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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nalidomide (LD) inhibits angiogenesis and exerts immunosuppressive effects. It has been used to treat
multiple myeloma and is known to show positive differences in side effects compared to thalidomide (TD). Peripheral
neuropathy, one of the most common complications of TD, has been reported to be less frequent with LD treatment.
However, no local study has been conducted to compare the incidence of peripheral neuropathy associated with TD and
LD administration. Therefor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appearance, aggravation, or improvement of
peripheral neuropathy and the relevant risk factors in patients treated with LD and TD.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s of
169 patients with multiple myeloma who had been treated with LD and TD in a tertiary hospital between March 2014
and March 2015 wer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re were 85 patients in the LD group and 84 patients in the TD group
for the final analysis. An increase in severity of peripheral neuropathy after treatment was observed in 2.4% and 19.1%
of patients in the LD and TD groups, respectively (p<0.001). Six patients in the TD group showed two or more increases
in grade. In total, 48.2% in the LD group and 10.7% in the TD group (p<0.001) continued chemotherapy without any
aggravation of peripheral neuropathy. The patients treated with LD showed less increase in severity of peripheral
neuropathy compared with those treated with TD.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between the groups in the
percentage of patients who continued treatment without peripheral neuropathy aggravation.
Keywords Lenalidomide, thalidomide, adverse drug reaction, peripheral neuropathy

서 론(Introduction)

골수종 환자는 7,000여명에 이르렀다.4) 한국의 다발성 골수종의
발생률은 매년 예외 없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식습관의 서

다발성 골수종(multiple myeloma, MM)은 골수 내 형질세포의

구화와 기대 수명의 연장 및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과거 먼저

악성 증식에 의해 발생하는 혈액암의 일종으로 단클론단백 생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 비해 저조했던 발생률 수치는 현

성 증가와 함께 골용해성 병변, 신부전, 면역저하, 빈혈 등을 임

재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였다.3)

혈액암 중 non-hodgkin lymphoma와

다발성 골수종 환자의 평균 생존 기간은 알킬화제 도입 이전

myeloid leukemia에 이어 발병률 3위를 차지하는 암으로3) 매년

1년 미만이었으나 1960년 melphalan사용을 시작으로 1980년대

상적인 특징으로 한다.

1-2)

다발성 골수종으로 진단받는 환자의 수는 대략 1,500명에 육박

고농도의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이 도입되면서 치료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8년 다발성

법이 점차 확대되어 왔으며 bortezomib을 비롯한 thalidomide,
lenalidomide 등 새로운 약제로 인하여 과거 37%에 달하던 5년
생존률은 66%까지 증가했다.1) 그러나 한국에서 다발성 골수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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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생존률은 22.9~33.2%로 다른 혈액암인 non-Hodgkin lymphoma (47.6~62.8%), myeloid leukemia (21.9~44.0%)와 비교 시
낮은 수치이며,3) 고용량 항암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에 의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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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Research Methods)

전 관해에 도달하더라도 재발률이 높아 여전히 다발성 골수종
은 다수의 환자들에게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여겨지고 있
다. 또한, 조혈모세포이식은 당뇨나 신부전과 같은 기저 질환이

연구대상

없는 70세 이하의 환자에게 추천되나, 다발성 골수종이 진단되

2014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연구기관에서 lenalidomide와

는 평균 나이가 67세인 점을 고려하면5) 항암화학요법이 중요함

thalidomide를 1회 이상 투여한 다발성 골수종환자를 대상으로

을 알 수 있다.

하였다. 단, 한 주기(28일) 이상 lenalidomide 및 thalidomide 항

1)

Lenalidomide는 혈관생성억제, 항염증 작용 및 면역 억제 작

암 치료를 진행하지 못한 환자와 의무기록 상 투여 시기가 불

dexamethasone과의 병용

분명한 환자, 질병 진행 및 사망으로 인하여 말초신경병증에 대

시 재발성/불응성 다발성 골수종에 대한 효과가 미국 및 유럽에

한 추적 조사가 불가능한 환자, 연구 대상자 검색 기간 내에

용을 하는 thalidomide의 유도체로서

6)

2012년 1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

lenalidomide와 thalidomide를 모두 투여한 환자는 연구대상에서

내 연구에서도 유사한 반응 효과 및 생존률을 보여준 바 있다.9)

제외하였으며, lenalidomide와 thalidomide 외에 다발성 골수종 치

그리하여 재발성/불응성 다발성 골수종 환자 치료제로 2013년 6

료제로는 dexamethasone만 허용하였다.

