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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Carboplatin Dosing Appropriateness and Adverse

Reaction Patterns Based on Renal Functions of Patients in a

Tertiary Hospital

Seo Won Kim

Advisor: Prof. Eun Joo Choi, Pharm.D., MSPharm.

Department of Clinical Pharmacy,

The Graduate School of Clinical Pharmacy, Chosun University

Carboplatin is an alkylating agent mainly used to treat ovarian and lung

cancers. It is mostly eliminated by the kidney (about 70%); therefore, the dosing

of carboplatin is determined by the renal function of individual patient.

However, studies related to carboplatin dosing appropriateness by the renal

function of individual patient have rarely been conducted in Korea. The goal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carboplatin dosing appropriateness and adverse

reaction patterns. The retrospective study was conducted between September

2011 and August 2013 in a tertiary hospital. The mean percent error (MPE)

was utilized to compare actual carboplatin dose with estimated carboplatin dose.

According to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Common Toxicity Criteria

(NCI-CTC) 3.0, the severity of adverse reactions was graded, and the

examination of adverse reactions were followed up until 4 weeks after

administering last dose of carboplatin in the period of chemo-cycle. A total of

239 patients was chosen to analyze carboplatin dosing appropriateness. As a

resul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ctual and

estimated carboplatin doses (p=0.503); however, MPE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each chemotherapy regimen administered (p<0.001).

One hundred fifty four patients who met inclusion criteria were also selec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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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 the adverse reaction patterns. MPE showed the association with

statistically significant patterns over the adverse reactions after carboplatin

administration (p<0.05), and thes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each

chemotherapy regimen administered (p<0.05). Further related studies are needed

to confirm this study since it was conducted in only single hospital as well as

to better optimize chemotherapy of carboplatin and decrease related adverse

reactions based on MPE.

Keywords: carboplatin dosing, renal fuction, adverse re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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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A.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다른 항암제와 병용요법(combination therapy) 혹은 단독요법(monotherapy)으로

사용되는 카보플라틴(carboplatin)은 시스플라틴(cisplatin)에서 유도된 2세대 백금

(Pt)계 항암제로서 폐암, 두경부암, 방광암 등 여러 고형암(solid tumor)을 비롯해

난소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과 같은 생식기암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1,2) 특히

카보플라틴은 난소암의 치료제로써 FDA의 승인을 받았다.
2)
카보플라틴은 알킬화

제 중의 하나로 DNA와 교차결합(crosslinking)을 하여 세포의 합성을 억제해서 암

세포의 성장을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다.3-5)(그림 1)

그림 1. 카보플라틴의 작용기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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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보플라틴은 시스플라틴과 달리 오심, 구토, 신독성과 신경독성(neurotoxicity)의

발생률이 적으므로, 시스플라틴의 대체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7) 카보플라틴은 일

부 종양 치료에 있어서 시스플라틴과 비슷한 효과가 있으며, 이중에 난소암에서는

일차(first-line) 치료 요법으로 카보플라틴이 탁산(taxane)과 병용하여 사용되고 있

다.7,8) 난소암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수술 후 백금계열 항암제로 치료를 하는 것이

표준치료요법이었으며, 진행성 난소암에서 흔히 추천되는 치료요법은 카보플라틴과

파클리탁셀(paclitaxel)을 병용하여 항암치료를 하는 것이다.9)(그림 2) 이러한 항암

제를 병용해서 난소암을 치료할 경우에, 반응률(response rates)은 80% 이상이며,

완전 반응(complete responses)는 40-60% 이상이었다.10)(표 1)

그림 2. 난소암환자에서 카보플라틴 투여 후 나타나는 혈중 농도의

변화9)

*HD: Hemodialysis

혈액투석은 카보플라틴 투여 24시간 후 3시간 동안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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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platin(%) Cisplatin(%) p value

Bone Marrow

Thrombocytopenia 70 29 <0.001

Neutropenia 97 96 ns

Leukopenia 98 97 ns

Anemia 91 91 ns

Gastrointestinal

Nausea 93 98 0.010

Vomiting 84 97 <0.001

Other GI Side effects 50 62 0.013

Neurologic

Peripheral Neuropathies 16 42 <0.001

Ototoxicity 13 33 <0.001

Other Sensory Side Effects 6 10 ns

Central Neurotoxicity 28 40 0.009

Renal

Serum Creatinine Elevations 5 13 0.006

Other Side Effects

Pain 36 37 ns

Asthenia 40 33 ns

Allergic 12 9 ns

Alopecia 50 62 0.017

Mucositis 10 9 ns

표 1. 카보플라틴과 시스플라틴의 부작용 비교

* NS = not significant, p>0.05

This table was adapted and modfied from referenc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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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세포폐암(Non-Small Cell Lung cancer, NSCLC)의 항암 치료에서 백금계열

항암제의 사용빈도는 적지만, 이를 사용함으로써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켰으며,

또한 카보플라틴은 시스플라틴에 비해 치료효과는 떨어지지만 심각한 부작용의 발

생률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11) 또한, 소세포폐암(Small Cell Lung

Cancer, SCLC) 치료를 위해 환자에게 카보플라틴을 투여했을 경우에, 카보플라틴

은 시스플라틴에 비해 골수억제를 비롯한 빈혈(anemia), 혈소판 감소증

(thrombocytopenia), 백혈구 감소증(leukopenia), 호중구 감소증(neutropenia)과 같은

혈액학적(hematological) 부작용의 발생률이 높았지만, 반면에 위장관계 및 신독성,

이독성의 발생률이 낮았다는 보고가 있다.12,13) 그리고 카보플라틴을 고령의 환자들

에게 투여했을 경우에 오심, 구토, 현기증 및 식욕저하와 같은 비혈액학적

(non-hematological) 부작용의 발생빈도가 낮았다는 보고가 있었다.14)

카보플라틴은 첫 투여 후 약 24시간 이내에 투여량의 약 60-70%가 신장을 통해

배설되므로, 이러한 카보플라틴의 부작용들은 신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또

한 카보플라틴의 투여량을 결정할 경우에 환자의 신기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보고되었다.3,15,16) 따라서, 카보플라틴의 용량은 환자의 신기능에 따라 결정해

야 하는데 GFR은 신장의 기능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이지만,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가 어려우므로 GFR을 크레아티닌 청소율(Creatinine Clearance, CrCl)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다.17)

이러한 CrCl을 구하기 위해 Cockcroft-Gault 공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환자의 체

중과 SCr, 성별과 나이를 통해서 estimated CrCl을 유도하는 식으로 임상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18) Cockcroft-Gault 공식을 통해 추정된 GFR은 실측치보다 과소평

가가 되는 경향이 있지만, 가장 편차가 작고 다른 공식보다 정확하다고 보고되고

있다.19) 그러나 비만이거나 과체중인 환자의 경우 실제 체중을 Cockcroft-Gault 공

식에 대입하여 CrCl을 구하면 환자의 신기능에 비해 CrCl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럴 경우 환자의 체중을 보정하거나 이상체중(Ideal Body Weight,

IBW)을 사용하여 CrCl을 구하는 것이 실측치와의 오차를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20)

또한, 카보플라틴은 선형 약동학적인(linear pharmacokinetics)특징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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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을 결정할 때에 체표면적(Body Surface Area, BSA)이 아닌 혈중농도 곡선하

면적(Area Under the Curve, AUC)을 통해서 계산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이러한

AUC 값은 카보플라틴의 용량제한적인 부작용의 정도와 발생 가능성, 그리고 난소

암 치료의 반응율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21,22) 또한 AUC는 카보플

라틴의 혈중 농도와 연관성이 있으며, GFR도 카보플라틴의 혈중 농도에 영향을 준

다고 보고되었다.22) 즉, 카보플라틴의 용량의 적절성은 AUC와 GFR의 정확도에 의

해 정해진다고 알려져 있다.23)

본원에서는 Calvert 공식(Dose = AUC × [GFR + 25])을 활용하여 카보플라틴의

초기 용량을 결정하는데, 폐암 환자의 경우에는 AUC 값으로 5 min·mg/ml와 6

min·mg/ml을 사용하고, 난소암 환자의 경우에는 5-7.5 min·mg/ml를 AUC 값으로

사용한다.24) 카보플라틴과 같이 신장으로 배설되는 항암제의 용량을 결정할 때에

정확한 GFR의 값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현재까지 환자의 GFR을 정확히

추정하고자 하는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며, 또한 카보플라틴의 AUC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AUC가 5-7 min·mg/ml일 때 부작용의 발생률이 최소가 된다

는 보고가 있었다.7,19,20,25-28) 그러나, 국내에서는 카보플라틴의 용량 및 GFR에 대한

연구들이 미흡하므로 카보플라틴의 용량의 적절성을 환자의 신기능을 기반으로 하

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2011년 9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카

보플라틴을 포함한 항암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의 카보플라틴 초기 처방 용량을 조

사하였고, 예상 용량과 처방 용량을 서로 비교하여 카보플라틴의 용량이 환자의 신

기능에 따라 적절히 반영되어 결정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카보

플라틴을 투여 받은 후에 카보플라틴의 예상용량과 실제 처방용량과의 차이와 나

타나는 부작용의 패턴에 대해 분석하여 환자들에게 나타난 부작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관련 연구의 발전과 향후 약사들의 카보플

라틴 모니터링 업무에 반영되어, 안전성과 유효성이 향상된 항암치료 효과를 환자

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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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platin Cisplatin

FDA-labeled

Indications
Ovarian tumor

Ovarian tumor,

Cell carcinoma of bladder,

Tumor of testis

Determination

of Dose
AUC BSA

Contraindications

Bone marrow depression,

severe.

bleeding, significant.

Hearing impairment

Myelosuppression

Renal impairment

Adverse Effects

(Common)

Gastrointestinal:

Abdominal pain , Diarrhea,

Nausea, Vomiting

Hematologic:

Anemia, Thrombocytopenia

Neutropenia, Leukopenia,

Renal: Blood urea abnormal,

Serum creatinine raised

Other: Pain

Hematologic:

Anemia, Leukopenia,

Thrombocytopenia

Adverse Effects

(Serious)

Myelosuppression

Hypersensitivity reaction

Visual disturbance

Nausea, Vomiting,

Myelosuppression,

Hypersensitivity reaction

Neuropathy, Neurotoxicity,

Ototoxicity,

Nephrotoxicity

Mechanism of

Action
Similar to cisplatin

Alkylating agent,

Interference with the

function of DNA.

