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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ukopenia is a commonly encountered adverse event experienced by cancer patients. It can cause serious infections and 

delays in chemotherapy. We describe a case of leukopenia induced by colon cancer chemotherapy. After acupuncture treatment, 
the patient showed improvement in the leukopenia and completed the scheduled chemotherapy without delay or additional 
administration of granulocyte colony-stimulating factor (G-CSF). Therefore, acupuncture may have a substantial benefit for 
treatment of leukopenia in this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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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항암화학요법(chemotherapy)은 수술치료, 방사

선요법(radiation therapy)과 함께 흔히 사용되는 

항암치료  하나이다. 항암화학요법은 수술치료 

후에 시행되어 더 좋은 후를 나타내기도 하며, 

방사선치료와 함께 시행되기도 한다1. 하지만 항암

화학요법은 피로감, 식욕부진, 오심, 설사, 탈모, 인

지장애, 골수억제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2.

백 구감소증(leukopenia)은 백 구(WBC, white 

blood cell)의 수가 4,000/μL 이하인 상태이며, 골수

독증(myelotoxicosis)을 일으킬 수 있는 항암제 

(anticancer agent)를 사용할 때 흔히 나타나는 부

작용  하나이다
3
. 항암제의 종류와 용량, 암의 종

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환

자의 부분은 백 구감소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4
. 항암화학요법으로 발생한 백 구감소증은 

환자의 면역체계(immune system)를 손상시킴으로

써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험한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
5
. 그러므로 백 구감소증은 입원기간을 



최진용⋅조재 ⋅배고은⋅심소 ⋅서희정⋅최 용⋅권정남⋅이  인⋅홍진우⋅윤 주⋅박성하⋅김소연⋅한창우

807

연장시키고, 병원 내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6
. 한 

백 구감소증은 항암화학요법을 지연시키고 항암제

의 용량과 강도를 임으로써 본래는 치료가 가능한 

환자에게 부정 인 치료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7
.

재,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해 감소한 백 구감

소증에는 granulocyte colony-stimulating factor 

(G-CSF) 는 granulocyte-macrophage colony- 

stimulating factor(GM-CSF)를 사용한다8. 이러한 

hematopoietic colony-stimulating factor들은 백

구 수를 효율 으로 증가시키지만, 근골격계 통증, 

발열, 알 르기반응,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폐

포출 , 피부 염, 호흡곤란증후군, 비장 열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 이 있다9.

한 치료 효과가 지속되는 시간이 짧고 비용이 

비싸다는 문제 도 있다10.

침 치료는 몇몇 동물실험에서 백 구 수와 활동

성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11, 일부 임상 연

구에서 항암화학요법로 인한 백 구감소증을 완화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 한 최근 발표된 

체계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에서도 항암화

학요법으로 인한 백 구감소증에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13,14.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임상 

장에서 암환자에게 침 치료가 보편 으로 시행

되고 있지 않으며,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백 구

감소증 환자에게 침 치료를 시행한 증례 보고 역

시 없었다. 이에 자는 항암화학요법 이후 백 구

감소증이 발생한 환자에게 지속  침 치료를 시행

하며 찰한 경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Ⅱ. 증 례

1. 증 례

2015년 11월, 장암으로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던 70세의 여성이 항암화학요법  발생한 백

구감소증을 주소로 내원하 다. 환자는 colon 

cancer로 2014년 11월 right hemicolectomy를 시

행 받았으며, liver metastasis로 2015년 8월 liver 

segmentectomy를 시행하 다. 항암화학요법은 

Bevacizumab plus FOLFOX regimen을 2015년 6

월부터 시작하 다. 2015년 11월 5회차 치료  

시행한 액검사에서 neutrophil count 720/μL으

로 감소하여, filgrastim 처치 후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4일 뒤 한방병원 외래로 내원하 다.

별다른 가족력은 없었고, angina pectoris, hypertension, 

hyperlipidemia,  hypothyroidism의 과거력이 

있었다. 흡연이나 음주는 하지 않는다고 하 으

며, 항암제를 제외하고는 백 구감소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고, 

항암치료와 시간  인과성이 인정되어 항암화학

요법으로 인한 백 구감소증으로 단되었다. 항

암치료  한약을 투여하는 것에 해 동의를 구

하기 어려운 을 고려하여, 항암화학요법 기간  

침 치료만을 병행하며 경과를 찰하기로 하 다.

