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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opathy: Garbapentin or Something else ?

동아 학교 의과 학 내과학교실

이      종      훈

I. 서    론

Chemotherapy-induced peripheral neuropathy (CIPN)은 신경독성이 있는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에 있어 신체

기능  삶의 질에 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의사 환자와의 계 악화  항암제의 감량, 항암치료의 

단 등을 야기함으로써 요한 문제로 두되고 있다. 약리학  연구를 비롯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항암

제의 신경독성을 방하거나 최소화하는 명확한 방법은 없다. 말 신경병증은 축색돌기에 필요한 사물질

을 불활성화하는 신경독성을 가진 항암제에 의한 peripheral, motor, sensory  autonomic neuron의 손상으로 

일어난다. 단독 항암요법으로 인한 증 CIPN은 3-7%, 복합 항암요법인 경우 38% 이상 보고되고 있다. Platinum 
계통의 항암제와 taxanes, vinca alkaloids, thalidomide  borezomib 등의 항암제가 CIPN과 련이 있다. 여기에서

는 CIPN의 치료와 방  신경독성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약제인 platinum 계통의 cisplatin과 oxaliplatin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Table 1. Chemotherapeutic agents causing peripheral neuropathy

Platinum agents cisplatin

carboplatin

oxaliplatin

Vinca alkaloids vincristine

vinblastine

Taxanes paclitaxel

docetaxel

Epothilones ixabepalone

Newer agents
bortezomib

thalidomide

lenolida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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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eurotoxicity Criteria (NCI) used in assessing CIPN

Grade 1 mild paresthesias, loss of DTR

Grade 2 severe paresthesias, mild/moderate objective sensory loss without functional impairment

Grade 3 severe objective sensory loss or paresthesias, that interfere with function

Grade 4 not applicable

Table 3. Neurotoxicity Criteria (WHO) used in assessing CIPN

Grade 1 paresthesias and/or decreased DTR

Grade 2 severe pareathesias and/or mild weakness

Grade 3 intolerable paresthesias andor marked motor loss

Grade 4 paralysis

Table 4. Characteristics of Chemotherapy-Induced Peripheral Neuropathy

Sensory Symptoms Paresthesia

Hyperesthesia

Hypoesthesia

Dysesthesia

Pain

Numbness and tingling

Hyporeflexia or areflexia

Diminished or absent proprioception

Diminished or absent cutaneous sensation

Diminished or absent sense of discrimination between sharp and dull

Mortor Symptoms
Weakness

Gait disturbance

Balance disturbance

Difficulty with fine motor skills(e.g., buttoning clothing, writing)

A u t o n o m i c 

Symptoms
Constipation

Urinary retention

Sexual dysfunction

Blood pressure alt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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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Pharmacologic interventions

1. Prevention of CIPN 

1) Calcium and magnesium infusions 

Oxaliplatin metabolite인 oxalate는 calcium과 magnesium에 결합하므로 calcium과 magnesium을 함께 정주하

는 방법이 CIPN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Gamelin (2004) 등은 96명의 장암 환자에게 1 g의 calcium 
gluconate와 magnesium sulfate를 oxaliplatin 항암치료 후에 투여하 다. 그 결과 조군 37%에 비해 65%의 

환자가 말 신경병증을 호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Combined Oxaliplatin Neuropathy Prevention Trial (CONCEPT)
에서는 장암에 한 치료의 반응률이 함께 감소하여 phase III trial에서 연구를 종결하 다. 