Monitoring Complete Blood Cell

Renal and hepatic function,

Peripheral blood counts,

Neurologic exam

Excretion Renal: 71% Renal: 27-43%

표 2. 카보플라틴과 시스플라틴의 특징 비교

This table was adapted and modified from reference 2, 3, 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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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카보플라틴과 항암치료요법

카보플라틴은 난소암, 비소세포폐암, 소세포폐암 등에 현재 사용되고 있으며, 카

보플라틴을 단독으로 사용하여 항암치료를 하는 요법과 다른 항암제와 병용하여

사용하여 항암치료를 하는 요법이 있다.2)

난소암에서 최초로 치료를 할 때는 카보플라틴을 단독으로 500 mg/m2을 매 4주

간격으로 6회 투여하는 요법이 있으며, 복합요법으로 카보플라틴의 target AUC를

4-6 min·mg/ml사이로 정하고, Calvert 공식을 사용하여 대상 환자의 신체적 특성

에 따라 카보플라틴의 용량을 정한 후, 씨클로포스파미드(cyclophosphamide)를 600

mg/m2를 카보플라틴과 같이 병용하여 매 4주 간격으로 6회 투여하는 요법이 있

다.31) 또한 난소암에서 고식적 치료(palliative chemotherapy)를 할 때는 카보플라틴

을 단독으로 사용하여 360 mg/m
2
을 매 4주 간격으로 투여하는 요법이 있으며, 카

보플라틴의 target AUC를 4-6 min·mg/ml사이로 정하고, 매 4주 간격으로 6회 사

용하는 요법이 있다.32) 진행성 난소암 초기(early stage)일 때는 카보플라틴의

target AUC를 7.5 min·mg/ml로 정하고 파클리탁셀 175 mg/m2와 복합하여 매 3주

간격으로 3-6회 투여하는 요법이 있으며, 카보플라틴의 target AUC를 6

min·mg/ml로 정하고 파클리탁셀 175 mg/m2와 복합하여 매 3주 간격으로 4회 투

여하는 요법이 있다.33,34)

진행성 및 전이성(metastatic) 비소세포폐암에서 일차 치료로 카보플라틴을 단독

요법이 아닌 다른 항암제와 복합하여 항암 치료 요법이 있는데 이 때 카보플라틴

의 target AUC를 6 min·mg/ml로 정하고 파클리탁셀 200 mg/m2 및 베바시주맙

(bevacizumab) 15 mg/kg를 복합하여 매 3주마다 6회 투여하는 요법이 있다.35,36)

재발성(recurrent)의 비소세포폐암의 일차 치료로써 카보플라틴을 사용하는 항암요

법에는 카보플라틴의 target AUC를 6 min·mg/ml로 정한 후 젬시타빈

(gemicitabine) 1000 mg/m2와 카보플라틴을 복합하여 매 3주 간격으로 6회 투여하

는 요법이 있으며, 카보플라틴의 target AUC를 6 min·mg/ml로 정한 후 카보플라

틴과 파클리탁셀 225 mg/m2와 복합하여 매 3주 간격으로 6회 투여하는 요법이 있

다.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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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세포폐암은 제한기(limited)와 확장기(extensive)로 단계가 구분되며 제한기일

때는 방사선치료가 가능하며 확장기일 때는 방사선 치료가 불가능하고, 제한기일

때 카보플라틴이 포함된 항암요법은 카보플라틴의 target AUC를 6 min·mg/ml로

정하고, 에토포시드(etoposide) 100 mg/m2와 카보플라틴을 복합하여 매 3주 간격으

로 6회 투여하는 요법이 있으며, 확장기일 때는 카보플라틴 325 mg와 450 mg사이

에 용량을 정하고 에토포시드 100-120 mg/m2를 카보플라틴과 복합하여 매 4주 간

격으로 투여하는 방법이 있고, 투여 횟수에 제한은 없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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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대상 및 방법

A.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 3차병원에서 2011년 9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암 진단을 받고

카보플라틴을 전보조화학요법(Neoadjuvant chemotherapy), 수술 후 보조화학요법

(Adjuvant chemotherapy), 고식적 요법(Palliative chemotherapy)으로서 백금계 항

암제인 카보플라틴을 투여 받은 입원 및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1. 카보플라틴 용량의 적절성 조사 대상

조사대상이 되는 환자 중에 만 18세 이하 환자, 만성 신질환 또는 신부전을 진

단 받은 환자와 카보플라틴을 1회 이하 투여 받은 환자는 제외하였다.

2. 부작용에 대한 패턴분석에 조사 대상

조사대상이 되는 환자들 중에 적절한 간기능, 골수기능, 신기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부작용에 대한 패턴을 분석하였다. 카보플라틴을 투여받기 전 환자의

AST, ALT, ANC(Absolute Neutrophil Count), Hb, Plt, SCr을 기준으로 환자의

간, 신장 및 골수기능을 판단하였다. AST 및 ALT가 정상수치의 1.5배 이내

(60IU/L이내)이고, ANC가 1.5*103/mm3 이상이며, Hb 9g/dl 이상, Plt 100*103/mm3

이상이고 SCr이 1.5 mg/dl 미만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카보플라틴 투여 후에 나타

나는 부작용에 대한 패턴 분석을 하였고, 카보플라틴의 예상용량과 실제 처방용량

과의 차이와 나타나는 부작용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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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보플라틴을 첫 회 투여 전 4주 이내에 환자가 다른 항암치료를 받았거나 방

사선 치료를 받았다면 부작용에 대한 패턴분석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37-43)

B. 연구 방법

한 3차병원에서 수행한 후향적인 연구로서 환자의 의무기록지를 토대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임상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IRB 접수번호 2013-116)

1. 자료수집

원내 의무기록지를 통해서 환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정보와 환자의 신기

능에 관한 lab 수치, 혈액 검사 수치, 혈중 전해질 수치들을 수집하였다. 또한 환자

별 chemotherapy regimen과 동반질환 및 병용약물자료를 수집하였고, 환자의 부작

용에 대한 자료는 신경학적, 위장관계, 알러지 반응 등으로 나누어서 수집하였다.

(표 3)

각 환자의 GFR을 구하기 위해 Cockcroft-Gault 공식을 활용하였으며, 환자의

SCr의 값이 1이하이면 1로 간주하여 계산된 GFR을 Calvert 공식에 대입하여 카보

플라틴의 초기 예상 용량을 구하였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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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상태에 대한 기술

0 모든 활동이 가능하며 어떤 제한이 없이 병에 걸리기 전과 동일하게 일을 수행할 수

있다.

1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제한이 있지만 거동이나 가벼운 성질의 일은 가능하다

2 거동이나 자가 치료가 가능하나 어떠한 일도 수행하기 어렵다.

3 제한적으로 자가 치료가 가능하며 깨어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있거나 휠체어를

이용한다.

4 완전히 무력한 상태로 어떠한 자가 치료도 불가능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낸다.

5 사망

표 3. ECOG(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performance

status(PS)

This table was adapted and modified from reference 24.

2. 분석항목

환자의 실제 처방 용량을 본원의 원내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방한 카보플라틴의

용량을 의무기록지를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항암치료의 특성상 카보플라틴은 환자

에게 1회만 투여되지 않고 환자에게 3주 단위로 주기적으로 투여되기 때문에 조사

기간 중 환자에게 투여된 각 Cycle당 카보플라틴의 초기예상용량의 평균과 처방용

량의 평균을 구하였다. 또한 카보플라틴의 초기예상용량의 평균과 처방용량의 평균

을 비교하기 위해 Mean Percent Error (MPE)를 사용하였다.18,20,24)

MPE=［(Actual dose-Theoretical dose)/Theoretical dose］×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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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카보플라틴의 투여기간동안 의무기록지에 기록된 모든 부작용 정보를 수집

하고, 환자별로 카보플라틴을 투여했던 각 cycle마다 부작용을 조사하였으며, 마지

막으로 환자가 카보플라틴을 투여 받은 후 4주이내의 부작용 정보를 수집하였다.

카보플라틴은 항암치료요법의 원칙상 환자에게 단독으로 투여되지 않고 다른 항암

제와 병용하여 투여되기 때문에 카보플라틴과 병용항암제별로 부작용을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카보플라틴을 투여 받은 전후의 환자의 lab 수치와 혈액학적 수치를

토대로 환자의 간기능과 신기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빈혈, 혈소판 감소증,

백혈구 감소증, 호중구 감소증이 나타났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의무기록지에

기록된 환자별 부작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종류별로 분류한 후 부작용의 패턴

을 분석했다. 수집된 부작용의 패턴은 NCI-CTC (National Cancer

Institute-Common Toxicity Criteria) version 3.0에 따라 등급을 매겨서 조사하였

고, 조사기간 중에 부작용의 내용이 겹치는 경우 NCI-CTC 등급이 높은 쪽을 기록

하였다.37-46)

C. 통계 방법

통계 프로그램 SPSS version 20.0을 사용하여 자료들을 분석하였으며, 연속변수

는 Student’s T-test를 이용하였고 비연속 변수는 Chi-square test를 시행하여 각

군을 비교하고 분석하였으며, 비교 군이 3개 이상의 경우 ANOVA 분산분석을 시

행하였다. 빈도가 5이하였을 때는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였으며, p값을 구하

여 p값이 0.05미만 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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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A. 연구대상 환자표본

1. 연구대상의 구성

2011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원내에서 암 진단을 받고 카보플라틴을 처방받

은 환자는 총 500명이었다. 이 500명의 환자 중에 만 18세 이하 환자, 만성 신질환

또는 신부전을 진단 받은 환자와 카보플라틴을 1회 이하 투여 받은 환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 후 연구를 수행하였다. 원내에서 조사기간 동안 카보플라틴을 투