서 입증된 바 있으며

7-8)

월 미국 FDA 승인되었으며 더 나아가 새롭게 진단된 다발성
골수종 환자의 치료제로 사용 범위가 확대되어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NCCN) 가이드라인(2014)”에 1차 치

환자의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검토를

국내에

통한 후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다음에 제시된 내용을

서는 2009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어 2010년 1월부터 희귀의

조사하였다. 또한 각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65세 미만 환자를 대

약품센터를 통하여 이전 한 가지 이상의 치료 경험이 있는 재

상으로 하위분석을 실시하였다.

료제로 추가,

10)

2015년 2월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

연구방법

11)

발성/불응성 다발성 골수종에 사용되어 왔으며2) 2014년 3월 보
험급여가 적용되면서 이전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에게 하나의 선

1) 대상 환자의 기본 특성 조사

택지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2017년 12월 조혈모세포 이식이 불

대상 약물이 처방된 환자의 성별, 연령, 초기 병기분류(inter-

가능한 새롭게 진단된 다발성 골수종 환자에서도 급여 범위가

national staging system stage, ISS stage), 질병상태(재발성 질환

확대되어 다발성 골수종 기본 치료제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유무), 기저 말초신경병증 존재 유무, 신경 독성이 있는 항암제

Mayo Clinic에서 실시한 411명의 새로 진단된 다발성 골수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향적 연구에서는 기존에 사용된 thalidomide

의 투약이력, 당뇨병 유무, 신기능 및 간기능 이상 유무를 수집
하였다.

와 그 유도체인 lenalidomide의 효과 및 부작용을 비교 하였으
며 partial response (PR)은 lenalidomide/dexamethasone 80.3%
vs. thalidomide/dexamethasone 61.2% (p<0.001), very good par-

2) 대상 약물 투여 전과 후 말초신경병증의 발생 경향 평가

tial response (VGPR)은 34.2% vs. 12.0% (p<0.001)로 유의한 차

의무기록 내에 NCI CTCAE ver. 4.03 (National Cancer Institute

이를 보였다.12) Grade 3 or 4 이상의 부작용에서는 두 그룹간의

Common Toxicity Criteria for Adverse Events) grade 기준에 따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57.5% vs. 54.6%, p=0.568), 말초신

라 grade 0에서 4까지 기재된 값을 사용하였고, 중증도 없이 증

경병증(peripheral neuropathy, PN)은 10.4% vs. 0.9%로 thalido-

상만 기재된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해당 약제의 투여 전과 후의 말초신경병증의 중증도는 전자

mide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비율로 보고되었다(p<0.001).
말초신경병증은 다발성 골수종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환자의 치료 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합병

3) 대상 약물의 말초신경병증 발생 위험인자 평가
대상 약물 투여 후 발생한 말초신경병증 정도와 환자의 성별,

증 중 하나로,14) thalidomide에 의한 신경 손상은 영구적이고 사

나이, 당뇨 유무 및 기저 질환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

용 중단 이후에도 발생될 수 있다는 특징13)을 지니며 손과 발

이 있는지 판단하였다.