2) Vitamin E 

Vitamin E는 항산화제로 세포손상을 방지하며, cisplatin 등의 항암제에 의한 손, 발의 림, 감각 하와 통

증을 감소시킨다. Cisplatin으로 항암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에게 3개월 동안 300-600 mg의 vitamin E를 무작

로 투여한 연구에서 vitamin E를 주지 않은 조군에 비해 vitamin E를 투여받은 환자군에서 말 신경독성의 

발생이 감소되었다.  다른 보고에서는 cisplatin으로 6차례 항암 치료 후 말 신경병증이 발생한 환자군(5명, 
group 1)과 2-4차례 항암 치료 후 말 신경병증이 생긴 환자군(5명, group 2)의 장 vitamin E 수치를 측정한 

결과 group 2에서 group 1 보다 히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3) Glutamine

Glutamine (neutral gluconeogenic nonessential amino acid)은 paclitaxel에 한 신경보호 효과가 있다. Glutamine
은 동물모델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에서도 신경성장인자를 조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Vahdat 등은 고용

량의 paclitaxel에서 glutamine이 CIPN을 방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 다. Paclitaxel 치료 이후 4일 동안 유방

암 환자 12명에게 glutamine 10 g을 매일 주었으며, 그 결과 손, 발의 감각 이상이 조군 33명에서 40%인 반

면, glutamine을 복용한 군에서는 8%로 한 차이가 있었다.
Stubblefield (2005) 등은 기세포이식 시행  고용량의 paclitaxel로 치료받은 46명의 환자에 해 gluta-

mine의 신경보호 효과에 해 조사하 다. 그  17명은 paclitaxel 치료 후 10 g의 glutamine을 매일 3회씩, 4일
에 걸쳐 복용하 다. 그 결과 조군 29명에 비교해 손발 림  떨림의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 앞으

로 glutamine의 CIPN 방 효과에 한 규모의 무작  조실험이  필요하다.

4) Glutathione

Ocean & Vahdat (2004) 등은 Glutathione (naturally occurring thiol tripeptide)이 platinum 계통의 항암제로부터 

신경독성을 방할 수 있다고 보고하 다. 무작  이 맹검 조실험에서 장암으로 진단되어 oxaliplatin으
로 항암치료를 받은 52명  26명에게 glutathione 1,500 mg/m2

을 정주하 으며, 조군에는 생리식염수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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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andomised controlled trials for prevention of CIPN

Agent/Author
Number of

patients
Findings Comments

Vitamin E

Pace 2003 47 CIPN in 31% patients with vitamin E versus 

86% without (p<0.01)

Open label; cisplatin

Argyriou 2005 40 CIPN in 20% patients with vitatin E versus 

73.3% without vitamin E group (p=0.019)

Open label; cisplatin,

paclitaxel, or combination

cisplatin. paclitaxel 

Argyriou 2006 35 CIPN in 21% of patients with vitatmin E group 

versus 66% without (p=0.026)

Open label; cisplatin

Pace 2007 81 Median CIPN score lower in the vitamin E 

group (p<0.05)

Placebo-controlled;

double-blinded cisplatin; 

results base on interim

analysis of the first 50

patients, clinical trial

ongoing

Calcium/Magnesium

Nikcevich 2008 104 CIPN occurred in 22% versus 41% by NCI 

common Toxicity Criteria(p=0.04) and 28% 

Placebo-controlled;

double-blinded oxaliplatin

주하 다. 조군에서 말 신경독성의 발생률이 높았다. 한 Smyth (1997) 등은 cisplatin으로 항암치료하는 

난소암 환자에게 glutathione을 투여한 경우 CIPN의 발생률이 하게 어 든다고 보고하 다.

5) Anticonvulsant

Anticonvulsant drug인 carbamazepine은 oxaliplatin에 의한 신경독성에 도움이 된다. 비무작  pilot 조사에서 

oxaliplatin과 5-fluorouracil로 치료받은 10명의 환자에게 carbamazepine 200-600 mg을 경구로 주었으며, 추 에 

의한 증상으로 알려진 손, 발의 떨리는 증상을 매주 평가하 다. 조군에서 World Heath Oranization (WHO) 
2-4등 의 신경독성이 30% 발생한 것에 비교해 carbamazepine으로 치료받은 환자군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

았다. 그러나 Von Delius (2007) 등은 이 맹검 무작  조실험에서 효과 없음을 보고하 다.