여 받은 환자들 중에 만 18세 이하 환자는 없었으며 만성 신질환 또는 신부전을

진단 받은 환자는 25명이었고, 카보플라틴을 1회 이하 투여 받은 환자는 101명이었

다. 제외조건이 되는 환자들을 배제하면 총 374명이 되는데 이중에서 카보플라틴에

주 치료제로 사용되는 폐암과 난소암에 해당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

하였다. 환자들의 수는 폐암의 경우는 127명이었고, 난소암의 경우는 107명이었으

며, 폐암과 난소암 환자 중 다른 종양과 같이 존재하는 환자는 5명이 있었다. 따라

서 239명의 환자들에 대해 신기능에 따른 카보플라틴 용량의 적절성을 알아보고

카보플라틴을 투여한 후에 나타나는 부작용의 패턴에 대해 알아보았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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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 모식도

This figure was adapted and modified from reference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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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의 배경

환자들의 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남자는 97명, 여성은 142명으로 총 239명이

었고, 환자들의 연령 중 평균은 60.8세로 32세에서 82세까지의 연령 분포를 이루었

다. 환자들의 신체적인 특성 중 GFR을 살펴보면 환자들의 GFR 평균은 60.76

ml/min이었으며, 환자들의 GFR의 분포는 최저는 30.57 ml/min이었고, 최대는

138.48 ml/min이었다. GFR을 신기능의 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환자들을 분류하면

30-59 ml/min에 해당되는 환자들은 124명(51.9%)이었고, 60-89 ml/min에 해당되는

환자들은 103명(43.1%)이었으며, 90 ml/min 이상에 해당되는 환자들은 12명(5.0%)

이었다. 환자들의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

만의 단계로 나누어 분류하면 저체중 단계에 해당되는 환자는 17명(7.1%)이었고,

정상은 156명(65.3%)이었으며, 과체중에 해당되는 환자들은 55명(23.0%)이었고, 비

만인 환자들은 11명(4.6%)이었다. 환자들의 AUC는 평균 5.06 min·mg/ml이었고,

최저는 4 min·mg/ml이었으며, 최대는 7 min·mg/ml이었다. 환자들의 진단명을 분

류하면 난소암인 환자들은 107명(44.8%)이었고, 비소세포폐암인 환자들은 85명

(35.6%)이었으며, 소세포폐암인 환자들은 42명(17.6%)이었고, 폐암과 난소암이 같이

있는 환자들은 5명(2.1%)이었다. 환자들의 ECOG PS Scale 단계를 분류하면

ECOG PS Scale이 ‘1’인 환자들은 120명(50.2%)이었고, ‘2’인 환자들은 28명(11.7%)

이었으며, ‘3‘인 환자들은 3명(1.3%)이었고, 의무기록지에 ECOG PS가 기록되지 않

은 환자들은 88명(36.8%)이었다. 환자들에게 투여된 카보플라틴과 같이 병용한 항

암제들을 보면 젬시타빈과 카보플라틴을 같이 투여한 환자들은 78명(32.6%)이었고,

에토포시드와 카보플라틴을 같이 투여한 환자들은 50명(20.9%)이었으며, 파클리탁

셀과 카보플라틴을 같이 사용한 환자들은 65명(27.2%)이었고, 도세탁셀과 카보플라

틴을 같이 사용한 환자들은 27명(11.3%)이었다. 환자들의 MPE는 0.05%이었으며,

환자들의 평균 카보플라틴의 투여 횟수는 약 4.6회였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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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값

환자수(남/여) 239(97/142)

평균 나이(범위) 60.8±10.76(32-82)

평균 GFR(범위) 60.76±16.03(30.57-138.48)

GFR, n(%)

30-59 ml/min 124(51.9)

60-89 ml/min 103(43.1)

90 ml/min 이상 12(5.0)

체질량지수(BMI, kg/㎡), n(%)

저체중(BMI<18.5) 17(7.1)

정상(18.5≤BMI≤24.9) 156(65.3)

과체중(25≤BMI≤29.9) 55(23)

비만(BMI≥30) 11(4.6)

혈중농도곡선하면적(AUC)평균(범위) 5.06(4-7)

진단명, n(%)

난소암 107(44.8)

비소세포폐암 85(35.6)

소세포폐암 42(17.6)

기타 5(2.1)

ECOG PS Score

1 120(50.2)

2 28(11.7)

3 3(1.3)

Unknown 88(36.8)

표 4. 연구대상의 배경(n=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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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값

병용 항암제, n(%)

Gemcitabine 78(32.6)

Etoposide 50(20.9)

Paclitexel 65(27.2)

Docetaxel 27(11.3)

기타 19(7.9)

평균 MPE(Mean Percent Error, %) 0.05±2.20(-10-12.8)

카보플라틴 평균 투여 횟수 4.6±2.7(2-19)

표 4. 계속 (n=239)

* National Kidney Foundation(NKF) 가이드라인에 따라 GFR을 단계별로 구분함.

연속변수는 평균±표준편차(범위), 비연속 변수는 빈도(백분율)로 표시함.

This table was adapted and modified by reference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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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기능의 단계에 따른 환자들의 배경

환자들의 신기능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로 GFR을 사용하였으며, GFR 단계에

따라 환자들의 배경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National Kidney Foundation(NKF) 가

이드라인에 따라 신기능은 GFR을 지표로 사용해서 단계별로 구분하며, 1단계는

GFR이 90 ml/min이상이고, 2단계는 GFR이 60-89 ml/min이며, 3단계는 30-59

ml/min이다. 4단계는 GFR이 15-29 ml/min이고, 5단계는 15 ml/min미만이지만 4·5

단계에 해당되는 환자들이 없었으므로 GFR을 1단계에서 3단계로 구분하여 환자들

을 비교하였다.28) 환자들의 신기능의 단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항

목은 나이, BMI, ECOG PS, SCr 이었으며(p<0.05), 카보플라틴의 평균 투여 횟수

는 환자들의 신기능의 단계와 근소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신기

능이 1단계인 환자들은 평균 나이가 50.3세였으며, 남성은 5명, 여성은 7명이었다.

BMI 평균은 29.73 kg/㎡이었으며, AUC는 5.04 min·mg/ml이었고, ECOG PS는 1.1

이었고, SCr은 0.8 mg/dl이었으며, 평균 MPE는 -0.52%이었다. 카보플라틴의 평균

투여 횟수는 3.3회였다. 신기능이 2단계인 환자들은 평균 나이가 56.3세였으며, 남

성은 43명, 여성은 60명이었다. BMI 평균은 24.38 kg/㎡이었으며, AUC는 5.07

min·mg/ml이었고, ECOG PS는 2.3이었으며, SCr은 0.9 mg/dl이었고, 평균 MPE는

0.11%였다. 또, 카보플라틴의 평균 투여 횟수는 4.6회였다. 신기능이 3단계인 환자

들은 평균 나이가 65.5세였으며, 남성은 49명, 여성은 75명이었다. BMI 평균은

22.23 kg/㎡이었으며, AUC는 5.05 min·mg/ml였고, ECOG PS는 2.3이었으며, SCr

은 0.9 mg/dl이었고, 평균 MPE는 0.16%였다. 카보플라틴의 평균 투여 횟수는 4.8

회였다. 신기능이 낮아질수록 환자의 나이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반대로 신

기능이 낮아질수록 BMI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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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merular Filtration Rate (ml/min)

30 - 59(n=124) 60 - 89(n=103) 90 이상(n=12) p value

나이 (만)
65.5±9.7

(40-82)

56.3±9.5

(32-75)

50.3±7.8

(38-65)
<0.001

남성, n(%) 49(39.5) 43(41.7) 5(41.7) 0.941

여성, n(%) 75(60.5) 60(58.3) 7(58.3)

BMI(kg/㎡) 22.23±3.05

(15.39-30.83)

24.38±3.01

(17.42-34.55)

29.73±7.00

(21.61-43.76)

<0.001

AUC

(min·mg/ml)

5.05±0.4 5.07±0.3 5.04±0.3 0.864

ECOG PS 2.3±1.4 2.3±1.4 1.1±0.29 0.011

SCr(mg/dl) 0.9±0.24

(0.4-1.7)

0.9±0.21

(0.4-1.5)

0.8±0.15

(0.6-1.1)

0.012

MPE(%) 0.16±2.43

(-10.04-12.8)

0.11±2.28

(-9.05-5.85

-0.52±1.45

(-4.58-0.9)

0.641

카보플라틴

평균 투여 횟수

4.8±2.8 4.6±2.8 3.3±1.7 0.174

표 5. 신기능의 단계에 따른 환자들의 배경

* National Kidney Foundation(NKF) 가이드라인에 따라 GFR을 단계별로 구분함.

연속변수는 평균±표준편차(범위), 비연속 변수는 빈도(백분율)로 표시함.

This table was adapted and modified from reference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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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단명에 따른 환자들의 배경

환자들의 진단명에는 난소암, 비소페포폐암, 소세포폐암이 있었으며, 환자들의 진

단명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는 항목은 환자의 나이, 성별, AUC, SCr,

카보플라틴의 평균 투여 횟수가 있었다(p<0.05). 환자들의 BMI와 MPE는 환자들의

진단명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p>0.05). 난소암 환자들의 평

균 나이는 55.6세였고, BMI 평균은 23.85 kg/㎡이었으며, AUC의 평균은 5.0

min·mg/ml이었다. SCr은 0.8 mg/dl이었고, MPE의 평균은 -0.09%, 카보플라틴의

평균 투여 횟수는 6.2회였다.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64.2세였으며, 남

성은 62명, 여성은 23명이었고, BMI 평균은 22.97 kg/㎡이었으며, AUC의 평균은

5.0 min·mg/ml이었다. SCr은 1.0mg/dl이었고, MPE의 평균은 0.08%이었으며, 카보

플라틴의 평균 투여 횟수는 2.9회였다. 소세포폐암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66.4세이

었으며, 남성은 31명 여성은 11명이었고, BMI 평균은 23.83 kg/㎡이었으며, AUC의

평균은 5.4 min·mg/ml이었고, SCr은 1.0 mg/dl이었으며, MPE의 평균은 0.49%, 카

보플라틴의 평균 투여 횟수는 3.9회였다. 폐암인 환자들은 난소암인 환자들에 비해

나이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고, 여성보다 남성이 많았으며, SCr이 높았다. 또한

폐암 환자들은 카보플라틴의 투여횟수가 난소암 환자들에 비해 낮았다. 소세포폐암

환자들은 다른 환자들에 비해 AUC가 높은 경향이 있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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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명

난소암

(n=107)

비소세포폐암

(n=85)

소세포폐암

(n=42)

기타

(n=5)
p value

나이 (만)
55.6±10.0

(34-81)

64.2±9.5

(32-79)

66.4±9.5

(47-82)

64.8±9.4

(50-76)
<0.001

남성, n(%) 0 62(72.9) 31(73.8) 3(60.0) <0.001

여성, n(%) 107(100) 23(27.1) 11(26.2) 2(40.0)

BMI(kg/㎡)
23.85±3.60

(16.4-39.1)

22.97±4.22

(15.4-43.8)

23.83±3.02

(16.8-29.8)

23.70±3.81

(18.7-29.3)
0.393

AUC

(min·mg/ml)
5.0±0.3 5.0±0.2 5.4±0.5 5±0.0 <0.001

SCr(mg/dl)
0.8±0.15

(0.4-1.3)

1.0±0.25

(0.4-1.3)

1.0±0.26

(0.5-1.7)

1.0±0.17

(0.8-1.2)
<0.001

MPE(%)
-0.09±2.0

(-10.0-11.22)

0.08±2.58

(-9.0-12.8)

0.49±1.90

(-3.0-9.41)

-0.93±1.82

(-2.95-0.95)
0.380

카보플라틴 평균

투여횟수
6.2±3.1 2.9±1.1 3.9±1.6 5.6±2.3 <0.001

표 6. 진단명에 따른 환자들의 배경

* 연속변수는 평균±표준편차(범위), 비연속 변수는 빈도(백분율)로 표시함.

