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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Thisstudyaimedtoreportthetherapeuticeffectofacupunctureonchemotherapy-inducedperipheralneuropathy

(CIPN).

Methods:ThearticlesweresourcedfromdatabasesincludingPubMed,EMBASE,CochraneLibrary,CNKI,CiNii,WHO
ICTRP,JSOM,KMBASE,KISS,NDSL,andOASISasofJuly2019.Themainsearchkeywordswereperipheralneuropathy
andacupuncture,andonlyrandomizedcontrolledtrialsusingacupuncturefortherapeuticpurposeswereincluded.Cochrane’s
riskofbiaswasusedtoassesstheriskofbias,andtheReviewManager5.3programwasusedformeta-analysis.

Results:Sixstudieswithatotal394participantswereincluded.Whencombinedtreatmentofacupunctureandusualcare
wascomparedwithusualcarealone,qualityoflifeimprovedmoresignificantlyinthecombinationtreatmentgroup(SMD=-2.71,
95% CI:-5.01to-0.41,P=0.02,I2=97%).TheCIPNpainscorewasloweramongthecombinationtreatmentgroup,butnot
toasignificantdegree(SMD=-2.55,95% CI:-5.14to0.04,P<0.05,I2=98%).Therewerenoseveresideeffectsinanystudies.

Conclusion:AcupuncturecombinedwithusualcaremaybeconsideredtosafelyrelieveCIPNpainandimprovequalityof
lifeforcancerpatients.However,astherearefewrandomizedcontrolledtrialsstudyingtheeffectofacupunctureonCIPN,
furtherwell-designedresearchisneeded.

Keywords:CIPN,acupuncture,chemotherapy,peripheralnervoussystemdiseases,neuropathy,cancer,systematicreview,
meta-analysis

Ⅰ.서 론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망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암은 세계 으로도 인구의 증가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발생 사망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1,2
.

항암화학요법(chemotherapy)은 종양의 억제를 목

으로 사용하는 표 치료 하나로 암 환자의

60-75%가 시행한다.그러나 반복 으로 장기간 항

암화학요법을 받는 암 환자는 강한 독성으로 인한

범 한 세포 괴로 신 인 부작용을 경험할

수있다
3
.그 탁산계(taxane), 래티늄계(platinum),

빈카알칼로이드계(vincaalkaloids),탈리도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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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thalidomide),볼테조 (bortezomib)등 계열의

항암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38-70%에서 말 의 운

동,감각 자율신경계가 손상되어 항암화학요법

유발 말 신경병증(chemotherapyinducedperipheral

neuropathy,CIPN)이 발생하여 통증, 림,냉감,

작열감,감각 소실,이상감각 등의 감각 장애,근력

하,근육 경련과 같은 운동 장애의 증상이 나타

난다
4-6
.

CIPN은 항암화학요법으로 유발되는 부작용에

서 골수기능부 에 이어 두 번째로 빈도가 높은

신경독성 부작용 하나이며 주로 유방암, 액암,

장암, 암 환자에서 흔히 발생한다
7
.말 신경병

증은 신경독성 항암제가 축 되면서 신경 축삭을

감싸는 수 의 손상으로 말 신경 조직의 괴나

변성이 일어나 발생하며 치료 종료 후에도 수개월

에서 수년간 지속될 수 있고 심한 경우 불가역

인 후유증을 남긴다8.후유증이 지속되면 삶의 질

하와 신체기능 하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암에

한 표 치료의 효과를 감소시키거나 치료를 지

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증상 완화를 한 다양한

치료법이 제시되고 있다.임상 으로 CIPN의 치료

를 해 gabapentin과 pregabalin과 같은 항경련제,

마약성 진통제,tricyclic계 항우울제 등의 약물

치료와 신경자극술,재활치료,도수치료와 같은 비

약물 치료가 통용되고 있으나 아직 그 효과들에

한 근거가 부족하여 유효성이 증명되고 있지 않으

며,최근 들어서 serotoninandnoradrenalinereuptake

inhibitor(SNRI)계 항우울제인 duloxetine에 한

권고만 제시되고 있다9-11.