6) Amifostine

Amifostine (organic thiosulfate)는 탈인지질화되어 활동성의 치올(thiol) 산물로 환된다. 활동성의 amifos-
tine은 항암제를 약독화시키며, 항암제의 효능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DNA의 복구를 용이하게 해 다. 이러한 

amifostine은 taxane으로 항암치료를 한 군에서 조사되었으며, 고용량의 paclitaxel에서는 말 신경독성을 방

하거나 감소시키지 못하 다. 이러한 이유로 DNA level에서 세포보호 효과가 있으나, paclitaxel에 의한 신경

독성은 방할 수 없다고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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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us 51% by an oxaliplatin specific 

neuropathy scale (p=0.02)

Glutamine

Wang 2007 86 Less grade 1-2 (17% versus 39%) and grade 

3-4 CIPN after four cycles(5% versus 18%) 

and six cycles (12% versus 32%)

Open-label; oxaliplatin; no 

differences in chemotherapy 

response

Glutathione

Cascinu 2002 52 Significantly less peripheral neuropathy any 

grade cycles 4 and 8(p=0.04), as well as less 

grade 3-4 neuropathy at cycle 8(p=0.01)

Placebo-controlled;

double-blinded; oxaliplatin; 

no differences in

chemotherapy response

Smyth 1997 152 CIPN incidence significantly decreased in 

treatment arm (31%) versus control (75%) 

(p=0.033)

Placebo-controlled;

double-blinded; cisplatin

Cassinu 1995 50 After 15 weeks, 4/24 treatment arm versus 

16/18 placebo arm experienced neurotoxicity

(p=0.0001)

Placebo-controlled;

double-blinded; cisplatin

N-acetylcystenine

Lin 2006 14 5/7 patients in the control group and 0/7 in 

the treatment group experienced grade 2-4 

neuropathy (p<0.05). The incidence of grade 

2-4 neuropathy after 12 cycles of chemothe- 

rapy was significantly less in the treatment 

group (p<0.05)

Placebo-controlled;

double-blinded; cisplatin

Oxcarbazepine

Argyriou 2006 40 Incidence of peripheral neuropathy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treatment arm 

(31%) versus control arm (75%) (p=0.03)

Open label; oxaliplatin

Xaliproden

Cassidy 2006 649 17% of patients receiving xaliproden versus 

11% of patients receiving placebo 

experienced grade 3 CIPN

Placebo-controlled;

double-blinded oxaliplatin; 

no differences in

chemotherapy response

Amifostine

Leong 2003 66 Not effective Placebo-controlled;

double-blinded; paclitaxel

and carboplatin

Hilpert 2005 72 Not effective Placebo-controlled;

double-blinded; paclitaxel 

and carbopla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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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odipine

Cassidy 1998 51 Not effective Placebo-controlled;

double-blinded;

neurotoxicity cores were 

significantly lower in placebo 

patients (p=0.002)

Org 2766

Van der Hoop 1990 55 Vibration perception was maintained on both 

active arms compared to placebo 

Placebo-controlled;

double-blinded cisplatin

Roberts 199739 220 Not effective Placebo-controlled;

double-blinded; cisplatin;

may increase the rate and

degree of neuropathies

(p>0.05)

Koeppen 2004 150 Not effective Placebo-controlled;

vincristine

rhuLIF

Davis 2005 117 Not effective Placebo-controlled;

double-blinded; 

combination 

carboplatin/paclitaxel

2 Treatment of established CIPN

1) Gabapentin

Neurotransmitter gamma aminobutyric acid (GABA)와 구조 으로 비슷한 gabapentin은 당뇨  상포진 후 

신경통 등에 사용되어지고 있다. 한 gabapentin  newer analogue pregabalin은 CIPN의 치료제로 재 사용

되고 있다. 무작  약 조 이 맹검 임상 실험에서 gabapentin에 한 연구가 있었으나, 말 신경독성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 Tricyclic antidepressants

Nortriptyline은 추신경계에서 세로토닌과 비세로토닌의 재흡수를 방해하는 amitriptyline의 탈메칠화된 

산물이다. 이러한 tricyclic antidepressants는 CIPN의 치료에 있어서 신경독성증상  특히 감각이상에 효과가 있

다. 무작 의 이 맹검 약 조 실험에서 cisplatin으로 치료받은 51명의 환자는 4주 동안 nortriptyline 100 mg을 
매일 복용하 으며, 약을 복용한 환자군에서 보다 감각이상에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nor- 
triptyline의 효과 측정이 객 이지 않았다. 

