생,
국소 연고로 조절 가능함

체표면적의 10~30% 발생,
경구약 복용이 필요함

체표면적의 30% 이상
발생하여 iv처치가 필요함

발열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변비

빈혈
(헤모글로빈
수치로 판단)

심각한 증상; 자가간호 수행에
제한. 입원 필요

Grade 4

갑상선
기능
저하증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하여, 즉각적인 중재가
필요한 경우

-

사망

-

38~39℃

39~40℃

24시간 이내로 유지되는 40℃
이상 발열

24시간 이상 40℃ 이상 발열

사망

-

-

절대호중구수(ANC)
＜1,000/mm3 이면서 38.3℃
이상이거나 38℃ 이상으로 한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하여, 즉각적인 중재가
필요한 경우

사망

Finger enema를 적용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증상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하여, 즉각적인 중재가
필요한 경우

사망

간헐적인 증상
일시적인 약물 또는 식이요법,
관장으로 증상 완화가 가능한
경우

약물 및 관장의 지속적인
사용이 필요한 경우

Hemoglobin
＜10.0 g/dL

8.0g/dL~10.0g/dL

＜8.0 g/dL로 수혈이 필요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하여, 즉각적인 중재가
필요한 경우

사망

설사

평소 배변 횟수에 비해 하루 당
4회 이상으로 증가; 평소보다
결장루 (ostomy)배출량의
경미한 증가

평소 배변 횟수에 비해 하루
당 4~6회 이상 증가; 평소보다
결장루 배출량의 중등도 증가

평소 배변 횟수에 비해 하루당
7회 이상 증가; 변실금 등으로
입원이 필요함; 평소보다
결장루 배출량의 중증증가;
자가관리 ADL이 제한됨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하여, 즉각적인 중재가
필요한 경우

사망

소화불량

중재가 필요 없을 정도의 경한
증상

약물요법이 필요한 중등도의
증상

수술적 접근이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증상

-

-

수족증후군

통증을 동반하지 않는
최소한의 피부변화
또는 피부염(예;홍반,
부종,과각화증)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에
방해가 되는 피부변화(예;
피부박리, 수포, 출혈, 부종)
또는 통증

자가간호 수행(목욕하기,
옷입기, 식사 등) 에 방해가
되는 궤양성 피부염 또는
통증을 동반한 피부변화

-

-

식욕부진

식이 습관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은 입맛의 변화

심각한 체중 감소, 탈수, 영양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한
식이 섭취량의 감소
경구영양제의 섭취가 가능한
정도

TPN 주입, 경관유동식 등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식이섭취량 변화

여드름모양
발진

구진, 농포가 체표면적의 10% 구진, 농포가 체표면적의
이하
10~30% 심리사회적인
영향 주며,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장애

구진, 농포가 체표면적의 30% 광범위한 중복감염으로 주
이상 자가간호 수행능력에
사항생제가 필요함.
장애, 국소적 감염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 초래
구강항생제 필요함

사망

연하곤란

증상은 있지만 일반적인
식사가 가능한 정도

증상으로 인해 식사 습관 및
패턴이 변화한 경우

증상이 심해 TPN 주입, 경관
유동식 등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망

오심

식이 습관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은 입맛의 변화

심각한 체중 감소, 탈수, 영양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한
식이 섭취량의 감소

TPN 주입, 경관유동식 등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식이섭취량 변화

호중구
감소증

ANC
＜1,500/mm3

http://dx.doi.org/10.5388/aon.2017.17.4.201

1,000/mm3~1,500/mm3

500/mm3~1,000/mm3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하여, 즉각적인 중재가
필요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하여, 즉각적인 중재가
필요한 경우

사망

-

-

＜500/mm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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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알약 세기(Pill counts), 의무기록을 통한 처방 확인, 혈액이나
소변 또는 머리카락 내 약물 농도 측정법 등이 있다.9,25,26) 그리고, 전
자적 모니터링 방법(Microelectronic Monitoring System; MEMS)이
있으며, 이는 약병 뚜껑을 열면 자동적으로 날짜와 시간이 기록되
는 방식으로27) 컴퓨터와 연결하여 자료를 분석하여 환자의 약물
복용 양상을 추적할 수 있다. 복용이행은 한가지 방법만으로는 명
확히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것을 권장
하고 있다. 특히, 사회심리적 상태8,13)와 독성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
어야 한다.7)

Fig. 2. 경구용 주사기에 준비된 경구항암제.