This table was adapted and modified from reference 28.



- 22 -

5. Chemotherapy Regimen에 따른 환자들의 배경

환자들의 chemotherapy regimen에는 젬시타빈과 카보플라틴을 병용하여 매 3주

투여하는 GC regimen, 에토포시드와 카보플라틴을 병용하여 매 3주마다 투여하는

EC regimen, 파클리탁셀과 카보플라틴을 매 3주 투여하는 PC regimen, 도세탁셀

과 카보플라틴을 매 3주 투여하는 DC regimen이 있었으며, 이를 분류하여 환자들

의 배경과의 연관성을 연구하였다. 환자들의 chemotherapy regimen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는 항목은 환자의 나이, 성별, AUC, SCr, 카보플라틴의 평균

투여 횟수가 있었고(p<0.05), BMI와 MPE는 chemotherapy regimen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p>0.05). GC regimen을 투여 받은 환자의 평균 나

이는 63.2세였고, 남성은 53명, 여성은 25명이었고, BMI 평균은 23.0 kg/㎡이었으

며, AUC의 평균은 5.0 min·mg/ml이었다. SCr은 1.0 mg/dl이었고, MPE의 평균은

0.16%, 카보플라틴의 평균 투여 횟수는 3.1회였다. EC regimen을 투여 받은 환자

의 평균 나이는 66.6세였고, 남성은 38명, 여성은 12명이었고, BMI 평균은 23.5 kg/

㎡이었으며, AUC의 평균은 5.4 min·mg/ml이었다. SCr은 1.0 mg/dl이었고, MPE의

평균은 0.33%, 카보플라틴의 평균 투여 횟수는 3.8회였다. PC regimen을 투여 받은

환자의 평균 나이는 57.9세였고, 남성은 3명, 여성은 62명이었고, BMI 평균은 23.9

kg/㎡이었으며, AUC의 평균은 5.0 min·mg/ml이었다. SCr은 0.8 mg/dl이었고,

MPE의 평균은 -0.27%, 카보플라틴의 평균 투여 횟수는 5.5회였다. DC regimen을

투여 받은 환자의 평균 나이는 54.0세였고, 남성은 1명, 여성은 26명이었고, BMI

평균은 23.9 kg/㎡이었으며, AUC의 평균은 5.0 min·mg/ml이었다. SCr은 0.8

mg/dl이었고, MPE의 평균은 -0.06%이었으며, 카보플라틴의 평균 투여 횟수는 5.0

회였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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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otherapy Regimen

GC(n=78) EC(n=50) PC(n=65) DC(n=27) 기타(n=19)
p

value

나이

(만)

63.2±10.0

(32-79)

66.6±9.1

(47-82)

57.9±10.3

(38-79)

54.0±9.6

(41-74)

54.5±10.2

(34-81)
<0.001

남성

n(%)
53(67.9) 38(76.0) 3(4.6) 1(3.7) 2(10.5) <0.001

여성

n(%)
25(32.1) 12(24.0) 62(95.4) 26(96.3) 17(89.5)

BMI

(kg/㎡)

23.0±4.2

(15.4-43.8)

23.5±3.14

(16.8-29.8)

23.9±3.54

(17.6-34.6)

23.9±3.06

(16.6-31.6)

23.8±4.84

(16.4-39.1)
0.625

AUC

(min·mg

/ml)

5.0±0.3 5.4±0.5 5.0±0.2 5.0±0.2 4.9±0.2 <0.001

SCr

(mg/dl)

1.0±0.25

(0.4-1.5)

1.0±0.26

(0.5-1.7)

0.8±0.16

(0.5-1.3)

0.8±0.14

(0.4-1.3)

0.7±0.16

(0.5-1.1)
<0.001

MPE(%) 0.16±2.69

(-9.0-12.8)

0.33±1.88

(-3.0-9.41)

-0.27±1.88

(-10.0-5.4)

-0.06±0.65

(-3.0-1.06)

0.16±3.04

(-5.5-11.22)

0.637

카보플라

틴 평균

투여횟수

3.1±1.5 3.8±1.6 5.5±2.6 5.0±1.8 9.5±3.7 <0.001

표 7. Chemotherapy Regimen에 따른 환자들의 배경

*GC=gemcitabin-carboplatin treatment ;EC=etoposide-carboplatin treatment ;PC=paclitaxel-carboplatin

treatment;DC=docetaxel-carboplatin treatment

연속변수는 평균±표준편차(범위), 비연속 변수는 빈도(백분율)로 표시함.

This table was adapted and modified from reference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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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용량 적절성에 따른 환자들의 배경

환자들의 용량 오차는 MPE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MPE가 양의 값이 나오면

카보플라틴의 투여용량이 Calvert 공식을 사용하여 예상한 카보플라틴의 용량보다

큰 것이며, MPE가 음의 값이 나오면 카보플라틴의 투여용량이 카보플라틴의 예상

용량보다 적은 것이다. MPE가 0이면 카보플라틴의 투여용량과 카보플라틴의 예상

용량이 같은 것이다. 따라서 카보플라틴이 적절한 용량(MPE=0)이 투여된 환자들과

예상용량보다 적은 용량(MPE<0)이 투여된 환자들 및 과량(MPE>0)이 투여된 환

자들을 분류하여 각 항목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카보플라틴의 용

량의 적절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항목은 환자의 나이, 성별, ECOG

PS이었고(p<0.05),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는 항목은 환자의 BMI,

AUC, SCr, GFR, 카보플라틴의 평균 투여 횟수였다(p>0.05). 그러나 AUC와 SCr은

p값이 0.05보다 근소하게 크므로 카보플라틴의 용량 적절성과 통계적으로 근소하게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카보플라틴이 적절한 용량이 투여된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56.5세였고, 남성은 15명, 여성은 53명이었다. 평균 BMI는 23.07 kg/㎡

이었고, AUC의 평균은 5.0 min·mg/ml이었으며, SCr은 0.8 mg/dl이었고, GFR은

58.76 ml/min이었고, 카보플라틴의 평균 투여 횟수는 5.0회였다. 카보플라틴이 예상

용량보다 적게 투여된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61.5세였고, 남성은 41명, 여성은 53명

이었다. 평균 BMI는 23.69 kg/㎡이었고, AUC의 평균은 5.1 min·mg/ml이었으며,

SCr은 0.9 mg/dl이었으며, GFR은 61.68 ml/min이었고, 카보플라틴의 평균 투여 횟

수는 4.5회였다. 카보플라틴이 예상용량보다 과량 투여된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63.6세였고, 남성은 40명, 여성은 37명이었다. 평균 BMI는 23.75 kg/㎡이었고, AUC

의 평균은 5.1 min·mg/ml였으며, SCr은 0.9 mg/dl였으며, GFR은 61.41 ml/min이

었고, 카보플라틴의 평균 투여 횟수는 4.3회 였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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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E (Mean Percent Error) (%)

MPE < 0(n=94) MPE = 0(n=68) MPE > 0(n=77) p value

나이 (만)
61.5±11.3

(32-82)

56.5±10.2

(38-77)

63.6±9.4

(46-81)
<0.001

남성, n(%) 41(44.0) 15(22.0) 40(52.0) 0.001

여성, n(%) 53(56.0) 53(78.0) 37(48.0)

BMI(kg/㎡)
23.69±3.80

(15.39-43.76)

23.07±3.27

(16.44-34.55)

23.75±4.08

(16.44-39.06)
0.491

AUC

(min·mg/ml)
5.1±0.4 5.0±0.2 5.1±0.4 0.103

ECOG PS 2.1±1.4 2.7±1.5 2.0±1.3 0.004

SCr(mg/dl)
0.9±0.23

(0.5-1.5)

0.8±0.19

(0.4-1.5)

0.9±0.26

(0.5-1.7)
0.082

GFR(ml/min)
61.68±18.26

(30.57-138.48)

58.76±11.50

(32.88-94.19)

61.41±16.61

(30.89-126.25)
0.475

카보플라틴 평균

투여 횟수
4.5±2.4 5.0±2.8 4.3±3.1 0.313

표 8. MPE에 따른 환자들의 배경

* MPE=0 : 카보플라틴의 신기능을 통해 계산된 용량과 실제 투여 용량이 동일함.

MPE<0 : 카보플라틴 실제 투여 용량이 카보플라틴의 신기능을 통해 계산된 용량보다 적음.

MPE>0 : 카보플라틴 실제 투여 용량이 카보플라틴의 신기능을 통해 계산된 용량보다 많음.

연속변수는 평균±표준편차(범위), 비연속 변수는 빈도(백분율)로 표시함.

