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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Peripheral Polyneuropathy after Chemotherapy
in Pediatric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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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Vincristine is an antimitotic agent used for treatment of leukemia, lymphomas, and cancers. Its main side effect is a dose-related, length-dependent axonal
neuropathy.
Methods: We performed electrodiagnostic examinations in 18 children who had been
treated with vincristine and who presented with the clinical picture of a peripheral
neuropathy.
Results: The mean cumulative dose of vincristine was 37.7±26.5 mg/m2. Electrodiagnostic examination showed an axonal neuropathy with a length-dependent pattern. All patients showed motor nerve abnormalities and sensory nerve abnormalities were observed
in 13 patients (72.2%). The number of affected nerves was 2.67±1.1 (mean±SD) of four
motor nerves and 1.5±1.4 of four sensory nerves. The mean reduction of the compound
muscle action potential amplitude was 70.9±42.2% in the median nerve and 23.7±20.8%
in the peroneal nerve compared to normal value. However, the mean change in the
sensory nerve action potential amplitude was 139.9±78.5% in the median nerve and
246.9±169.7% in the superficial peroneal nerve.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mplitude reduction of the compound muscle action potential and sensory
nerve action potential.
Conclusion: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electrophysiological motor predominance described differs from the mainly sensory neuropathy reported in adults. Incomplete myelination in motor nerve due to young age may have resulted in greater sensitivity of some
nerves to neurotoxic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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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상 및 방법

Vincristine은 1960년대부터 쓰여지고 있는 vinca alkaloid

1) 연구 대상

계 항종양 물질로서, 여러 종류의 종양치료제로 광범위하게

2010년 1월부터 2016년 12월사이, 경북대학교병원에 입원

사용된다. 특히 소아와 성인에서의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의 항

하여 급성림프구성백혈병으로 진단 후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함화학요법치료에 중요한 약물로 단독보다는 다른 부신피질

18세 이하의 환자 중에서, 항암제 투여 후 감각 혹은 운동신경

호르몬 약물들과 함께 병용요법으로 주로 사용되어 왔다[1].

의 이상증상이 발생하여 재활의학과에서 신경전도검사를 시

Vincristine은 세포주기 특이성 항암제로 세포분열기에 방추사

행한 환자들 중에 말초신경병증을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형성을 방해하여 세포를 파괴한다. 방추사는 튜불린(tubulin)

신경전도검사의 특징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이 중 항암치

이 중합화(polymerization) 되어 형성되는 미세관(microtubule)

료 이전부터 말초 신경병증이 있었거나, 심각한 부작용으로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vincristine은 종양세포의 튜불린과 결

항암화학요법이 바뀌거나, 당뇨 등의 병력으로 신경전도검사

합하여 세포분열에 필요한 미세소관의 합성을 저해하여 종양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자는 제외하였다.

세포의 괴사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그러나 vincristine은 약제의 부작용으로 말초신경, 자율신경, 뇌신경장
애 등의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2]. 일반적으로 vincristine의
2

2) 연구 방법
소아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들의 유병기간, 항암화학요

성인과 소아의 표준용량은 1.5-2.0 mg/m 으로, 환자의 체표

법의 종류, vincristine의 투여량, 항암제 투여시작일로부터 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는 데 1일 투여 최대 용량은 2

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후향적 의무기록 조사를 시행하였다.

mg이다. 약물의 용량은 일반적으로 환자의 체표면적에 근거

신경전도검사는 Synergy (Oxford Medelec, Wiesbaden,

하여 결정되지만, 약물의 부작용 또한 용량을 가감하는 데 중

Germany) machine을 사용하였다. 신경전도 검사는 운동신경

요한 요소이다[1].