Kautio A-L (2008) 등은 소규모의 무작  이 맹검 약 조 실험에서 CIPN의 치료로 경구 amitriptyline 50 mg
을 투여하 으나, 조군에 비해 신경독성증상이 호 되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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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amotrgine

North Central Cancer Treatment Group (NCCTG)에서는  다른 항경련제인 lamotrigine이 말 신경독성의 

치료에 효과 있다 하 으나, 무작  이 맹검 약 조실험에서는 조군에 비해 CIPN치료에 효과 없음을 

보고하 다.

4) Acetyl-L-carnitine 

Paclitaxel 는 cisplatin에 의한 말 신경병증의 치료에 있어 acetyl-L-carnitine의 효과가 연구되었다. 항암

치료하는 8주 동안 매일 1 g의 L-carnitine이 복용  투여한 환자군에서 말 신경독성 증상이 다소 호 을 되

었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소규모이며 비무작  실험으로 시행되어 추후 무작  임상실험이 필요하다.

Table 6. Randomised controlled trials for treatment of CIPN

Agent/Author Number of Patients Findings Comments

Nortriptyline

Hammack 200241 57 No CIPN benefit observed Placebo-controlled;

double-blinded; crossover;

cisplatin

Amitriptyline

Kautio 200843 44 No CIPN benefit observed Placebo-controlled;

double-blinded

Gabapentin

Rao 200746 115 No CIPN benefit observed Placebo-controlled;

double-blinded; crossover

Lamotrigine

Rao 200847 131 No CIPN benefit observed Placebo-controlled;

double-blinded

Table 7. Guidelines for treating patients with CIPN or those at risk of acquiring it

1. Beware of patients at risk for CIPN, including patients with hereditary sensorimotor neuropathies or pre- 

existing neuropathic disorders such as diabetes, alcoholism, amy-loidosis, or nutritional deficiencies, When 

possible, correct any treatable condition if the patient mush be exposed to neurotoxic chemicals.

2. Avoid concurrent medicinal neurotoxic agents when possible, including G-CSF, isoniaxid, nitrofurantoin, 

and other neurotoxins.

3. When chemotherapy-induced neurotoxicity appears, attempt to limit or eliminate the offending agent. 

However, this may not be realistic because many chemotherapeutic agents damage the nerves in a delayed 

fashion, well afger the exposure.

4. Do not forget to address patients' disabling symptoms, even if they have been separated from the neurotoxic 

agent or are starting to re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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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Nonpharmacologic Interventions

CIPN 치료와 방에 있어 비약물치료의 효과를 명확히 제시하는 연구는 없었다. CIPN에 특이한 연구들

은 불충분한 자료로 조사되었으며, 부분 당뇨  HIV에 의한 말 신경병증에 한 연구이었다.

1. Acupunture

Wong & Sagar (2006) 등은 CIPN에 있어 acupuncture가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 다. 이 소규모 연구에서는 

carboplatin 는 paclitaxel로 치료받는 WHO grade II 이상의 CIPN 증상을 가진 부인과 종양환자 5명에게 6주 

동안 매주 acupunture를 하 으며, 이후 4주마다 한 번씩 하 다. 균형 장애를 가진 3명의 환자에서 보행의 

호 이 있었으며, 5명의 환자 모두 진통제 용량의 감소  감각, 보행, 균형에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몇몇 

소규모 연구  무작  조실험에서는 당뇨  HIV 환자에서 acupunture는 말 신경병증에 큰 효과가 없음

을 보고하 다.