This table was adapted and modified from reference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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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카보플라틴의 용량적절성 분석

1. 환자들의 진단명과 병용항암제

총 대장자 239명중 난소암을 진단받은 환자들은 107명이었으며, 이 중에 카보플

라틴과 파클리탁셀을 병용 투여한 환자들은 59명이었고, AUC로 5 min·mg/ml와 6

min·mg/ml를 사용하였다. 카보플라틴과 도세탁셀을 병용 투여한 환자들은 26명이

었고, AUC로 5 min·mg/ml를 사용하였으며, 카보플라틴과 젬시타빈을 병용 투여된

환자들은 5명이었으며, AUC로 4 min·mg/ml를 사용하였다. 폐암 중에 비소세포폐

암을 진단받은 환자들은 85명이었고, 이 중에 카보플라틴과 젬시타빈을 병용 투여

한 환자들은 73명이었으며, AUC로 5 min·mg/ml와 6 min·mg/ml을 사용하였다. 카

보플라틴과 에토포시드를 병용 투여한 환자들은 5명이었으며, AUC로 5

min·mg/ml와 6 min·mg/ml을 사용하였다. 카보플라틴과 파클리탁셀을 병용 투여한

환자들은 4명이었고, AUC로 5 min·mg/ml를 사용하였다. 카보플라틴과 도세탁셀을

병용 투여한 환자들은 1명이었고, AUC로 5 min·mg/ml를 사용하였다. 42명의 소세

포폐암을 받은 환자들은 에토포시드와 카보플라틴을 병용 투여를 하였고, AUC를

5 min·mg/ml를 사용하였다.(표 9) 카보플라틴의 용량을 구하기 위하여 사용한

AUC의 값은 본원의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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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명 Chemotherapy Regimen
AUC

(min·mg/ml)

난소암 Carboplatin+Paclitexel 5,6

난소암 Carboplatin+Docetaxel 5

난소암 Carboplatin+Gemcitabine 4

비소세포폐암 Carboplatin+Gemcitabine 5.6

비소세포폐암 Carboplatin+Etoposide 5,6

비소세포폐암 Carboplatin+Paclitaxel 5

비소세포폐암 Carboplatin+Docetaxel 5

소세포폐암 Carboplatin+Etoposide 5

표 9. 진단명에 따른 Chemotherapy Regimen과 AUC

This table was adapted and modified by reference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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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merular Filtration Rate (ml/min) Total

n(%)30 - 59 60 - 89 90 이상

Mean

Percent

Error

(%),

n(%)

MPE=0 36(52.9) 31(45.6) 1(1.5) 68(100)

MPE<0 46(49.0) 41(43.6) 7(7.4) 94(100)

MPE>0 42(54.5) 31(40.3) 4(5.2) 77(100)

2. 신기능에 따른 카보플라틴의 용량 적절성 분석

환자들의 신기능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로 GFR을 사용하였으며 GFR 단계에 따

라 환자들의 카보플라틴의 용량 오차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환자들의 신기능과 카

보플라틴의 용량 오차와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p값이 0.503으로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카보플라틴이 적절한 용량으로 투여

받은 환자들은 총 68명으로 신기능이 1단계인 환자는 1명, 2단계인 환자는 31명, 3

단계인 환자는 36명이었다. 카보플라틴을 예상용량보다 적게 투여 받은 환자들은

총 94명으로 신기능이 1단계인 환자는 7명, 2단계인 환자는 41명, 3단계인 환자는

46명이었고, 카보플라틴을 예상용량보다 많이 투여 받은 환자들은 총 77명으로 신

기능이 1단계인 환자는 4명, 2단계인 환자는 31명, 3단계인 환자는 42명이었다.(표

10)

표 10. GFR에 따른 용량 오차 분석

* p=0.503

MPE=0 : 카보플라틴의 신기능을 통해 계산된 용량과 실제 투여 용량이 동일함.

MPE<0 : 카보플라틴 실제 투여 용량이 카보플라틴의 신기능을 통해 계산된 용량보다 적음

MPE>0 : 카보플라틴 실제 투여 용량이 카보플라틴의 신기능을 통해 계산된 용량보다 많음.

This table was adapted and modified from reference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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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 Group, n(%) Total

n(%)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

Mean

Percent

Error

(%), n(%)

MPE=0 5(7.4) 49(72.1) 12(17.6) 2(2.9) 68(100)

MPE<0 5(5.3) 59(62.8) 24(25.6) 6(6.3) 94(100)

MPE>0 7(9.1) 48(62.3) 19(24.7) 3(3.9) 77(100)

3. BMI에 따른 카보플라틴의 용량 적절성 분석

환자들의 키와 body weight를 통하여 BMI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환자들의 BMI와 카보플라틴의 투여용량과 Cockcroft-Gault 공식과 Calvert

공식에 따른 카보플라틴의 예상용량과의 차이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17명의 저체중

인 환자들 중에 12명에게 용량오차가 있었으며, 156명의 정상인 환자들 중에 107

명, 55명의 과체중인 환자들 중에 43명, 그리고 11명의 비만인 환자들 중에 9명에

게 용량오차가 발생하였다. 분석결과 환자들의 BMI와 카보플라틴의 MPE에서 유

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환자의 BMI와 카보플라틴의 용량 적절성과의 연

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나타낸다(p=0.695).(표 11)

표 11. BMI에 따른 용량 오차 분석

* p=0.695

BMI가 <18.5kg/㎡이면 저체중, 18.5-24.9kg/㎡이면 정상, 25-29.9kg/㎡이면 과체중,

≥30kg/㎡일 때는 비만으로 분류.

MPE=0 : 카보플라틴의 신기능을 통해 계산된 용량과 실제 투여 용량이 동일함.

MPE<0 : 카보플라틴 실제 투여 용량이 카보플라틴의 신기능을 통해 계산된 용량보다 적음.

MPE>0 : 카보플라틴 실제 투여 용량이 카보플라틴의 신기능을 통해 계산된 용량보다 많음.

This table was adapted and modified from reference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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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명 Total

n(%)난소암 비소세포폐암 소세포폐암 기타

Mean

Percent

Error

(%), n(%)

MPE=0 50(73.5) 16(23.5) 2(3.0) 0 68(100)

MPE<0 38(40.5) 33(35.1) 21(22.3) 2(2.1) 94(100)

MPE>0 19(24.7) 36(46.8) 19(24.7) 3(3.8) 77(100)

4. 진단명에 따른 카보플라틴의 용량 적절성 분석

총 239명의 환자들을 진단명에 따라 카보플라틴의 처방용량과 신기능에 따라 결

정되는 카보플라틴의 예상용량과의 차이를 분석을 하였다. 환자들의 진단명은 난소

암, 비소세포폐암, 소세포폐암이었으며, 42명의 소세포폐암 환자들 중에 40명에게

카보플라틴의 용량오차가 발생하였고, 85명의 비소세포폐암 환자들 중에 69명, 107

명의 난소암 환자들 중에 57명에게 용량오차가 발생하였다. 분석 결과, p값이 0.05

보다 작게 나와서 환자들의 진단명과 카보플라틴의 용량오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즉, 환자의 진단명에 따라 카보플라틴의 용량오차가 달라짐을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보여주었다.(표 12)

표 12. 진단명에 따른 용량 오차 분석

* p<0.001

MPE=0 : 카보플라틴의 신기능을 통해 계산된 용량과 실제 투여 용량이 동일함.

MPE<0 : 카보플라틴 실제 투여 용량이 카보플라틴의 신기능을 통해 계산된 용량보다 적음.

MPE>0 : 카보플라틴 실제 투여 용량이 카보플라틴의 신기능을 통해 계산된 용량보다 많음

This table was adapted and modified from reference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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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otherapy Regimen Total

n(%)GC EC PC DC 기타

Mean

Percent

Error

(%), n(%)

MPE=0 13(19.1) 3(4.4) 31(45.6) 14(20.6) 7(10.3) 68(100)

MPE<0 31(33.0) 24(25.5) 23(24.5) 9(9.6) 7(7.4) 94(100)

MPE>0 34(44.2) 23(29.9) 11(14.3) 4(5.2) 5(6.4) 77(100)

5. Chemotherapy Regimen에 따른 카보플라틴의 용량 적절성 분석

앞에서 분석한 결과 진단명에 따라 chemotherapy regimen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난소암에서는 카보플라틴과 파클리탁셀을 주로 사용하였고,

비소세포폐암의 경우는 젬시타빈과 카보플라틴의 병용 요법을 주로 사용하는 걸로

나타났다. 소세포폐암의 경우는 에토포시드를 카보플라틴과 병용하여 사용하였다.

환자들의 카보플라틴과 병용된 항암제와 카보플라틴의 투여용량과 Cockcroft-Gault

공식과 Calvert 공식에 따른 카보플라틴의 예상용량의 차이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

해 MPE를 사용하였다. 병용항암제에 따라 카보플라틴의 용량결정에 오차가 나타

나는지 chemotherapy regimen과 MPE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p값이 0.05보다 작

게 나왔으므로 환자들의 chemotherapy regimen과 MPE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를 나타냈다. (표 13)

표 13. Chemotherapy Regimen에 따른 용량 오차 분석

* p<0.001

GC=gemcitabin-carboplatin treatment;EC=etoposide-carboplatin treatment;

PC=paclitaxel-carboplatin treatment;DC=docetaxel-carboplatin treatment

This table was adapted and modified from reference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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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카보플라틴 부작용의 패턴 분석

1. 전체 환자들의 부작용의 패턴

1) 혈액학적 부작용의 패턴

카보플라틴의 부작용의 패턴분석이 되는 환자들은 용량분석 환자들의 239명중에

간, 신장 및 골수 기능이 적절하며, 카보플라틴을 투여한 후 4주 이내에 다른 항암

제나 방사선 치료를 받지 않은 15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 중에 카보플라틴을 투여 받은 후 빈혈을 보이는 환자는 103명(66.9%)이었

고, NCI-CTC 3·4등급의 빈혈을 보이는 환자는 15명(9.7%)이었다. 카보플라틴을 투

여 받은 후 호중구 감소증을 나타내는 환자는 101명(65.6%)이었고, 이중 NCI-CTC

3·4등급의 호중구 감소증을 나타내는 환자는 52명(33.7%)이었다. 백혈구 감소증을

나타내는 환자는 86명(55.8%)이었고, NCI-CTC 3·4등급의 백혈구 감소증을 나타내

는 환자는 29명(18.8%)이었으며, 카보플라틴을 투여 받은 후 혈소판 감소증이 나타

나는 환자는 21명(13.6%)이었고, NCI-CTC 3·4등급의 혈소판 감소증을 보이는 환

자는 10명(6.4%)으로 나타났다.(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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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I-CTC Grade, n(%)