으로 상지에서는 정중신경과 척골신경을, 하지에서는 비골신

Vincristine은 소아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의 화학 요법에서

경과 후경골신경을 구획별로 검사하였다. 감각신경으로 상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필수적인 치료제이다. Vincristine

에서는 정중신경과 척골신경, 하지에서는 표재비골신경과 비

치료는 점점 진행하는 말초신경병증을 유발하며, 이는 장기간

복신경을 검사하였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3]. Vincristine과

운동신경에서는 말단잠복기(terminal latency; TL) 및 복합

관련된 말초신경병증을 vincristine induced peripheral poly-

근육활동전위(compound muscle action potential; CMAP)의

neuropathy, VIPN으로 불리기도 한다[4]. 소아 환자에서 가장

진폭과 구획별 신경전달속도를, 감각신경은 신경전달속도와

흔히 사용되는 vincristine는 신경독성을 유발하여, 심각한 운

감각신경활동전위(sensory nerve action potential; SNAP)의

동 및 말초신경 병증을 유발하며, 치료 지연 및 용량 감소를

진폭(amplitude)을 측정하였다. TL은 운동신경 자극 후 CMAP

가져온다[4].

의 기시부까지를 msec 단위로 측정하였고, 운동 및 감각신경

Jain 등 및 Courtemanche 등의 연구에 따르면, 소아 백혈

전달속도는 m/sec 단위로 측정하였다. 진폭은 음첨단(nega-

병 환자에서 말초신경병증의 양상은 감각신경, 운동신경, 자

tive peak)부터 양첨단(positive peak)까지를 측정하였는데 감

율신경을 침범한다고 보고되어 있다[4,5]. 이에 대한 분석은

각신경에서는 microvolt, 운동신경에서는 millivolt로 표시하

주로 침범된 신경의 종류 등을 감각신경, 운동신경으로 나누

였다.

어 정성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Reinders-Messelink 등 및

신경전도검사의 판정은 Preston 등이 제시한 소아 정상 기

Yildiz 등이 시행한 일부 논문에서는 신경전도 parameter의

준치를 이용하였다[8].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정상 수치

변화 정도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중증도를 분석하였으나

에 비교한 CMAP, SNAP 전위폭의 변화의 정도를 백분위(%)로

[6,7], 아직 국내에서는 시행된 바 없다.

나타내었다(% CMAP or SNAP amplitude=measured value*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아 백혈병 환자 중 vincristine을 포

100/reference value). 또한 개인별로 검사한 4개의 운동신경,

함한 항암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환자에서 발생한 말초신경병

4개의 감각신경 중에서 각각 침범된 신경의 수를 분석하였다.

증의 특성에 대해서 감각신경 및 운동신경의 침범 정도를 정

통계분석은 SPSS version 20.0 (SPSS Inc, Chicago, IL,

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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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하기 위해서 chi-square test를 사용하였다. 또한 운동

항암치료 시작 전에 신경전도검사를 시행하였었고, 이상소견

및 감각신경에서 각각 침범된 신경별로 CMAP, SNAP 전위 백

이 없었다. Vincristine의 누적 투여량은 평균 37.7±26.46

분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student t-test와, 비모수일 경

mg/m2이었다. 첫번째 vincristine 항암요법을 시행하고 나서

우에는 Mann-Whitney U-test를 사용하였다. 유의수준은 P＜

분석 대상인 신경전도검사를 하기까지의 기간은 552±521.5

0.05로 정하였다.

일이었다. 신경전도검사의 이상소견이 확인된 환자들은 해당
항암치료계획서의 독성에 따른 용량조절 지침 중 vincristine

결

약물에 대한 투약지속 또는 휴약 후 재투약 지침을 따랐다.

과

환자 집단의 정보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1) 대상 환자의 임상적 특징
총 24명의 환자 중에 심각한 부작용으로 항암화학요법이

2) 신경전도 검사 소견

바뀌거나 당뇨가 있었던 환자 6명을 제외하고, 18명을 분석하

모든 환자에서 1개 이상의 운동신경의 이상소견을 보였으

였다. 남자는 10명, 여자는 8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7.9±

며, 감각신경의 이상소견을 보인 경우는 13명(72.2%)였다. 침

4.5세였다. CCG1961 요법[9]이 5명, AALL0331 요법[10]이 11

범된 신경의 개수는 운동신경은 총 4개중에 2.67±1.1개, 감

명, AALL0232 요법[11]이 2명에서 시행되었다. 모든 환자는

각신경은 1.5±1.4개였다. 운동신경 및 감각신경에서 침범된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N=18)
Patients
no.