2. Physical activity and exercise

악성 종양환자의 말 신경병증의 치료와 방에 한 연구는 없었다. 소규모 연구에서 당뇨병성 신경병

증과 근긴장성 이 양증에서 stance, functional reach, peroneal  sural motor nerve conduction velocity의 한 

향상이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불충분한 자료와 소규모 연구로 악성 종양 환자를 

상으로 한 무작  임상실험이 필요하다.

3. Transcutaneous nerve stimulation 

Transcutaneous nerve stimulation (TENS)와 high-frequency external muscle stimulation은 당뇨병환자의 말 신

경병증에 다소 효과가 있으나, 악성종양환자에 한 조사는 없었다. 무작  임상실험에서 손발 림, 작열통 

등의 신경학  증상을 호 시킨다고 보고하 으며, Reichstein (2005) 등은 TEN보다 high-frequency external 
muscle stimulation이 더 효과가 좋다하 다. 하지만 치료 종결 후 두 가지 방법 모두 수 일 내에  말 신경독

성의 증상이 재발하 다.  

4. Capsaicin ointment

재까지 CIPN의 치료에 있어 capsaicin의 효과에 해 연구된 바는 없다. 칭성 말 신경병이 있는 당

뇨 환자를 상으로 한 비무작  연구가 유일하다. 13명의 환자에게 0.05% capsaicin ointment를 8주 동안 매

일 4회씩 도포하 으며, 반 편 다리에는 도포하지 않았다. Capsaicin으로 치료받은 다리는 반 측 다리에 비

교해 말 신경독성 증상에 한 효과는 있었지만, 2명의 환자에서는 알러지 피부반응이 있었고, 나머지는 

치료 단 이후에는 효과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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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Cisplatin  and oxaliplatin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많은 항암제 에서 신경독성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약제가 platinum 계통의 

항암제인 cisplatin과 oxaliplatin이다.

1. Cisplatin 

Cisplatin에 의한 신경독성의 정확한 병리기 은 아직 밝 지지 않았지만, 신경원(neurons) 내에 inorganic 
platinum의 축 과 련되어 신경세포체에 한 직 인 독성효과 혹은 축색변성(axonal degeneration)  수

탈락(demyelinization)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런 말 신경병증의 가장 흔한 증상은 운동계보다는 

감각계 이상(무감각, 이상감각)이며 주로 손가락, 발가락에 나타난다. 개 cisplatin에 의한 말 신경병증은 

개인 차이는 있으나, 용량 300 mg/m2 
이상 투여 시 발생하며, 치료에 있어 가장 요한 것은 cisplatin의 

투여를 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cisplatin 투여를 단한 후에도 30-50%의 환자에서 비가역 인 변화가 이미 

일어나며, 신경독성은 호 되지 않아 증상이 수개월간 지속될 수 있다. 어떤 경우는 계속 진행하며, 기생

리학  검사상 이상 소견은 수년간 지속되기도 한다. 경증의 말 신경독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량없이 

cisplatin 투여를 지속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래할 정도의 심한 신경독성의 경우에는 cisplatin 치
료의 득실을 고려하여 감량 는 타 약제로의 교체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 으로 경증의 말 신경독성이 있

는 경우 증상의 경감을 해 amytrptiline, gabapentin 등을 사용하지만, 궁극 인 치료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방을 해서는 amifostine, vitamin E 등을 사용해 볼 수 있다. 활동성의 amifostine은 항암제의 

효능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항암제를 약독화시키나, 경구 투여가 불가능한 단 이 있다. Vitamin E의 경우 임

상에서 쉽게 용할 수 있으며, cisplatin 항암 치료하는 3개월 동안 300-600 mg 복용하 을 경우 말 신경독

성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지만, 더 큰 규모의 조사가 필요하다. 
Cisplatin에 의한 말 신경병증은 아직까지 확실한 방 방법이 없고 발생하면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cis-

platin을 포함한 복합화학요법을 시행할 경우에는 말 신경병증의 발생에 세심한 찰이 요구되며, 등도 이

상의 말 신경병증이 발생한 경우는 cisplatin의 투여 지를 고려해야 한다.