주변이 따끔거리거나 아픈 말단 지각 이상이나 근무력, 진전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국내에선 다양한 임상 연구가 부
족하며 특히 lenalidomide를 포함한 새로운 약제를 기반으로 실
시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enalidomide와

4) 부작용 평가
말초신경병증을 포함하여 대상 약물 투여 후 발생한 부작용
에 대해 수집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thalidomide를 투여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다발성 골수종 환자의
주요 부작용인 말초신경병증의 발생 경향을 비교해보고, 말초신
경병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인자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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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은 평균±표준편차, 빈도 및 비율로 나타내었다. 두 군간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비교는 연속형 변수의 경우 Independent T-test, 범주형 변수의

Characteristic

경우 Chi-square test 혹은 Fisher’s exact test 를 사용하여 분석,
사후 검정 하였으며, 말초신경병증 발생 위험인자 분석은 Logistic

Gender

regression analysis를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은 SAS Version 9.4

Male

(SAS Institute Inc. Cary, NC)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p value
가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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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65

Lenalidomide Thalidomide
(N=85)
(N=84)

p value

45 (52.9)

51 (60.7)

0.308

62.6±9.3

57.6±6.8

<0.001

44 (51.8)

7 (8.3)

<0.001

Initial ISS stage

피험자 보호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수행된 단일기관
후향적 연구로, 본원의 기관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과제번호: KC15RISI0664).

결 과(Results)
대상 환자의 기본 특성
연구 기간 중 본원에서 대상 약물을 한 주기(28일) 이상 투여
한 다발성 골수종 환자는 lenalidomide군 85명, thalidomide군 84
명으로 남성이 각각 45명(52.9%), 51명(60.7%)에 해당하였고, 65
세 이상의 환자는 lenalidomide군 44명(51.8%), thalidomide군 7
명(8.3%)으로 lenalidomide군에서 유의하게 고령 환자가 많았다
(p<0.001) (Table 1). 다발성 골수종의 치료와 예후를 예측하는

I

0 (0.0)

4 (6.4)

II

2 (3.6)

1 (1.6)

III

38 (67.9)

42 (66.7)

IIIb

16 (28.6)

16 (25.4)

29

21

IgA

16 (20.5)

15 (18.5)

IgD

2 (2.6)

2 (2.5)

missing
Type of M-protein

IgE

1 (1.3)

0 (0.0)

IgG

43 (55.1)

38 (46.9)

IgM

1 (1.3)

0 (0.0)

LCD

15 (19.2)

25 (30.9)

Disease status

데 쓰이는 국제병기분류체계에 따른 병기는 I/II/III/IIIb로 분류하

Recurrent

37 (43.5)

12 (14.3)

<0.001

였다. 두 군 모두 stage III가 가장 많았으며(각 38명(67.9%), 42

Prior neurotoxic therapy

85 (100.0)

27 (32.1)

<0.001

명(66.7%)), 골수 내 형질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비정상적인 면역

Bortezomib

84 (98.8)

14 (16.7)

<0.001

단백인 M단백의 형태는 두 군 모두 IgA, IgG, LCD인 경우가

Thalidomide

47 (55.3)

22 (26.2)

<0.001

대부분이었다. 재발성 다발성 골수종은 lenalidomide군에서 37명

Vincristine

8 (9.4)

2 (2.4)

0.099

(43.5%), thalidomide군에서 12명(14.3%)으로 lenalidomide군에서

Comorbidities

유의하게 많았다(p<0.001). Lenalidomide군은 모든 환자들이 이

Diabetes mellitus

19 (22.4)

14 (16.7)

0.351

전 다른 신경독성이 있는 항암제로 치료 받은 이력이 있었으며,

Liver Disease

9 (10.6)

6 (7.1)

0.431

Renal Disease

22 (25.9)

32 (38.1)

thalidomide군에서는 27명(32.1%)의 환자가 이에 해당하였다
(p<0.001). 또한 해당 약제 투여 전부터 Grade 1 (G1) 이상의 말

PN grade

초신경병증이 동반되었던 환자도 lenalidomide군 46명, thalidomide

Grade 0

39 (45.9)

70 (83.3)

군 14명으로 lenalidomide군에서 유의하게 많았다(p<0.001). 비교

Grade 1

24 (28.2)

11 (13.1)

적 말초신경병증의 위험 요인이 적은 65세 미만 환자만을 대상

Grade 2

22 (25.9)

3 (3.6)

으로 하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재발성 다발성 골수종인 경우와

Grade 3

0 (0.0)

0 (0.0)