Gender/age
(years)

CTx
protocol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F/5
F/17
M/16
M/6
M/9
M/13
F/8
F/3
F/4
M/9
M/2
F/6
M/7
M/4
F/6
M/8
M/8
M/15

AALL0331
AALL0232
CCG1961
AALL0331
AALL0331
AALL0232
AALL0331
AALL0331
AALL0331
AALL0331
AALL0331
AALL0331
CCG1961
CCG1961
AALL0331
CCG1991
AALL0331
CCG1961

Cumulative dose Time interval between
first VCR and
of vincristine
2
EDx examination (days)
(mg/m )
12
18
19.5
19.5
18
18
28.5
12
28.5
24
36
36
60
60
60
60
78
109.5

118
133
176
181
183
186
195
299
347
363
392
432
635
742
1040
1132
1372
2005

Motor
neuropathy

Sensory
neuropathy

Type of
axonal
neuropathy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No
Yes
Yes
Yes
Yes
No
Yes
Yes
Yes
Yes
No
Yes
Yes
No
Yes
No
Yes

LD
LD
LD
LD
LD
LD
LD
LD
LD
LD
LD
LD
LD
LD
LD
LD
LD
LD

CTx, chemotherapy; VCR, vincristine; EDx, electrodiagnostic; LD, length dependent; NLD, non length dependent.

Table 2. Involvement pattern of nerve in Vincristine induced peripheral neuropathy in childhood ALL
Motor nerve
Median
Ulnar
Peroneal
Tibial

Number of involved nerve
13/18
12/18
18/18
5/18

Sensory nerve
Median
Ulnar
Superficial peroneal
Sural

Number of involved nerve
3/18
7/18
4/18
12/18

P-value
0.001a)
0.091
0.000a)
0.022

ALL,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a)
P＜0.05.

Clin Pediatr Hematol Oncol

109

Yu-Sun Min, et al

개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7). 정중

모든 환자에서 길이의존형(length-dependent) 침범양상을

신경을 침범한 경우는 운동신경은 13명, 감각신경은 3명 이었

보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하지를 침범하지 않고 상지를 먼저

고(P=0.001), 비골신경을 침범한 경우는 운동신경은 18명, 감

침범하는 양상, 즉 non length-dependent 양상은 관찰되지 않

각신경은 4명이었으며(P=0.000) 정중 신경 및 비골 신경에서

았다. 또한 CMAP 진폭의 감소가 말단잠복기의 증가를 동반

감각신경에 비해 운동신경의 침범된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하지 않았으며, 파형에서 시간분산(temporal dispersion) 및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2).

전도차단(conduction block)을 동반하지 않아 축돌기 손상

CMAP 진폭은 정중신경에서 70.9±42.2%, 척골신경에서

(axonal injury)의 타입을 보였다(Fig. 1).

90.7±31.6%, 비골신경에서 23.7±20.8%로 감소를 보였으며,
SNAP 진폭은 정중신경에서 139.9±78.5%, 척골신경에서 122.6±

고

찰

58.7% 표재비골신경에서 246.9±169.7%로 감소된 소견을 나
타내지 않았다. 운동 및 감각 신경에서 CMAP의 진폭 감소량

상기 결과는 국내에서 소아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시 동

이 SNAP의 진폭 감소량에 비해 더 컸으며, 정중신경, 척골신

반되는 VIPN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소아에서는 성

경, 비골신경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인의 VIPN과 달리 운동신경을 먼저 침범하고, 더 심하게, 다

0.001, P=0.049, P=0.000) (Table 3).

량으로 침범하는 소견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5]. 이는 특히

Table 3. Quantitative analysis of CMAP and SNAP amplitude in motor and sensory nerve in Vincristine induced peripheral neuropathy
in childhood ALL
Motor nerve
Median
Ulnar
Peroneal
Tibial

CMAP amplitude (%)
70.9±42.2
90.7±31.6
23.7±20.8
141.6±54.4

Sensory nerve

SNAP amplitude (%)

P-value

Median
Ulnar
Superficial peroneal
Sural

139.9±78.5
122.6±58.7
246.9±169.7
84.7±37.1

0.001
a)
0.049
0.000a)
0.001a)

a)

ALL,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CMAP, compound motor action potential; SNAP, sensory nerve action potential.
a)
P＜0.05.