Total

n(%)

Grade 0

n(%)

Grade 1

n(%)

Grade 2

n(%)

Grade 3

n(%)

Grade 4

n(%)

빈혈 154(100) 51(33.1) 54(35.1) 34(22.1) 14(9.1) 1(0.6)

호중구 감소증 154(100) 53(34.4) 26(16.9) 23(14.9) 21(13.6) 31(20.1)

백혈구 감소증 154(100) 68(44.2) 29(18.8) 28(18.2) 24(15.6) 5(3.2)

혈소판 감소증 154(100) 133(86.4) 7(4.5) 4(2.6) 9(5.8) 1(0.6)

표 14. 환자들의 혈액학적 부작용의 패턴

* NCI-CTC=National cancer Institute-Common Toxicity Criteria

This table was adapted and modified from reference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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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혈액학적 부작용의 패턴

환자들이 카보플라틴을 투여 받은 후 혈액학적 부작용이 아닌 그 외의 부작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신경학적, 위장관계, 간독성, 신독성, 알러지 반응, 피부, 피로,

탈모 등 환자들이 카보플라틴을 투여 받은 후 나타나는 부작용을 정리한 결과 신

경학적 부작용은 28명(18.2%)의 환자에게 발생했으며, NCI-CTC 3·4 등급의 신경

학적 부작용을 나타내는 환자는 2명(1.3%)이었다. 위장관계 부작용은 오심, 구토,

변비 등이 포함되었고,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는 73명(47.4%)이었으며, 식욕부진이

발생한 환자는 45명(29.2%)이었으며, 오심이 발생한 환자는 38명(24.7%)이었다. 구

토와 설사는 15명(9.7%)의 환자에게 발생했고, 변비는 16명(12.3%)의 환자에게 발

생했다. 또, 간독성은 40명(25.9%)의 환자에게 나타났고, 신독성은 11명(7.1%)의 환

자에게 발생했다. 알러지 반응은 154명의 환자들 중 20명(13.0%)의 환자에게 나타

났으며, NCI-CTC 3·4 등급의 알러지 반응은 2명(1.3%)의 환자에게 나타났다. 탈모

는 20명(13.0%)의 환자에게 나타났고, 피로는 36명(23.4%)의 환자에게 발생했다. 체

중감소는 4명(2.6%)의 환자에게 발생했으며, 현기증과 근육통 및 관절통은 13명

(8.4%), 호중구 감소로 인한 발열은 12명(7.8%)의 환자에게 발생했다.(표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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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I-CTC Grade, n(%)

Total

n(%)

Grade 0

n(%)

Grade 1

n(%)

Grade 2

n(%)

Grade 3

n(%)

Grade 4

n(%)

신경학적 부작용 154(100) 126(81.8) 17(11.0) 9(5.8) 2(1.3) 0

위장관계 부작용

식욕부진 154(100) 109(70.8) 32(20.8) 12(7.8) 1(0.6) 0

오심 154(100) 116(75.3) 26(16.9) 9(5.8) 3(1.9) 0

구토 154(100) 139(90.3) 9(5.8) 5(3.2) 1(0.6) 0

설사 154(100) 139(90.3) 10(6.5) 5(3.2) 0 0

변비 154(100) 138(87.7) 14(9.1) 5(3.2) 0 0

점막염 154(100) 149(96.8) 3(1.9) 2(1.3) 0 0

간독성

(ALT/AST)
154(100) 114(74.1) 35(22.7) 3(1.9) 2(1.3) 0

신독성(SCr) 154(100) 143(92.9) 11(7.1) 0 0 0

알러지 반응 154(100) 134(87.0) 17(11.0) 1(0.6) 2(1.3) 0

피부 154(100) 141(91.6) 6(3.9) 7(4.5) 0 0

피로 154(100) 118(76.6) 21(13.6) 14(9.1) 1(0.6) 0

탈모 154(100) 134(87.0) 11(7.1) 9(5.8) 0 0

표 15. 환자들의 비혈액학적 부작용의 패턴(Ⅰ)

* NCI-CTC=National cancer Institute-Common Toxicity Criteria

This table was adapted and modified from reference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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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grade included, n(%)

Total, n(%) All grade included toxicity

체중감소 154(100) 4(2.6)

근육통 및 관절통 154(100) 13(8.4)

현기증 154(100) 13(8.4)

감염 154(100) 5(3.2)

호중구 감소로 인한 발열 154(100) 12(7.8)

이명 및 청력저하 154(100) 4(2.6)

쇠약감 154(100) 34(22.1)

전해질 이상 154(100) 27(17.5)

ECOG PS Scale 악화 154(100) 16(10.4)

표 16. 환자들의 비혈액학적 부작용의 패턴(Ⅱ)

* NCI-CTC=National cancer Institute-Common Toxicity Criteria

This table was adapted and modified from reference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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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Percent Error(%), n(%)

Total,n(%) p valueMPE=0

(n=55)

MPE<0

(n=52)

MPE>0

(n=47)

빈혈 25(24.3) 40(38.8) 38(36.9) 103(100) <0.001

호중구 감소증 30(29.7) 38(37.6) 33(32.7) 101(100) 0.019

백혈구 감소증 21(24.4) 36(41.9) 29(33.7) 86(100) 0.004

혈소판 감소증 4(19.0) 7(33.3) 10(47.6) 21(100) 0.015

2. 카보플라틴의 용량 적절성에 따른 부작용의 패턴 분석

1) 혈액학적 부작용의 패턴

환자의 신기능을 적절히 반영하여 카보플라틴의 용량이 결정되는 것과 부작용의

발생과 빈도의 연관성을 MP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부작용 분석 환자 154명 중

에 카보플라틴이 적절한 용량으로 투여된 환자(MPE=0)들은 55명, 카보플라틴이 예

상용량보다 적게 투여 받은 환자(MPE<0)들은 52명, 카보플라틴이 예상용량보다

많이 투여 받은 환자(MPE>0)들은 47명으로, 혈액학적 부작용과 MPE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빈혈의 경우는 p값이 0.001미만으로 카보플라틴의 용량오차가 통계적

으로 빈혈의 발생과 유의함을 나타냈고, 호중구 감소증과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의 경우도 모두 p값이 0.05미만으로 카보플라틴의 용량오차가 각각 부작용의

발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카보플라틴의 용량

오차는 환자들의 혈액학적 부작용의 발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표 17)

표 17. 카보플라틴 용량 오차에 따른 혈액학적 부작용의 패턴

* MPE=0 : 카보플라틴의 신기능을 통해 계산된 용량과 실제 투여 용량이 동일함.

MPE<0 : 카보플라틴 실제 투여 용량이 카보플라틴의 신기능을 통해 계산된 용량보다 적음.

MPE>0 : 카보플라틴 실제 투여 용량이 카보플라틴의 신기능을 통해 계산된 용량보다 많음.

This table was adapted and modified from reference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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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혈액학적 부작용의 패턴

환자의 신기능을 적절히 반영하여 카보플라틴의 용량이 결정되었는지를 반영하

는 MPE와 카보플라틴 투여 후 발생하는 비혈액학적 부작용의 패턴을 분석하였다.

55명의 카보플라틴이 적절한 용량으로 투여된 환자들 중에 신경학적 부작용은 6명

에게 발생했고, 설사는 2명에게 발생하였으며, 변비는 3명, 쇠약감은 6명에게 발생

하였다. 카보플라틴이 예상용량보다 적게 투여된 환자들은 52명이었으며, 신경학적

부작용은 10명에게 발생했고, 설사는 5명에게 발생하였으며, 변비는 9명, 쇠약감은

11명에게 발생하였다. 카보플라틴이 예상용량보다 많이 투여된 환자는 47명으로,

신경학적 부작용은 12명에게 발생했고, 설사는 8명에게 발생하였으며, 변비는 7명,

쇠약감은 17명에게 발생하였으며, 현기증은 7명에게 발생하였다. 분석한 결과 MPE

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작용은 신경학적 부작용, 설사, 변비, 이명 및 청력저하,

쇠약감, ECOG PS 악화였으며, 현기증의 경우는 p값이 0.061로 근소하게 카보플라

틴의 용량오차가 환자들의 현기증의 발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호중구

감소로 인한 발열과 구내염의 경우는 p값이 0.05이상으로 카보플라틴의 용량오차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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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Percent Error, n(%)
부작용이 발생된

환자, n(%)
p valueMPE=0

(n=55)

MPE<0

(n=52)

MPE>0

(n=47)

신경학적 부작용 6(21.4) 10(35.7) 12(42.9) 28(100) 0.017

설사 2(13.3) 5(33.3) 8(53.3) 15(100) 0.011

변비 3(15.8) 9(47.4) 7(36.8) 19(100) 0.039

현기증 4(30.8) 2(15.4) 7(53.8) 13(100) 0.061

호중구 감소로

인한 발열
2(16.7) 6(50.0) 4(33.3) 12(100) 0.092

이명 및

청력저하
0 1(25.0) 3(75.5) 4(100) 0.038

구내염 0 3(60.0) 2(40.0) 5(100) 0.104

쇠약감 6(17.6) 11(32.4) 17(50.0) 34(100) 0.001

ECOG PS 악화 2(12.5) 5(31.3) 9(56.3) 16(100) 0.005

표 18. 카보플라틴 용량 오차에 따른 비혈액학적 부작용의 패턴

* MPE=0 : 카보플라틴의 신기능을 통해 계산된 용량과 실제 투여 용량이 동일함.

MPE<0 : 카보플라틴 실제 투여 용량이 카보플라틴의 신기능을 통해 계산된 용량보다 적음.

MPE>0 : 카보플라틴 실제 투여 용량이 카보플라틴의 신기능을 통해 계산된 용량보다 많음.