42 (49.4)

13 (15.5)

37 (43.5)

12 (14.3)

이전 다른 신경독성이 있는 항암제를 투여 받은 환자의 비율은

Prior medications to treat PN

각각 lenalidomide군에서 21명(51.2%), 41명(100.0%), thalidomide

Gabapentin

군에서 10명(13.0%), 23명(29.9%)으로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하

Pregabalin

1 (1.2)

0 (0.0)

였을 때와 유사하게 lenalidomide군에서 thalidomide군 대비 유의

Tramadol

8 (10.7)

1 (1.2)

Oxycodone

16 (18.8)

1 (1.2)

4 (4.7)

0 (0.0)

하게 많았다(all p<0.001)(Table 2).

대상 약물 투여 전후 말초신경병증의 발생 경향 평가
NCI CTCAE grade에 따라 분류된 grade를 이용하여 해당 약

Fentanyl citrate

0.089
<0.001

<0.001

ISS=International Staging System, LCD=Light Chain Disease, PN=
Peripheral Neuropathy

제 투여 전과 후의 grade변화를 분석하였다. 각 해당 약제를 투
여한 후 말초신경병증이 호전된 환자의 수는 lenalidomide군 4

않았으나 말초신경병증이 악화된 환자의 수는 lenalidomide군 2

명(2.35%), thalidomide군 1명(1.2%)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명(2.35%), thalidomide군 16명(19.1%)으로 thalidomide군에서 유
J. Pharm. So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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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aselin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Subgroup analysis,
age<65)
Characteristic

Lenalidomide

Thalidomide

41

77

Table 5. Changes in PN before and after therapy (Subgroup
analysis, PN 0 grade group)

p value

Lenalidomide
(N=39)

Thalidomide
(N=70)

p value

Worse

1 (2.6)

12 (17.1)

0.03

No adverse events

38 (97.4)

58 (72.9)

N
Age <65
Disease status
Recurrent
Prior neurotoxic therapy

21 (51.2)

10 (13.0)

<0.001

41 (100.0)

23 (29.9)

<0.001

PN=Peripheral Neuropathy

Table 6. Association between peripheral neuropathy and baseline
variables (Thalidomide)
Univariable

의하게 많았다(p<0.001). 또한 말초신경병증이 악화되지 않고 항

Odds Ratio (95% CI)

p value

Gender (male)

0.91 (0.30-2.80)

0.871

러나 말초신경병증 부작용의 발현 없이 약제를 유지한 환자 수

Age (≥65)

1.80 (0.32-10.25)

0.508

도 차이를 보였는데 lenalidomide군 38명(47.7%), thalidomide군

Comorbidities

암화학요법을 유지한 환자의 수도 lenalidomide군 41명(48.2%),
thalidomide군 9명(10.7%)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그

58명(69.1%)으로 thalidomide군이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Diabetes mellitus

1.93 (0.52-7.21)

0.326

(p=0.001)(Table 3). 해당 약제 투여 전 말초신경병증을 동반한

Liver Disease

0.84 (0.09-7.73)

0.878

환자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와

Renal Disease

0.97 (0.32-2.98)

0.957

1.34 (0.43-4.18)

0.611

유사하였으며, 65세 미만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위 분석

Neurotoxicity

의 경우도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

Dosage

였다(Table 4, 5).

대상 약물의 말초신경병증 발생 위험인자 평가

50 mg

1.00 (Refernece)

100 mg

0.64 (0.12-3.58)

0.614

200 mg

1.00 (0.10-9.61)

1.000

각각의 대상 약물 투여 후 발생한 말초신경병증 정도와 위험
인자일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과의 연관성을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자 전체를 대상으로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를 분석한 결과 역

항목은 없었다. 타 연구에서 말초신경병증 발생의 위험 인자로

시 앞선 결과와 유사하였다.