2. 치료방법

침 치료 시 취  부 는 膈兪(BL17), 血海 (SP10), 

足三里(ST36), 三陰交(SP6), 豊隆 (ST40), 八風

(EX-LE10), 曲池(LI11), 外關(TE5), 八邪(EX-UE9)

로 하 다
14,15

. 모든 자리에 양측 취 하 으

며, 침은 0.20×40 mm 규격의 일회용 멸균침(한

국, 동방침구제작소)을 침법을 이용하여 시술

하 다. 깊이는 부 에 따라 0.5~2 cm 정도의 

깊이로 자입하 고, 자입  득기가 유발되면

(뻐근하거나 릿한 느낌 등을 표 하도록 함), 

20분간 유침 후 발침하 다. 별도의 수기법은 사

용하지 않았다. 항암 일정과 환자의 증상 등을 

고려하여 주 1~2회 치료하시도록 안내하 으

며,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39회 시

행되었다.

Bevacizumab plus FOLFOX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12차례 시행되었다. 3회차 시

행 후 2015년 8월 liver segmentectomy 시행하

고, 이후 10월부터 다시 시작하여 14일 간격으로 

2016년 3월까지 9회(4~12회차) 더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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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료결과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15년 11월 5회차 시

행 후 침 치료를 시작하 고, 침 치료를 시작한 

이후에도 항암치료 시 백 구  호 구 수치는 

다소 낮게 찰되었으나, G-CSF를 투여하거나 

항암 치료를 지연시켜야 할 정도의 감소는 나타

나지 않았다. 2016년 3월, 12회차의 Bevacizumab 

plus FOLFOX 치료가 완료되었다. 침치료는 이

후 3개월 간 더 지속되었고, 2016년 6월 백 구 

수가 치료 의 수 으로 회복된 것을 확인 후 

종료하 다. 백 구 수의 변화와 임상 경과를 

요약하면 Fig. 1  Table 1과 같다.

Fig. 1. Change of leukocyte and neutrophil count.

Leukocyte count
(normal range 
: 4.0-11.0 μL)

Neutrophil count
(normal range 
: 1.7-7.0 μL)

2015.06.07. 6.69 2.51

2015.06.23. 5.91 2.56

2015.07.07. 6.00 2.73

2015.07.22. 5.43 1.22

2015.10.20. 6.76 2.77

2015.11.05. 4.37 0.72

2015.11.06. 8.09 4.15

2015.11.23. 4.44 1.56

2015.12.08. 4.22 1.30

2015.12.22. 9.55 4.83

2016.01.07. 5.35 1.33

2016.02.01. 6.16 2.66

2016.02.22. 4.38 1.54

2016.03.04. 5.12 2.32

2016.03.10. 4.45 1.52

2016.03.24. 4.84 1.63

2016.06.17. 5.19 2.35

2016.09.12. 7.01 3.63

Table 1. Change of Leukocyte and Neutrophil Count Ⅲ. 고찰  결론

본 증례의 환자는 장암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 

 백 구감소증  호 구감소증이 발생하여, 침 

치료를 시작하 다. 침 치료는 2015년 11월 09일부

터 2016년 6월 24일까지 주 2회 간격으로 총 39회 

시행하 다. 조  진을 목 으로 膈兪(BL17), 血

海(SP10), 足三里(ST36), 三陰交(SP6)를 선택하

고14, 항암치료로 인한 손발 림도 개선할 목 으

로 豊隆(ST40), 八風(EX-LE10), 曲池(LI11), 外關 

(TE5), 八邪(EX-UE9)를 함께 취 하 다15. 침 치

료를 시행한 이후로는 추가 인 조 제 처치 없이 

항암화학요법을 계획에 따라 완료할 수 있었으며,

침 치료와 련된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항암

화학요법 종료 3개월 후 시행한 검사에서 백 구 

수치 정상 범 로 회복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종료 

6개월 후인 2017년 9월 시행한 검사에서는 백 구 

 호 구 수치 모두 항암치료 이 의 수 으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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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치료 기간  침 치료와의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단되는 백 구  호 구 수치의 상승도 