This table was adapted and modified from reference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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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hemotherapy Regimen에 따른 부작용의 패턴 분석

1) 혈액학적 부작용의 패턴

카보플라틴과 병용 투여된 항암제가 환자들의 혈액학적 부작용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부작용 분석 환자 154명 중에 GC regimen을 투여 받은

환자들은 38명이며 이중 빈혈은 32명에게 발생하였고, 호중구 감소증은 19명, 백혈

구 감소증은 17명, 혈소판 감소증은 7명에게 발생하였다. EC regimen을 투여 받은

환자들은 25명이며, 이중 빈혈은 22명에게 발생하였고, 호중구 감소증은 25명, 백혈

구 감소증은 22명, 혈소판 감소증은 6명에게 발생하였다. PC regimen을 투여 받은

환자들은 54명이며 이중에 빈혈은 27명에게 발생하였고, 호중구 감소증은 32명, 백

혈구 감소증은 25명, 혈소판 감소증은 5명에게 발생하였다. DC regimen을 투여 받

은 환자들은 24명이며, 이중 빈혈은 12명에게 발생하였고, 호중구 감소증은 14명,

백혈구 감소증은 14명, 혈소판 감소증은 1명에게 발생하였다. chemotherapy

regimen에 따른 환자들의 혈액학적 부작용의 발생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혈소

판 감소증은 카보플라틴과 병용 투여된 항암제의 종류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지만, 빈혈, 호중구 감소증, 백혈구 감소증은 카보플라틴과 병용 투여된 항암제의

종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p<0.05).(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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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n(%)

Chemotherapy Regimen, n(%)

p valueGC

(n=38)

EC

(n=25)

PC

(n=54)

DC

(n=24)

기타

(n=13)

빈혈
103

(100)

32

(31.1)

22

(21.4)

27

(26.2)

12

(11.7)

10

(9.7)
<0.001

호중구감소증
101

(100)

19

(18.8)

25

(24.8)

32

(31.7)

14

(13.9)

11

(10.9)
0.005

백혈구감소증
86

(100)

17

(19.8)

22

(25.6)

25

(29.1)

14

(16.3)

8

(9.3)
<0.001

혈소판감소증
21

(100)

7

(33.3)

6

(28.6)

5

(23.8)

1

(4.8)

2

(9.5)
0.216

표 19. Chemotherapy Regimen에 따른 혈액학적 부작용의 패턴

* GC=gemcitabin-carboplatin treatment;EC=etoposide-carboplatin treatment;

PC=paclitaxel-carboplatin treatment;DC=docetaxel-carboplatin treatment

This table was adapted and modified from reference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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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혈액학적 부작용의 패턴

카보플라틴과 병용 투여된 항암제의 종류와 환자들의 비혈액학적 부작용의 발생

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부작용 분석 환자 154명 중에 GC regimen을 투

여 받은 환자들은 38명, EC regimen을 투여 받은 환자들은 25명, PC regimen을

투여 받은 환자들은 54명, DC regimen을 투여 받은 환자들은 24명이며 기타는 13

명이었다. EC regimen을 투여 받은 환자들에게 식욕부진, 오심, 설사, 탈모가 다른

환자들에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주었고, GC regimen을 투여 받은 환자들

에게 변비, 피로, 통증, 쇠약감이 다른 환자들보다 높게 발생하였다. chemotherapy

regimen과 비혈액학적 부작용의 발생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신경학적 부작용

의 발생과 현기증은 카보플라틴과 병용 투여된 항암제의 종류와 통계적으로 유의

한 관계는 없는 걸로 나타났다(p>0.05). chemotherapy regimen과 식욕부진, 오심,

구토, 설사, 변비, 피로, 탈모, 통증, 쇠약감등의 부작용은 p값이 모두 0.05미만으로

카보플라틴과 병용 투여된 항암제의 종류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다.(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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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n(%)

Chemotherapy Regimen, n(%)

p valueGC

(n=38)

EC

(n=25)

PC

(n=54)

DC

(n=24)

기타

(n=13)

신경학적

부작용

28

(100)

5

(17.9)

2

(7.1)

14

(50.0)

3

(10.7)

4

(14.3)
0.165

식욕부진
45

(100)

19

(42.2)

18

(40.0)

2

(4.4)

2

(4.4)

4

(8.9)
<0.001

오심
38

(100)

9

(23.7)

12

(31.6)

8

(21.1)

4

(10.5)

5

(13.2)
0.014

구토
15

(100)

1

(6.7)

1

(6.7)

7

(46.7)

2

(13.3)

4

(26.7)
0.030

설사
15

(100)

6

(40.0)

5

(33.3)

1

(6.7)

1

(6.7)

2

(13.3)
0.040

변비
19

(100)

7

(36.8)

4

(21.1)

2

(10.5)

2

(10.5)

4

(21.1)
0.044

피로
36

(100)

22

(61.1)

12

(33.3)

1

(2.8)

1

(2.8)
0 <0.001

탈모
20

(100)

5

(25.0)

12

(60.0)

2

(10.0)

1

(5.0)
0 <0.001

통증
13

(100)

8

(61.5)

2

(15.4)

2

(15.4)

1

(7.7)
0 0.026

현기증
13

(100)

6

(46.2)

2

(15.4)

5

(38.5)
0 0 0.180

쇠약감
34

(100)

16

(47.1)

7

(20.6)

5

(14.7)
0

6

(17.6)
<0.001

표 20. Chemotherapy Regimen에 따른 비혈액학적 부작용의 패턴

* GC=gemcitabin-carboplatin treatment;EC=etoposide-carboplatin treatment;

PC=paclitaxel-carboplatin treatment;DC=docetaxel-carboplatin treatment

This table was adapted and modified from reference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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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 Group, n(%)
Total,

n(%)
p value저체중

(n=15)

정상

(n=102)

과체중

(n=30)

비만

(n=7)

빈혈 13(12.6) 70(68.0) 15(14.6) 4(4.9)
103

(100)
0.078

호중구 감소증 9(8.9) 69(68.3) 20(19.8) 3(3.0)
101

(100)
0.577

백혈구 감소증 9(10.5) 57(66.3) 17(19.8) 3(3.5)
86

(100)
0.918

혈소판 감소증 2(9.5) 10(47.6) 7(33.3) 2(9.5)
21

(100)
0.169

위장관계

부작용
9(12.3) 46(63.0) 15(20.5) 3(4.1)

73

(100)
0.752

신경학적

부작용
1(3.6) 17(60.7) 8(28.6) 2(7.1)

28

(100)
0.338

4. BMI에 따른 부작용의 패턴 분석

연구대상 환자들의 BMI와 카보플라틴을 투여 받은 후 발생되는 부작용이 서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BMI를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의 4단계로 환자들을

분류하여 빈혈의 발생과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p값은 0.078로 다소 근소하게 서

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환자들이 카보플라틴을 투여 받은 후 호중구

감소증, 백혈구 감소증, 위장관계 부작용, 신경학적 부작용의 발생의 경우를 조사한

후 BMI에 따른 영향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 p값이 모두 0.05보다 크게 되어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이 나타났다.(표 21)

표 21. BMI에 따른 주요 부작용의 패턴

* BMI가 <18.5kg/㎡이면 저체중, 18.5-24.9kg/㎡이면 정상, 25-29.9kg/㎡이면 과체중,

≥30kg/㎡일 때는 비만으로 분류.

This table was adapted and modified from reference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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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R(ml/min), n(%)

Total, n(%) p value30 - 59

(n=95)

60 - 89

(n=57)

≥90

(n=2)

빈혈 73(70.9) 29(28.2) 1(1.0) 103(100) 0.002

호중구 감소증 60(59.4) 39(38.6) 2(2.0) 101(100) 0.511

백혈구 감소증 51(59.3) 33(38.4) 2(2.3) 86(100) 0.505

혈소판 감소증 13(61.9) 7(33.3) 1(4.8) 21(100) 0.366

위장관계

부작용
50(68.5) 21(28.8) 2(2.7) 73(100) 0.033

신경학적

부작용
16(57.1) 12(42.9) 0 28(100) 0.777

5. 신기능에 따른 부작용의 패턴 분석

연구대상 환자들의 신기능과 카보플라틴을 투여 받은 후 발생되는 부작용이 서

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신기능을 대변하는 GFR을 3단계로 나누어서 환자들

을 분류하고 부작용의 발생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호중구 감소증, 백혈구 감

소증, 혈소판 감소증, 신경학적 부작용의 발생은 p값이 0.05이상으로 환자들의 신기

능과 위의 부작용의 발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없음이 나타났다. 그러나

빈혈과 위장관계 부작용의 발생과 환자들의 신기능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얻은 p

값이 0.05 미만으로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으며, GFR이

30-59 ml/min인 환자들은 다른 환자들에 비해 빈혈과 위장관계 부작용이 발생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표 22)

표 22. 신기능에 따른 주요 부작용의 패턴

* National Kidney Foundation(NKF) 가이드라인에 따라 GFR을 단계별로 구분함.

This table was adapted and modified from reference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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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G PS, n(%)
Total

n(%)
p value1

(n=72)

2

(n=14)

3

(n=2)

Unknown

(n=66)

빈혈
53

(51.5)

12

(11.7)

2

(1.9)

36

(35.0)
103(100) 0.022

호중구 감소증
48

(47.5)

10

(9.9)
0

43

(42.6)
101(100) 0.279

백혈구 감소증
43

(50.0)

9

(10.5)
0

34

(39.5)
86(100) 0.329

혈소판 감소증
11

(52.4)

3

(14.3)
0

7

(33.4)
21(100) 0.109

위장관계

부작용

42

(57.5)

10

(13.7)

1

(1.4)

20

(27.4)
73(100) 0.001

신경학적

부작용

13

(46.4)

3

(10.7)
0

12

(42.9)
28(100) 0.304

6. ECOG PS에 따른 부작용의 패턴 분석

연구대상 환자들의 ECOG PS와 카보플라틴을 투여 받은 후 발생되는 부작용이

서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환자들의 ECOG PS를 분류하여 부작용의 발생과

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호중구 감소증,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신경학적

부작용의 경우 p값이 0.05보다 크므로 위의 부작용과 환자들의 ECOG PS가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이 나타났고, 빈혈과 위장관계 부작용의 발생과 환자들의

전신 상태와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p값이 0.05 미만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다.(표 23)

표 23. ECOG PS에 따른 주요 부작용의 패턴

This table was adapted and modified from reference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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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Percent Error(%), n(%)
Total,

n(%)
p valueMPE=0

(n=55)

MPE<0

(n=52)

MPE>0

(n=47)

빈혈 3(8.8) 14(41.2) 17(50.0) 34(100) <0.001

호중구 감소증 6(26.1) 8(34.8) 9(39.1) 23(100) 0.178

백혈구 감소증 7(25.0) 10(35.7) 11(39.3) 28(100) 0.142

혈소판 감소증 0 2(50.0) 2(50.0) 4(100) 0.388

7. 카보플라틴의 용량오차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의 패턴 분석

연구를 위해 NCI-CTC version 3.0 에 따라 환자들이 카보플라틴을 투여 받은

후 발생되는 부작용을 분류하였다. NCI-CTC에 따르면 항암치료 후 나타나는 부작

용이 3·4등급에 해당되면 심각한 부작용으로 분류되며, 생명이 위협이 되거나 사망

에 준하게 되므로 이 심각한 부작용의 발생과 카보플라틴의 용량 오차가 서로 연

관성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NCI-CTC 3·4등급의 호중구 감소증, 백혈

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의 발생과 카보플라틴의 용량 오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음이 나타났다. 그러나 NCI-CTC 3·4등급의 빈혈의 발생과 카보플라틴의

용량오차는 p값이 0.001미만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용량오차

가 없었던 환자군보다 용량오차가 있었던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빈혈의 발

생률이 높았다.(표 24)

표 24. 카보플라틴의 용량오차에 따른 3·4등급 혈액학적 부작용의 패턴

* MPE=0 : 카보플라틴의 신기능을 통해 계산된 용량과 실제 투여 용량이 동일함.