최근 세계 으로 암에 한 한의학 치료의

심이 높아지면서 침치료가 암성 통증,암성 피로,

오심구토 상열감 등의 항암화학요법 유발 부작

용,방사선요법 유발 구강건조증과 같은 암 련

증상과 암 환자의 치료율 삶의 질에 정 인

효과가 있으며 이로 인해 생존율을 증가시킨다는

여러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12-14
. 한 침치료는 미

국, 국,유럽 등의 연구에서는 당뇨,벨마비,터

증후군 등의 기 질환에 의해 유발되는 말 신경

병증에서도 유의한 효과가 보고되었다.뿐만 아니

라 유방암,림 암,기 지암, 장암 등 다양함 암

종 환자에서의 CIPN에도 침치료의 유효성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유효한 효과가 보고

되어 임상 으로 다수 활용되고 있다
15-17
.

그러나 재 CIPN에 하여 침의 치료 유효

성과 방 유효성이 혼재되고 있으며 선행 연구

에서 아직 일 된 결과가 없고 규모 연구의 부

재로 극 으로 권고함에 있어서는 근거가 부족

한 황이다18.이에 본 연구에서는 침의 CIPN에

한 치료 효과를 평가하고자 어,일본어,

국어의 언어로 작성된 다국 연구에 하여 문헌

고찰 메타분석을 시행하 다.

Ⅱ.연구 방법

1.검색 략

2019년 7월까지 발표된 논문을 상으로 어

문헌은 PubMed,EMBASE,CochraneLibrary,WHO

ICTRP,JSOM, 국어 문헌은 CNKI,일본어 문

헌은 CiNii,국내 문헌은 KMBASE,KISS,NDSL,

OASIS를 이용하여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검색하 다.

항암화학요법 유발 말 신경병증에 한 침치료 연

구를검색하기 해“(NeoplasmsORcancerORtumor

ORmalignantORdrugtherapyorantineoplastic

agents)AND (peripheralnervoussystem diseases

OR peripheralneuropathyOR neuralgia)AND

(AcupunctureORacupointORelectroacupuncture

ORbeevenom ORpharmacopunctureORherbal

acupuncture)"를 검색어로 검색하 다. 한 모든

문헌 검색에 하여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무작

조군 연구를 시사하는 검색어를 포함하여 연구

유형을 제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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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정 기 제외 기

검색된 논문의 제목과 록을 통해 1차로 확인

하고,이후 논문의 원문을 검토하여 다음의 기 을

충족시킬 때 포함하 다.(1)항암화학요법 유발 말

신경병증을 호소하는 환자,(2)증상의 재술로

일반침, 침, 침,약침 등의 침치료를 사용한 환

자,(3)무작 조군 임상 연구,(4)침치료를 치

료 목 으로 사용한 연구,(5)한국어, 국어,

어,일본어로 작성된 논문의 문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이 포함되었다.반면 다음의 기 에 해당

될 경우 배제하 다.(1)회색 문헌,(2)침치료를

방 목 으로 사용한 연구.회색 문헌은 학

논문, 록만 발표된 문헌, 로토콜 논문, 터

기타 보고서로 정의하 다.선별 과정에서는 두 명

의 자(KEH,YSW)가 참여하 으며,두 명의 결

과물을 비교 합의하는 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제 3의 연구자(LJY)와 토의하여 최종 문헌을 선택

하 다.

3.비뚤림 험 평가

비뚤림 험 평가는 Cochranegroup이 제작한

RiskofBias(RoB)
19
도구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무작 배정순서 생성,배정순서 은폐,연구참여자

연구자 가림,결과 평가자 가림,불충분한

결과 자료,선택 결과 보고,그 외 비뚤림의 7가

지 항목에 해 “높음(highriskofbias)”,“주어진

자료가 불충분함(unclearriskofbias)”,“낮음(low

riskofbias)”로 평가하여 표기하 다.평가의 세부

기 은 NECA체계 문헌 고찰 매뉴얼20을 참고

하여 시행하 으며 검토자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

을 경우 제 3자로부터 의견을 구해 재논의 하 다.

4.메타 분석

메타 분석은 분석 가능한 동일한 결과 변수를

보고한 연구가 3편 이상 있을 때 수행하 다. 재

의 효과 크기는 CochraneLibrary의 ReviewManager

Version5.3 로그램으로 산출하 으며,이분형 자료

는 상 험도(riskratio,RR)와 95% 신뢰구간을

이용하고 연속형자료는 표 화된 평균차(standardized

meandifference,SMD)와 95% 신뢰구간으로 표시

하 다.개별 연구 간에 이질성을 고려하여 변량

효과 모형(randomeffectsmodel)을 이용하 고

상 연구의 동질성 여부는 I2검정을 통해 확인하

다.I
2
값은 이질성이 없을 때 0%이며, 등도의 이

질성이 50-75%,75% 이상은 고도의 이질성을 의

미한다
21
.