Fig. 1. A nerve conduction study performed after chemotherapy showed axonal damage. (A) The amplitude of compound motor action
potential was decreased in the median nerve, (B) The amplitude of sensory nerve action potential was decreased in the median nerve
in patient with VI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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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cristine의 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여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합병증이 예상될 때는 적극적인 치

며, 성인의 VIPN과 비교하였을 때 소아의 특징적인 소견을

료를 요하며, pyridostigmine 또는 그 전구체를 사용하여 좋은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아에서는 신경전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22]. 본 연구에서는 모든 환자의 vincris-

검사에서 성인의 VIPN과 달리 운동신경을 먼저 침범하고, 운

tine 누적 용량이 8 mg/m 이상이었으며, vincristine 투여한

동 및 감각 신경에서 CMAP의 진폭 감소량이 SNAP의 진폭

후 6주 이상 지났고, 신경전도 검사에서도 축돌기다발신경병

감소량에 비해 더 컸으며, 정중신경, 척골신경, 비골신경에서

증의 형태로 나타나서 이전에 보고되었던 양상들과 비슷한 양

유의하게 침범한 소견을 보였다. 모든 환자에서 길이의존형

상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신경전도 검사 소견은 환자

(length-dependent) 침범양상을 보였으며 축돌기 손상(axonal

의 다발신경병증이 수초탈락(demyelintion) 보다는 축돌기

injury)의 타입을 보였다.

(axon) 질환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소견이다. CMAP 진폭

2

항암화학요법 시 나타나는 신경 독성은 치료를 중단하거나

의 감소가 말단잠복기의 증가를 동반하지 않았으며, 파형에서

화학요법을 변경해야 하는 주요 원인이다. 이중 vincristine은

시간분산(temporal dispersion) 및 전도차단(conduction block)

림프구성 질환의 항암화학요법에 사용되는 필수적인 항암제

을 동반하지 않았으므로, 수초탈락에 의한 손상보다는 축돌기

이며, 세포 내의 미세소관을 구성하는 튜불린 이합체에 결합

손상에 합당한 소견이다(Fig. 1).

하여 암세포의 세포 분열을 중기에서 정지시켜 항암 효과를

항암제에 의한 말초신경병증(chemotherapy induced pe-

나타나는 약제이다[12]. Vincristine에 의한 신경독성의 기전은

ripheral polyneuropathy, CIPN)은 암이 신경조직을 직접 침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튜불린 이합체에 vincristine

범하여 신경을 압박하거나 골 전이를 형성하였을 때의 암성

이 결합하여 신경조직의 축삭 운반과 분비 작용을 방해하여

통증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써, 복합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일차적 축삭 변성을 야기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환자의 약 40%에서 관찰된다[15]. 환자의 연령, 말초 신경계에

[13,14].

영향을 줄 수 있는 당뇨병 및 다른 동반 질환의 유무, 과거에

이러한 vincristine을 사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신경병증은

다른 말초 신경 병력, 신경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약제

일반적으로 감각신경을 침범한 말초 신경병증이 가장 많지만

사용력 등도 증상의 심각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23]. 이는 항

[15], 이번 연구에서는 운동신경을 침범한 경우가 더 많았다.

암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도 수개월 내지 수년간 지속되기도 하

이는 성인과 다른 소아에서의 특징적인 결과로 발달과정에서

며, 심한 경우에는 평생동안 지속되면서 환자의 삶의 질에 나

중추 신경 및 말초신경의 성숙(maturation) 과정에서 수초화

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24]. 전형적인 임상 양상으로는

(myelination)의 시간적 차이를 고려해볼 수 있다[5]. 감각신

양측성으로 손과 발의 원위부에서 시작되어서 진행함에 따라

경의 성숙 및 발달이 운동신경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서 stocking-glove 양상으로 분포하는 감각 이상을 호소하게

있다[16,17].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수초화 과정이 미성숙한 상

된다. 성인에서는 운동신경 보다는 주로 감각신경의 이상을

태에 있는(unmyelination) 운동신경이 축삭손상을 가져오는

초래하고 신경전도 검사에서는 감각 신경 전도의 진폭이 감소

vincristine 과 같은 약제에 의해서 손상 받기 쉬운 것으로 추

되어 있는 소견을 보인다[25].