항암제 독성 평가는 미국 국립 암 연구소 (NCI) 표준 용어 기준
CTCAE version 4.03에 따르고 있다.9) 독성 증상이 경미하여 치료적
중재가 필요하지 않은 Grade 1부터 독성으로 인한 사망을 의미하
는 Grade 5까지 5단계로 분류되며(Table 5), 경구항암제의 다빈도 부
작용 분류는 Table 6과 같다.

논 의
본 경구항암제 실무지침은 암전문병원의 전문간호사와 수간호

Fig. 3. Dissolve-A-Dose container를 이용한 경구항암제 용해 예시.
(출처: AboutKidsHealth, http://www.aboutkidshealth.ca)

사의 경험과 임상 현장을 반영하였으며, 실무적용은 실무환경 개
선과 환자안전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제 노출 최소화 방안으로 비위관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튜브 끝에

본 지침은 항암제 노출로 위한 위해성을 숙지하고, 제형의 변형

extension tube를 꽂고 반대편 끝에 3 way를 연결하여 경구항암제

을 제한하고 불가피할 경우 생물학적 안전공간에서 시행되어야 함

주사기와 물을 채운 주사기를 연결하여 투여하는 방법을 고안하

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위관이나 경피적 위루관을 가지고 있는 암

여 사용하고 있다. 액상의 경구항암제 주입을 마치면 물이 든 주사

환자가 경구항암제가 포함된 항암화학요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기의 방향을 열어 물을 주입하여 extension tube를 채운 후 제거하

이때 환자가 삼킴이 어렵거나 약물 복용이 금지가 된 상태이면, 위

는 것으로 항암제 노출을 예방할 수 있다(Fig. 4).

루를 통해 투여될 수 있도록 항암제 형태의 제형 변경이 요구될 수

본 지침의 근거 수준과 권고 등급은 각각 III 등급과 C등급으로

있다. 그러나, 항암제의 제형 변형은 흡수에 영향을 주어 기대하는

76.0%를 차지하였으며, 잘 설계된 연구 결과나 체계적 고찰에 의한

치료 효과와 다를 수 있음을 숙지하고, 우선적으로 처방 의사와 확

근거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앞으로 과학적인 근거를 찾은 연구가

인해야 한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투약이 결정되면, 제형의 변경은

시도될 필요가 있다.

반드시 생물학적 안전공간에서 시행해야 한다. 정맥용 주사와 혼

또한 본 지침은 간호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에서 개발되었기

선을 막기 위해 액상으로 준비된 경구항암제는 경구 주사기에 준

에 궁극적으로 환자안전과 질향상을 위해 항암제를 처방하고 조

비한다(Fig. 2). 투약하는 과정에서 연결 부위가 분리되면서 항암제

제하는데 참여하는 의사와 약사의 참여가 필요하며, 식이와의 상

2,15)

가 튈 수 있으므로 개인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최근 국외 의료기관에서는 항암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
기기로 경구항암제를 액상으로 변형하는 기구를 개발하여 사용하

호작용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영양사의 참여가 도움
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실무지침의 개발에 있어 다학제
적팀 구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고 있다. 용해용기(Dissolve and dose container, Dissolve-A-DoseⓇ)는
용기에 경구항암제와 물 등의 용해제를 넣어 녹인 다음 용기 뚜껑

결 론

부분에 주사기를 꽂아 액상의 항암제를 주사기로 옮길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이다(Fig. 3).