몇 차례 있었다. 2015년 10월 20일 상승의 경우 

2015년 8월 시행된 간 제술(hepatectomy) 후 

약 3개월 이상 항암화학요법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  기능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1월 6일의 수치는 날 투여한 조 제 filgrastim

로 인해 격히 상승한 것으로 단된다. 2015년 

12월 22일에도 다른 검사값과 차이가 큰 상승이 있

었는데, 당시 환자 상황을 추정할 만한 추가  기

록 없어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며, 다만 계  

요인을 고려할 때 상기도감염으로 일시  상승하

을 것으로 추정된다.

FOLFOX는 leucovorin(folinic acid), fluorouracil 

(5-FU), oxaliplatin로 구성된 장암에 한 항암

화학요법이다. 주로 2주를 주기로 투여하며, 총 12

회를 시행한다. 표 인 부작용으로는 백 구 감

소로 인한 감염 험 증가, 호흡곤란, 창백함, 멍, 

잇몸출 , 비출 , 피로감, 감각이상, 통증, 설사, 구

내염, 무월경, 불임 등이 알려져 있다
16
. Avastin은 

FOLFOX와 함께 병행치료로 장암에 주로 쓰이는 

약물로 암세포의 내피성장인자(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를 방해하여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

한다. 표 인 부작용으로는 설사, 고 압, 피로

감, 신통, 감염 험 증가, 감각이상, 식욕 하, 

변비, 무월경, 유루증 등이 알려져 있다
17
. 2015년 

11월 5일 환자에게 사용된 filgrastim은 골수 내에

서 호 구의 증식과 분화에 향을 미치는 조 제

로 인체에 존재하는 granulocyte colony-stimulating 

factor(G-CSF)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낸다. 항암화

학요법으로 인한 호 구감소증, 백 병, 골수이식 

후유증 등을 치료하는데 쓰이며, 비장 열, 성호

흡곤란증후군(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낫 구병(sickle cell disease), 증만성호 구감

소증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으며, 주로 

발열, 요통, 골통, 간수치 이상 등의 부작용을 나타

낸다
18
.

재까지 침 치료가 백 구 수치에 향을 미치는 

기 에 한 몇 가지 연구들이 있다. Weidong 등은 

한 pilot 시험에서 침 치료가 granulocyte-macrophage 

colony-stimulating factor(GM-CSF)를 상승시킴으

로써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골수억제 작용을 완

화할 수 있음을 보 다
19
. Mao 등은 백 구에 한 

침 치료 효과를 밝힌 논문에서 침 치료가 백

구가 비장에서 신순환체계로 가는 운동성을 향

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 다
11
. 하지만 이러한 가

설들은 아직까지 백 구 수치에 한 침 치료 효과

의 기 을 완 히 설명하지 못하며 이에 한 추가

인 연구들이 필요하다. Han 등은 86명의 항암화

학요법 후 발생한 백 구감소증환자들에 한 무작

 조시험에서 GM-CSF 단독치료군보다 GM-CSF

와 침 치료를 병행한 군이 백 구 수치와 호 구 

수치 모두에서 유효한 개선이 있음을 보 다
20
. Lee

등은 항암화학요법으로 발생한 백 구감소증에 한 

침 치료의 효과에 해 체계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을 시행한 결과 일반 인 침 치료(conventional 

manual acupuncture)와 화침(fire needle)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백 구감소증을 경감시킬 수 있음

을 밝혔다
14
.

본 증례에서 하나의 사례만으로는 환자가 심각

한 백 구감소증이 재발하지 않고 항암화학요법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이 침 치료의 효과인지, 다른 요

인에 의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일부 측정값에

서 나타난 백 구  호 구 수치의 격한 상승

이 어떠한 원인에 의한 것인지에 한 정확한 설

명도 어려운 한계 이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

을 바탕으로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백 구감소증

을 경감시키는데 침 치료가 정 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 사료되며, 본 증례와 같이 항암화학요법 

부분의 기간에 걸쳐 침 치료를 시행하며 그 경과

를 찰한 증례는 국내에서는 처음이라는 측면에

서 보고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 더 많은 

환자들을 상으로 한 체계 인 연구  정확한 

기 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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