2. Oxaliplatin

Oxaliplatin은 주로 장암뿐만 아니라 췌장암  장  악성 종양에도 사용되는 3세  organoplatinum 
compound이다. Oxaliplatin induced peripheral neuropathy (OXLIPN)는 ciplatin의 말 신경독성과 유사하게 용량

축 에 의한 만성 말 신경독성과 oxaliplatin 정주  는 정주 후 수 일 내에 발생하는 일시 인 성 신경독

성으로 나  수 있다. 

1) Acute OXLIPN 

Acute OXLIPN은 cisplatin과 carboplatin에서 찰되지 않는 성신경독성이며, 운동  감각신경의 흥분성 

항진으로 인해 생긴다. 추 과 련된 손발의 감각이상과, 입주 의 감각이상이 흔하며, 연하곤란, 목소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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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검하수, 시야변화, 근육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은 수 시간에서 수일 지속되나 자연 소실되므

로 용량의 감량이나 치료 지를 할 필요가 없으며, 용량  투여속도의 조 이 필요하다. 따라서 oxaliplatin은 

85 mg/m2/daily (2주 간격), 130 mg/m2/daily (3주 간격)의 용량으로 2-6시간에 걸쳐 주어야 하며, 3주마다 chrono- 
modulated infusion시 130 mg/m2/daily의 용량을 권유하고 있다. 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

2) Chronic OXLIPN

Chronic OXLIPN은 dorsal root ganglia (DRG) cell에서 platinum의 축척으로 cellular metabolism  axoplasmatic 
transport의 감소로 생각되며, 손, 발의 감각 하  감각기능실조, 고유감각 변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약제

의  dose-limiting toxicity로 용량의 축 이 800 mg/m2 이상 시 말 신경독성의 빈도가 증가되어, 4개월 정도가 

지나면 신경독성에 주의해야한다. 투여 단 후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이 3개월 정도로 cisplan 보다는 짧다. 
증상이 경증인 경우 보존  약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증인 경우에는 oxaliplatin 투여의 일시  단, 감량, 
다른 약제로의 교체를 고려해야 한다. 

   
3) Prophylaxis 및 treatment

(1) Gabapentin

Neurotransmitter gamma aminobutyric acid (GABA)와 구조 으로 비슷한 gabapentin  pregabalin (newer analogue 
pregabalin)은 CIPN의 치료제로 재 사용되고 있다. 무작  약 조 이 맹검 임상실험에서 gabapentin에 

한 연구가 있었으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 Carbamazepine

Anticonvulsant drug인 carbamazepine은 oxaliplatin에 의한 신경독성에 도움이 된다. 비무작  pilot 조사에서는 

WHO 2-4등  신경독성이 조군에 30% 발생한 것에 비교해 carbamazepine으로 치료받은 환자군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Von Delius (2007) 등의 이 맹검 무작  조실험에서는 효과 없음을 보고하 다.

(3) Amifostine

Amifostine (organic thiosulfate)는 소규모 연구에서 항암제의 치료 반응률에 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OXLIPN
을 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추후 규모 연구가 필요하다.

(4) Glutathione

Glutathione (naturally occurring thiol tripeptide)은 in vitro study에서 platinum이 dorsal root ganglia (DRG)에 축

되는 것을 방한다고 생각되어 지고 있으며, Cascinu (2002)  Wang (2007) 등의 무작  조실험에서도 

항암치료의 반응률에 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신경독성을 이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어 장래성이 

있는 neurotrophic agen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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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linical trials for their efficacy to protect peripheral n erves from chronic OXLIPN