본 대한종양간호학회 경구항암제 실무지침은 2017년부터 1월부

경구항암제 투여를 마친 후에 의료진은 주사기에 남아있는 약물

터 12월에 거쳐 개발되었으며, 4개 영역의 50개 권고 사항을 제시하

로 인해 항암제 노출 위험에 놓이게 된다. 일 종합병원에서는 항암

였다. 일부 권고는 각 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라 적용에 제한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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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위관으로의 경구항암제 투여.

수 있으리라 생각되었으나, 표준화된 실무를 제시하는 것이 본 지
침 제정의 목적임에 최종적으로 권고에 포함하였다.
암 환자 간호현장에서 본 지침의 적용을 적극 권장하며, 근거 가
빈의 간호중재를 통해 종양간호사가 암 환자 간호실무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안전한 실무 현장 구축을 위해 국
가 차원의 정책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학회에서
도 보다 관심을 갖고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본 지침이 종
양간호 실무를 수행하는 학회 회원 모두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
되어 안전간호 실무 향상과 종양 업무 재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
대한다. 추후 지침의 실제적인 활용을 증진을 위해 체크리스트나
의사결정지지도구 등의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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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환자 교육자료 예시

카페시타빈 (젤로다 정)
복용방법
•아침과 저녁 식사 직후(식사 후 30분 이내) 매일 비슷한 시간에 복용합니다.
•150 mg, 500 mg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확한 용량을 복용해야 합니다. 처방 용량에 따라 약제의 종류와 개수가
달라집니다. 틀린 용량의 알약을 복용하면 정해진 용량보다 많거나 적게 복용하게 되므로, 정확한 약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알약을 씹거나 부수지 말고 한번에 삼킵니다. 만약 삼킬 수 없다면 담당 의료진에게 상의하세요.
•약 복용을 잊었다면 가능한 빨리 복용합니다. 그러나, 다음 번 복용 시간에 근접한 시간이라면 다음 복용 시간에 맞추어
복용하세요. 절대 정해진 한번의 용량 보다 많이 복용하지 않습니다.
•약 복용 후 구토한 경우 약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먹지 않습니다.
•의료진과 상의하지 않고 투여량을 변경하거나 중단하지 않습니다.

보관 및 취급
•애완 동물이나 어린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창가, 욕실, 주방을 피하여 실온에서 원래의 포장용기를 훼손하지 말고 보관합니다.
•남은 약제가 있다면 병원으로 가져가고, 남은 약제를 집안의 변기나 싱크대 또는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습니다.
•맨손으로 약제를 만지지 말고 일회용 장갑을 사용합니다. 사용한 장갑은 지퍼백에 넣어 밀봉하여 보관 후 버립니다.
•환자의 체액(소변, 구토, 설사)은 항암제 노출 위험성이 있으므로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취급합니다. 소변이나 대변을 본 후
물이 튀지 않게 변기 뚜껑을 덮고 물을 내립니다.

피해야 하는 약물이나 음식
•일부 약물이나 음식(특히 약초)과 같이 복용할 경우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나 향후 복용하기
원하는 약물이 있다면 미리 의료진과 의논하셔야 합니다.
•항경련제로 사용하는 페니토인(딜란틴), 항혈전제로 사용하는 와파린(쿠마딘) 같은 약제는 약물의 배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으로 꼭 확인 후 복용해야 합니다.