제시된 당뇨 및 이전 신경독성 약물의 투약 이력은 말초신경병
증의 발생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Table 6, 7). 말초

말초신경병증 이외의 부작용 평가

신경병증 악화 환자 수가 현저히 적은 점을 고려하여 악화 환

연구의 주된 관찰 항목인 말초신경병증 이외 65세 미만의 환

Table 3. Changes in PN before and after therapy
Lenalidomide (N=85)

Thalidomide (N=84)

p valuea

p valueb

Better

4 (4.7)

1 (1.2)

<0.001

0.177

Worse

2 (2.4)

16 (19.1)

<0.001

Maintain

41 (48.2)

9 (10.7)

<0.001

No adverse events

38 (44.7)

58 (69.1)

0.001

PN=Peripheral Neuropathy a=P values were based on Fisher’s exact test b= P values were based on Post-hoc test

Table 4. Changes in PN before and after therapy (Subgroup analysis, age<65)
Lenalidomide (N=41)

Thalidomide (N=77)

p valuea

p valueb

Better

3 (7.3)

1 (1.3)

<0.001

0.085

Worse

2 (4.9)

14 (18.2)

0.044

Maintain

19 (46.3)

7 (9.1)

<0.001

No adverse events

17 (41.5)

55 (71.4)

0.001

PN=Peripheral Neuropathy a=P values were based on Fisher’s exact test b= P values were based on Post-hoc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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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ssociation between peripheral neuropathy and baseline
variables (Lenalidomide)

RRARD, SERPINB2, SLC12A6과 같은 유전자 다형성과의 연관
성을 제시하기도 한다.16,17) Thalidomide로 인한 말초신경병증은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치료 지연 및 실패로 연

Univariable
Gender (male)

435

Odds Ratio (95% CI)

p value

결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10~83%에 이르기까지 발병

1.13 (0.07-18.65)

0.933

률이 다양하고,18,19) 투여기간 및 용량 의존적인 특징을 가지고

Age (≥65)

있다. Mileshkin L 등의 연구에서는 thalidomide를 평균 373 mg/

Invalid

day 투여하였을 때 6개월 치료 시 38%에 머무르던 말초신경병

Comorbidities
Diabetes mellitus

증 발병률이 12개월 치료 시 73%까지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

Invalid

Liver Disease

9.38 (0.53-164.71)

0.126

고,20) 이 결과를 토대로 thalidomide의 치료 기간의 제한을 권장

Renal Disease

2.95 (0.18-49.32)

0.451

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도 thalidomide의 장기간 투여가 예상되

Invalid

는 환자를 대상으로 sensory nerve action potential (SNAP) 데이

5 mg

1.00 (Reference)

며, 약물로 인한 신경병증이 확인된 경우 약제 투여 중단을 권

10 mg

-

1.000

15 mg

-

0.971

25 mg

-

0.976

Neurotoxicity

터를 수집하여 환자의 말초 신경병증의 징후를 관찰하고 있으

Dosage

Table 8. Safety test of drugs by treating multiple myeloma
(Others adverse events)

장하고 있다.21)
이에 반해 lenalidomide는 thalidomide에 비해 면역 조절 및 항
염증 반응과 같은 약효의 차이 뿐만 아니라 말초신경병증과 같
은 부작용 측면에 있어서도 유발빈도가 6.5~15.2% 정도로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1) Patricia MA 등의 meta-analysis
에 의하면, 면역조절제와 같은 새로운 계열의 포함한 치료 시
무진행생존률이 개선되었으며, 특히, lenalidomide의 경우 borte-

Lenalidomide
(N=41)

Thalidomide
(N=77)

p valus

Adverse events
(at least one)

34 (82.9)

57 (74.0)

0.273

Muscle cramp

7 (17.1)

0 (0.0)

<0.001

초신경병증의 발현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던 것과는 달리 lenalidomide

Insomnia

7 (17.1)

3 (3.9)

<0.001

의 경우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Constipation

8 (19.5)

30 (39.0)

<0.001

본 연구에서는 thalidomide와 lenalidomide로 인한 말초신경병

Fatigue

11 (26.8)

18 (23.4)

0.678

증의 발생경향 간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하였으나, 이전 연구와

Edema

4 (9.8)

9 (11.7)