정되며, 이는 소아에서 특징적인 운동신경침범의 양상이 두드
러진 소견을 설명할 수 있다[5].

신경전도검사는 임상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전 초기에 병변
을 발견할 수 있으나, 검사의 결과가 환자의 증상이나 신경병

Vincristine은 정상 상태에서는 혈액 뇌장벽을 잘 통과하지

증의 심각성과는 상관성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

않으므로, 중추신경계 독성은 드물고, 주로 말초, 자율신경계

유는 신경전도검사가 주로 직경이 크고 유수(myelinated) 신

독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Vincristine 신경독성은

경인 A 섬유 중 운동신경 섬유인 A, A의 병변을 나타내는

투약 후 약 2주에서 19주 사이에 잘 나타나고 누적 용량이

것으로서, 항암제에 의한 말초신경병증의 증상으로 통증과 관

4 mg 이상일 때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으며, 신경전도 검사에

련되는 A, C 섬유 등의 소신경 섬유의 병변을 반영하지 못하

서 축삭 손상의 형태로 나타난다[19]. 환자가 약제에 과민증이

기 때문이다[26]. 하지만, 소아에서는 운동장애 및 운동신경의

있는 경우, 간장애와 다른 유전성 신경병증을 동반한 경우,

침범이 상대적으로 조기에, 심하게 나타나므로 대신경 섬유인

allopurinol, erythromycine, isoniazid, mitomycin C, pheny-

운동신경 병변을 우선적으로 대변하는 신경전도검사가 유용

toin, itraconazole 등과 같은 약제를 같이 사용한 경우 vin-

할 수 있다[5].

cristine 신경독성이 증가될 수 있다[20,21]. Vincristine 신경독

상기 연구는 환자의 연령, vincristine 누적투여량, 첫번째

성은 대부분 자연 회복되는 경과를 보이지만, 그 증상이 심하

vincristine 투여시점에서 신경전도검사 시까지의 기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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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였다. 추후 연구에서 신경전도검사까지의 시간이나, 누
적투여량을 통제하여서 분석을 하거나, 기간 혹은 누적투여량
의 정도와 신경전도검사를 통한 신경생리학적 변화의 연관성

3.

을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번 연구에서 백혈병 환자 치료에 AALL0331 요법이 11명,
AALL0232 요법이 2명, CCG1991 요법이 5명에서 시행되었다.

4.

이는 다약제 병합화학요법으로 vincristine 뿐만 아니라, Dexamethasone, 6-Mercaptopurine, Methotrexate, Doxorubicin
등의 신경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 약물에 동시에 노출되었다.

5.

그러므로 신경전도 검사상 검출된 말초신경병증의 특성을 단
순히 vincristine만의 영향으로 한정되어 해석하기는 어렵다.

6.

각각 약제의 작용기전에 따른 대표적인 부작용을 신경근육계
통에 한정되어 살펴보면, Dexamethasone은 근병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Methotrexate 는 중추신경계 독성, Doxorubicin

7.

은 심근병증이 알려져 있다. 이중 Vincristine은 대표적인 부
작용으로 말초신경병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8.

[15]. 그러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vincristine에 한정하여서 분
석하였으며, 향후 다른 약제와의 말초신경병증의 관계를 추가
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이번 연구는 말초신경병

9.

증 진단 이후에 vincristine 감량 여부 및 환자의 증상 악화
및 호전 여부에 대해서 관찰하지 않은 것이 한계이다. 그러므
로 추후 연구를 통해 말초신경병증으로 진단된 환아에서 약물
용량 감량 이후에 증상 및 신경전도검사의 변화 정도를 추적

10.

관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항암제에 의한 말초신경병증은 백혈병 환자의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항암화학요법을 투여하기 전에
항암제와 관련된 신경병증의 발생의 가능성에 대하여 환자에

11.

게 충분한 정보를 주어야 하고, 증상 및 징후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항암제에 의한 신경병증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진료 현장에서는 항암제 투
여력이 있는 환자에서 말초 신경 증상을 호소할 때에는 항암
제에 의한 말초신경병증의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약물 중재를
하여 환자들의 불편한 증상을 경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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