MPE<0 : 카보플라틴 실제 투여 용량이 카보플라틴의 신기능을 통해 계산된 용량보다 적음.

MPE>0 : 카보플라틴 실제 투여 용량이 카보플라틴의 신기능을 통해 계산된 용량보다 많음.

This table was adapted and modified from reference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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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n(%)

Chemotherapy Regimen, n(%)

p valueGC

(n=38)

EC

(n=25)

PC

(n=54)

DC

(n=24)

기타

(n=13)

빈혈 34(100)
10

(29.4)

9

(26.5)

8

(23.5)

4

(11.8)

3

(8.8)
0.187

호중구감소증 23(100)
5

(21.7)

7

(30.4)

7

(30.4)

3

(13.0)

1

(4.3)
<0.001

백혈구감소증 28(100)
7

(25.0)

8

(28.6)

6

(21.4)

5

(17.9)

2

(7.1)
0.028

혈소판감소증 4(100)
1

(25.0)

2

(50.0)

1

(25.0)
0 0 0.333

8. Chemotherapy Regimen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의 패턴 분석

연구를 위해 NCI-CTC version 3.0 에 따라 환자들이 카보플라틴을 투여 받은

후 발생되는 부작용을 분류하였다. NCI-CTC에 따르면 항암치료 후 나타나는 부작

용이 3·4등급에 해당되면 심각한 부작용으로 분류되어, 생명이 위협이 되거나 사망

에 준하게 되므로 이 심각한 부작용의 발생과 카보플라틴과 병용하여 사용된 항암

제가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NCI-CTC 3·4등급의 빈혈과 혈소판 감소증의

발생과 chemotherapy regimen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p값이 0.05 이상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NCI-CTC 3·4등급의 호중구 감

소증과 백혈구 감소증의 발생은 chemotherapy regimen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p

값이 0.05 미만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EC regimen과 PC

regimen을 투여 받은 환자들은 다른 환자들에 비해 NCI-CTC 3·4등급의 호중구

감소증이 발생률이 높았으며(30.4%), EC regimen을 투여 받은 환자들은 NCI-CTC

3·4등급의 백혈구 감소증의 발생률이 다른 환자들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28.6%).(표 25)

표 25. Chemotherapy Regimen에 따른 3·4등급 혈액학적 부작용의 패턴

* GC=gemcitabin-carboplatin treatment;EC=etoposide-carboplatin treatment;

PC=paclitaxel-carboplatin treatment;DC=docetaxel-carboplatin treatment

This table was adapted and modified from reference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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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및 결론

전 세계적으로 백금계 항암제들은 여러 고형 암에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카보플

라틴으로 인한 부작용은 시스플라틴으로 인한 부작용에 비해 관리하기가 용이하다

는 장점이 있다.47) 그러나 카보플라틴의 상용량을 사용할 때조차 신독성을 야기한

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카보플라틴의 초기 용량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환자의

부작용 관리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2,2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카보플라틴 용량

이 환자의 신기능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으며, 또한 카보플라틴 용

량의 적절성에 따른 부작용의 패턴과 빈도를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신기능에 따른 카보플라틴 용량의 적절성을 분석한 결과, 실제 처방용량과

Calvert 공식을 사용하여 추정된 용량간의 오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0.503). 이는 카보플라틴의 용량이 환자들의 신기능에 따라 적절히 처방되고 있

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환자의 진단명에 따른 카보플라틴 용량의 적절

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는데(p<0.001), 이는 환자의 진단명에 따

라 카보플라틴 용량이 적절히 처방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42명의

소세포폐암 환자들 중에 40명이 부적절한 카보플라틴 용량을 투여 받았으며, 85명

의 비소세포폐암 환자들 중에 69명이 부적절한 카보플라틴 용량을 투여 받았다. 그

리고 107명의 난소암 환자들 중에 57명에게 용량오차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난소암

환자들에 비해 폐암 환자들의 용량오차 발생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환자의 chemotherapy regimen에 따른 카보플라틴 용량의 적절성을 분석한

결과, 카보플라틴 용량의 적설성과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는데(p<0.001), 이는 환

자의 chemotherapy regimen이 진단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

출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Cockcroft-Gault 공식을 사용하여 GFR을 계산하였으나, 이러한

방법은 환자의 식이와 운동량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추정된 GFR이 실측치보다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27) 2012년도에 Inker et al.의 연구에 의하면, SCr 대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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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statin C를 사용한 CKD-EPI (Chronic Kidney Disease-Epidemiology

Collaboration)공식으로 GFR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이

Cockcroft-Gault 공식보다 정확하게 GFR값을 추정한다고 보고하였다.27) 2013년에

Teo et al.는 신기능이 정상인 아시아인에게 CKD-EPI 공식을 사용하여 GFR을 구

하는 것이 24시간 동안 동위원소를 추적하여 GFR을 구하는 것보다 정확하다고 보

고하였다.48) 그러나 Bar-Sela et al.는 오히려 Cockcroft-Gault 공식을 사용하여

GFR을 계산하는 것이 CKD-EPI 공식을 사용하는 것보다 GFR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28) 또한, Ainsworth et al.는 임상 현장에서 GFR을 직접적으

로 측정할 수 없다면 Cockcroft-Gault 공식을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
LIU et al.는 고령의 신질환 환자에서 중증도와 관계없이

Cockcroft-Gault 공식이 GFR을 추정하는데 가장 정확하다고 결론지었다.49) 이러한

연구들에 근거하여 보다 정확한 GFR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카보플

라틴의 적절한 용량 투여로 환자치료의 최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카보플라틴을 투여한 후에 발생하는 부작용의 패턴을 분석한 결과, 호중구 감소

증은 65.6%, 백혈구 감소증은 55.8%, 빈혈은 66.9%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

에서 보고된 결과에 비해 부작용의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 이러한 결과

는 의무기록지를 통한 후향적 연구의 한계로써, 환자의 부작용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카보플라틴의 용량 적절성과 카보플라틴을 투

여한 후에 발생하는 부작용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빈혈, 호중구 감소증,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을 비롯한 혈액학적 부작용과 신경학적 부작용, 설사, 변비,

이명 및 청력저하와 쇠약감, ECOG PS 악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p<0.05)를

나타냈다. 또한, 카보플라틴의 용량 적절성과 NCI-CTC 3·4등급 빈혈의 발생의 연

관성을 분석하였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p<0.001)가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카보플라틴의 용량 오차가 있었던 환자는 부작용의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

사한다. 또한, Ji et al.는 카보플라틴을 투여 받은 암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도중에

발생하는 부작용을 연구하였는데, 카보플라틴의 투여와 NCI-CTC 3·4등급 빈혈의

발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주었다(p=0.005).50)

한편, chemotherapy regimen에 따른 부작용의 패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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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학적 부작용과 비혈액학적 부작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p<0.05)가 도출되

었다. 또한, chemotherapy regimen과 NCI-CTC 3·4등급 혈액학적 부작용의 연관성

을 분석하였는데, 호중구 감소증과 백혈구 감소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p<0.05)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chemotherapy regimen에 따른 부작용의 발생패

턴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Vasey et al.의 연구에 의하면 난소암에서 사용

되는 chemotherapy regimen의 종류에 따라 부작용의 발생패턴이 달라졌으며,

NCI-CTC 3·4등급 호중구 감소증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p<0.001).51) 또한, 본 연구에서는 chemotherapy regimen에 따른 신경학적 부작용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으나(p=0.165), 반면에 Taisuke et

al.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결과(p=0.018)를 도출하였다.52)

또한, 본 연구에서 환자의 BMI와 카보플라틴을 투여한 후에 발생하는 부작용의

패턴과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p>0.05). 하지만, 폐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Kashiwabara et al.의 연구에 의하면 환

자의 BMI가 25 kg/㎡ 이상일 때 호중구 감소증의 발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

과(p=0.022)를 보여주었다.53) 그리고, 환자의 신기능에 따른 부작용의 패턴을 분석

한 결과, 빈혈과 위장관계 부작용의 패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

으나, 이는 단일기관에서 실시된 연구결과이므로, 타 기관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본원에서 처방되는 카보플라틴의 용량은 환자의 신기능

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카보플라틴의 용량오차가 대부분의 부작용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보플라틴의 용량오차로 인한 부작

용의 패턴과 발생 빈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보플라틴의 용량을 신중하게 결정

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외에도 환자의 진단명과 chemotherapy regimen에 따

른 카보플라틴의 부작용 패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기간 중에 카보플라틴을 단독 투여 받

았던 환자가 없었으므로, 발생한 부작용이 카보플라틴으로 인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대상 환자수가 충분하지 않았으

므로 카보플라틴의 용량 적절성에 대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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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향후 폐암 및 난소암 이외에 다른 적응증을 포함한 후속 연

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는 단일 기관에서 수행된 연구

이므로, 카보플라틴의 항암치료를 최적화하고 용량오차에 의한 부작용들을 감소시

키기 위해 다른 의료기관들에서의 전향적인 관련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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