1.000

는 달리 국내 보험 급여 기준에 따른 한계로 인하여 lenalidomide

zomib, thalidomide, placebo 등과 비교 시 치료 단계, 질환의 악
성도와 관계없이 유의하게 개선된 치료 효과를 보였다.22) 또한
모든 연구에서 thalidomide를 포함한 치료군에서 대조군 대비 말

의 투여가 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성 골수종 환자에서만 가능
자를 대상으로 부작용 발현 비율을 비교해 본 결과, 근경련, 불

함에 따라 두 군 간 환자들의 기본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면, 변비 부작용은 각각 lenalidomide군에서 7명(17.1%), 7명

인 항목들이 있었다. Lenalidomide군의 평균연령 및 65세 이상

(17.1%), 8명(19.5%), thalidomide군에서 0명(0.0%), 3명(3.9%), 30

고령환자의 수가 thalidomide군 대비 유의하게 많았고, lenalidomide

명(39.0%)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Table 8). 이 외

군 환자 모두가 이전에 bortezomib, thalidomide와 같은 신경독

관찰된 부작용은 피로, 부종 증상으로 두 군 간 유사하였다.

성 유발약제 투여경험이 있어 기저 grade 1 이상의 말초신경병
증을 동반한 환자의 수가 thalidomide군 대비 유의하게 많았다

고 찰(Discussion)
항암제에 의한 말초신경손상은 말초 신경의 배근신경절(Dorsal
root ganglia, DRG) 혹은 신경 축색돌기(axons)의 손상으로 인하

(all p<0.001). 이러한 차이는 lenalidomide군이 thalidomide군에 비
해 치료 경험이 많고 이전의 약제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말초
신경병증 부작용 발현 비율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중
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여 신경통, 감각 소실 및 운동 실조를 경험하게 되며 임상적으

본 연구 결과 예측과는 달리 약제 투여 후 말초신경병증이 발

로 나타나는 특징은 관여된 약물 종류와 작용 부위에 따라 상

생하거나 악화된 환자의 수는 thalidomide 군(16명, 19.1%)에서

이하다.15)

lenalidomide군(2명, 2.4%) 대비 유의하게 많았고(p<0.001), 이 중

Thalidomide에 의한 말초신경병증 기전은 현재까지 연구 중으

thalidomide군 6명에게서 말초신경병증 grade값이 2단계 이상 상

로 proteasome inhibitor인 bortezomib에 의한 말초신경병증과 유

승하였으며 lenalidomide군(1명)에 비해 부작용의 악화가 심각한

사하게 배근신경절(DRG)의 퇴화와 연관이 있으며, 그 밖에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lenalidomide 투여군의 41명(48.2%)

TNF-α 억제로 인한 Wallerian degeneration과 유수섬유 손실이나

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말초신경병증 증상의 악화 없이 연구 기

말초신경계의 수복기전이나 염증에 관여하는 ABCA1, ICAM1,

간 내에 치료를 유지하였으며 이는 thalidomide군에서 9명(10.7%)
J. Pharm. So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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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환자수에 비교하면 유의한 차이를 보인 값이었다

였다. 또한 연구기간 내 두 군에서 투여한 약물의 용량 조절 및

(p<0.001). 해당 결과는 본 연구와 유사하게 이전에 bortezomib,

말초신경병증이라는 부작용의 특성상 투여 중단 이후에도 나타

thalidomide 치료를 받은 재발성, 불응성 다발성 골수종 환자 30

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적 조사를 시행하지 못한 점 등

명을 대상으로 lenalidomide의 말초신경병증에 대한 효과를 평가

을 들 수 있다.