Treatment Reference Design Nb of pts OXL dose Outcome

Amifostine Penz, 2001 Pilot study 9 130 mg/m2 Effective

Glutathione Cascinu, 2002 DB-RCT 52 100 mg/m2 Effective

Wang, 2007 RCT 86  85 mg/m2 Effective

A-lipoic acid Gedlicka, 2002 Pilot study 15 130 mg/m2 Effective

Ca/Mg infusions Gamalin, 2004 Retrospective 161   3 regimens from

 85 to 130 mg/m2
Effective for

85 mg/m2

Xaliproden Gibson, 2006 DB-RCT 649 85 mg/m2 Effective

Carbamazepine Eckel, 2002 Pilot study 10  85 mg/m2 Effective

Von Delius, 2007 DB-RCT 36  85 mg/m2 Ineffective

Topiramate Durand, 2005 Cases report 2  85 mg/m2 Effective

Gabapentin Mriani, 2000 Pilot study 15  85 mg/m2 Effective

Mtchell, 2006 RCT 81 100 mg/m2 Ineffective

Oxcarbazepine Argyriou, 2006 Pilot RCT 32  85 mg/m2 Effective

(5) Calcium-magnesium infusions as oxalate chelator 

Gamelin (2004) 등은 96명의 colorectal cancer 환자에게 1 g의 calcium gluconate와 magnesium sulfate를 oxaliplatin 
치료 후에 투여하 다. 치료 종결 후 신경독성빈도는 Ca/Mg group에서 20%, 조군에서 45%으로 calcium- 
magnesium (Ca/Mg) infusion이 신경독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 다. 그러나 Combined Oxaliplatin 
Neuropathy Prevention Trial (CONCEPT)에서는 장암에 한 치료의 반응률이 함께 감소하여 phase III trial에
서 연구를 종결하 다. 

(6) Alpha-lipoic acid

Alpha-lipoic acid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사용되고 있으며, endoneural blood flow를 정상화  oxidative stress
를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Gerdlicka (2002) 등은 2등  이상의 신경독성을 가진 장암 환자 15명  8명
에게 3-5주 동안 alpha-lipoic acid 600 mg을 일주일에 한 번씩 주었으며, 그 이후 매일 600 mg을 매일 경구 투

여하 다. 이 소규모 연구에서 Alpha-lipoic acid가 신경독성 방에 효과 있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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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Prophylaxis and/or treatment of OXLIPN

Acute Chronic

Avoiding cold conditions Temporary cessation of treatment

Na(+)channel blocker Na(+)-channel blocker 

Carbamazepine Gabapentin

Gabapentin

Venlafaxine

Amifostine Amifostine

Glutathione(GSH)

Different schedules Different schedules

Bi-fractionated delivery of Bi-fractionated delivery of oxaliplatin

oxaliplatin plus 5-FU/FA plus 5-FU/FA

"Stop-and-go" administration "Stop-and-go" administration

Neuromodulatory agents

Calcium-magnesium infusions

as oxalate chelators

Alpha-lipoic acid

Table 10. Dose modifications of neurotoxicity in pts receiving oxaliplatin 85 mg/m2 q 2 wks

Type of

neurotoxicity

Duration of neurotoxicity

Transient

(<7 days)

Nonpersistent

(>7 days but <14 days)

Persistent between

courses

Cold-ralated

dysesthesia
None None None

Paresthesias(mild) None None None

Paresthesias

associated with 

pain 

or complaint

None Normal examination: reduce to 75 mg/m2

Abnormal examination: omit one cycle 

oxaliplatin, then restart at 75 mg/m2

Stop until

improvement/recovery.

If improvement/recovery, 

restart at 75 mg/m2

Paresthesias

associated with

functional 

impairment

None Normal examination and not interfering 

with activities of daily living: reduce to 75 

mg/m2

Abnormal examination or interfering with 

activities of daily living: omit one cycle 

oxaliplatin, then restart at 75 mg/m2

Stop until

improvement/recovery.

If improvement/recovery, restart 

at 75 m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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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CIPN은 환자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치료에 향을 미치는 항암치료의 한 부작용이다. CIPN의 치료

와 방을 해 여러 가지 약물치료  비약물치료가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항암제의 신경독성을 

방하거나, 최소화하는 명확한 방법이 없다. 확실한 방 방법이 없고 발생하면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등

도 이상의 말 신경병증이 발생한 경우는 항암제의 용량조   투여 지를 고려해야 하므로 복합화학요법

을 시행할 경우에는 말 신경병증의 발생에 세심한 찰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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