약 복용을 중단하고 응급실로 와야 하는 경우
•체온이 38 ℃ 정도로 1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한번이라도 38.3 ℃ 이상으로 열이 날때
•통증을 동반한 물집이나 피부 발적이 얼굴이나, 가슴, 구강에 생겼을 때
•왼쪽 가슴의 조이는 듯한 통증

약 복용을 중단하고 의료진에게 문의해야 하는 경우
•평소보다 4회 이상 배변을 하거나 장루의 양이 늘어난 경우
•구강에 궤양이 생기거나 통증이 있으면서 붉어진 경우
•하루에 2회 이상 구토를 하거나 메스꺼움으로 인해 음식을 먹지 못할 때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붉어지거나 통증이 있으면서 부어 오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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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중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부작용은 약 용량이나 빈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른 약제를 같이 복용한다면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라고 생각이 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작용

예방 및 치료
- 보습제나 로션 충분히 바르기

수족 증후군:
손이나 발이 부어

- 잘 때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고 면장갑이나 양말
착용하기

의료진에게 문의가 필요한 경우
- 손이나 발의 변화(부어 오름, 붉어짐, 벗겨짐,
무감각, 통증)가 있거나, 발진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질 때

오르거나 붉게 변하고, - 뜨거운 물에 닿지 않기
통증이 있는 상태

- 꽉 끼는 옷, 장신구, 신발 피하기
-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압력 피하기
- 충분한 수분 섭취(하루 2~3 L)
- 매번 설사가 있을 때마다 최소한 300 CC 수분 섭취

(혹은 12시간 이상 수분 섭취가 불가능할 때)

- 섭취 가능한 음식: 팩틴 함유가 높은 음식(애플소스,

- 지사제를 복용 했는데도 설사가 멈추지 않을 때

바나나, 조리한 당근, 껍질 벗긴 감자, 쌀)
설사

- 하루에 8~10잔 미만으로 수분 섭취가 어려울 때

- 피해야 하는 음식 : 익히지 않은 과일과 야채,
견과류, 씨앗, 매운 음식, 기름이 많거나 튀긴 음식,
과일주스나 과일음료, 카페인, 알코올
- 소량씩 자주 먹기
- 처방 받은 지사제가 있다면 의사의 지시대로

- 38° 이상의 열이 날 때
- 혈변이 나오거나 복통이 심할 때
- 갑자기 어지럽거나 힘이 빠지고, 시간이나 장소,
사람에 대한 인지를 못할 때
- 소변이 어두운 갈색으로 나올 때
(소변이 농축된 것임)

복용하기
- 충분한 수분 섭취(하루 2~3 L)
- 처방된 항 구토제 복용하기
오심/ 구토:

- 소량씩 자주 먹기(약 3시간 마다)

- 오심, 구토가 하루 이상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 할 때
- 물이나 구토방지제를 먹지 못할 때

메스껍거나 토할것

- 구토물에 피가 섞여 있을 때

같은 느낌,

- 정상적으로 소변을 보지 못하고, 소변이 어두운

토하는 것

갈색으로 나올 때
- 머리가 몽롱하거나 어지럽고 기절, 의식이
혼동스러운 경우

간 기능 이상

- 정기적인 간 기능 검사

- 눈이나 피부가 노랗게 변할 때

- 부드러운 칫솔을 이용하여 구강을 깨끗하게 하기

- 구강 발적, 갈라짐, 궤양, 백태가 생겼거나

점막염:

- 의치 관리 잘하기

구강, 잇몸,

- 루에 3!4회 이상 가글하기(물 250 cc에 소금 1/2

입술의 염증 및 통증

티스푼, 알코올 섞이지 않은 구강 청결제)

불편감이나 통증이 있을 때
- 38 ℃ 이상의 열이 날 때
- 물을 마시지 못할 때

- 처방된 진통제 복용하기

혈구수 감소: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수 감소

- 손 자주 씻기

- 38 ℃ 이상의 열이 날 때

- 감염성 질병을 가진 자와 접촉하지 않기

- 감염 증상이 보일 때

- 과일과 야채는 잘 씻고, 익히지 않은 육류나 생선의

- 비정상적인 출혈/멍이 있을 때

섭취는 피하기
-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수분섭취 하기

- 숨가쁘고 호흡하기 어려울 때
-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곤함

- 상처, 출혈이 생길 수 있는 활동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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