한 단일기관 소규모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기저 말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dexamethasone 이외의 병용약제

신경병증이 있던 16명의 환자 중 2명만이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없이 lenalidomide와 thalidomide를 직접 비교하여 부작용의 발생

기저 질환이 없던 14명의 환자는 부작용이 유발되지 않아 대부

및 이로 인한 항암 치료 유지 가능여부에 대해 평가한 점에서

분은 12개월간 치료를 유지하였다고 보고하여 기존에 말초신경

의의가 있으며, 기존에 말초신경병증으로 항암 치료 유지가 어

병증을 앓고 있는 다발성골수종 환자에서 lenalidomide로 치료를

려운 다발성골수종 환자에게서 lenalidomide 투여를 우선적으로

유지하는 할 수 있는 임상적 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23) 그러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 말초신경병증이 발생하지 않고 치료를 유지한 환자의 수는

또한 가장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한 새로운 약제인 pomalidomide

오히려 thalidomide군(58명, 69.1%)에서 lenalidomide군(38명,

와의 비교 연구에 대한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4.7%) 대비 유의하게 많아 재발성 질환 및 이전 신경독성 약
제 치료 경험 비율이 낮은 기저상태의 차이가 영향을 줬을 것
으로 추정되었으며(p=0.001), 말초신경병증이 개선된 환자는 두

결 론(Conclusion)
본 연구는 lenalidomide, thalidomide를 투여 받는 환자를 대상

군간 차이가 없었다.
새로 진단된 다발성 골수종 환자에서 말초신경병증은 중요한

으로 다발성골수종 환자에게 나타나는 주된 합병증 중 하나인

합병증으로 질환 그 자체 또는 치료로 인해 발생률이 54%까지

말초신경병증의 악화 및 호전 비율을 비교하고 말초신경병증이

이르며, 다발성 골수종의 주요 치료제로 사용되어 온 bortezomib,

악화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간의 특성 차이를 분석하고자

또한 당뇨

하였다. 연구 결과 lenalidomide를 투여한 환자가 thalidomide 투

병, 알코올 남용, 비타민 결핍, 바이러스 감염과 같은 기저 질환

여한 환자에 비해 말초신경병증 심각도의 증가 비율이 더 낮게

thalidomide의 투여도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24)

17,24)

이나 연령도 말초신경병증 발생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나타났고 신경병증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치료를 유지한 비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thalidomide, lenalidomide 투여군별로

율에도 두 약제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타 연구에

말초신경병증 위험인자를 평가하고자 하였으나 유의한 영향을

서 말초신경병증의 위험요인으로 제시한 당뇨, 신기능 저하, 이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은 없었으며, 65세 미만 환자를 대상

전 신경독성 약물의 투여 유무 등은 말초신경병증 악화와 유의

으로 실시한 하위분석에서 말초신경병증의 발생경향도 전체 환

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추후 보험 급여의 한계점을

자와 유사하였다. 이는 아마도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본 lenalidomide

보완한 대규모의 추가 연구, pomalidomide와의 비교 연구 등 활

의 말초신경병증 발생률이 thalidomide만큼 높지 않고, 환자의

발한 연구를 통하여 다발성골수종 환자에게서 다양한 치료 선

기저특성 간 큰 차이를 보였으며 대규모로 진행된 연구가 아닌

택권이 주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점 등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두 가지 약제 모두 말초신경병증 이 외 grade 3/4 이상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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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 부작용은 보이지 않았으며 근육 경련, 불면증, 변비 등 항
암 치료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의 부작용이 보고되었

모든 저자는 이해 상충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선언한다.

다. 참고로, 이러한 부작용들은 해당 약제 이 외에 병용한
dexamethasone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
며, 실제로 병용하는 dexamethasone을 중단하고 난 후 부작용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사례도 있었다.
본 연구는 lenalidomide와 thalidomide투여 시 말초신경병증 부
작용 발현 비율을 비교하여 lenalidomide의 안전성을 확인하고자
상급종합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단일기관, 후향적 연구로
몇 가지 한계점을 포함한다. 먼저 다발성골수종 질환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경학적인 영향과 연구 당시 lenalidomide의 보
험 급여로 인한 두 군 간 기본 특성의 차이가 있었다. 특히,
lenalidomide를 투여하기 전 말초신경병증으로 인해 많은 환자들
이 gabapentin과 같은 신경병증상 치료제를 병용하고 있었으므
로 이로 인한 효과를 배제할 수 없었으며, 말초신경병증을 일으
키는 타 약제의 투여기간 및 누적용량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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