Ⅲ.결 과

1.문헌 선정

국내외 11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2019년 7월

까지 발표된 문헌 총 599편이 확인되었다.그

복 문헌을 제거하여 507편을 선별하 고 록과

제목을 검토하여 주제와 선정 기 에 연 이 없는

문헌 375편을 배제하여 132편을 1차 선별하 다.

선별된 132편을 상으로 본문을 검토하여 항암화

학요법 유발 말 신경병증과 련 없는 논문(n=3),

침치료를 재로 사용하지 않은 논문(n=7),무작

조군 연구가 아닌 논문(n=90),침치료를 증

상의 방 목 으로 사용한 논문(n=3),원문 확

보가 불가능한 논문(n=18),회색 문헌(n=3),

복되어 출 된 논문(n=2)을 제외하여,총 6편의

논문
22-27
을 선택하 다(Fi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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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Flowdiagramofstudyscreening.

2.연구 특성

394명의 참가자가 포함된 6편의 선정 논문의 특

성은 Table1에 요약하 다.암 종은 유방암
23-27
과

액암
22-25
환자가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는 장

계암,비뇨생식계암,난소암,두경부암이 있었다.말

신경병증을 유발한 항암화학요법 약물의 종류에

해서는 taxane계
24-26
와 oxaliplatin 항암제

24,26
가

주를 이루었으나 6편 에 3편
22,23,27

이 해당 사항에

하여 언 한 바가 없었다.6편 3편
22,23,25

은 침

치료와 통상치료의 병행과 통상치료 단독치료의

효과를 비교한 논문이었으며,2편
26,27
은 침치료 단

독치료와 통상치료 단독치료의 효과를 비교한 논

문이었고,다른 1편
24
은 4-armRCT로 침을 수

자목욕(hydroelectricbaths),고용량 비타민 B복

합체 캡슐,젖당 캡슐과 비교한 논문이었다.선정

된 논문에서 보고된 치료 기간은 2주에서 12주 으

며 치료 효과에 한 추 찰 기간은 2주에서 20주

다.CIPN의 증상은 련 증상의 강도,삶의 질,

신경 도검사,치료 반응률의 범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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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Published
year)

Sample
number/
nation/
language
(No.of
intervention
/control)

Cancertype/
chemotherapy
regimen

Intervention/
controlarm

Primaryacupoints
Treatment
schedule

Outcome(scale) Results
Adverse
event

Han
(2016)

98/China/
English
(49/49)

Multiple
myeloma/
bortezomib

ATX+
MetIM/
MetIM

bilateralLR3(太衝),
ST43(陷谷),

GB41(足臨泣),SP6(三陰交),
ST36(足三里),SP10(血海),
ST25(天樞),GV14(大椎),
GV12(身柱),GV11(神道),
GV9(至陽),BL13(肺兪),
BL17(膈兪),BL58(飛揚)

Dailyfor3days,
thenonceevery
alternatedayfor
10days;

repeat3cycles;
total12weeks

1.CIPNpain(VAS)
2.QOL(FACT/
GOG-Ntx)

3.NCV

1.Reductionsinpain
2.Improvementsin
QOL

3.Improvementsin
NCV

(exceptSCVofthe
mediannerve)

noAE

Alessandro
(2019)

29/Brazil/
English
(15/14)

Breastcancer,
GIT,GUT,
hematologic/
notreport

ATX+
Rehab/
Rehab

LR3(太衝),SP3(太白),
LI3(三間),HT3( 海),
PC7(大陵),LU9(太淵),

SP9(陰陵泉)

Twotimes
perweek;
total5weeks

1.CIPNgrade
(NCICTCAE)

2.QOL(EORTC
QLQ-C30)

3.QOL(FIM)
4.CIPNpain(VAS)

1.Reductionsin
CIPNgrade

2.Improvementsin
physicaland
functionaldomain

(notintheother
domain)
3.Nodifference
4.Nodifference

noAE

Rostock
(2013)

59/
Germany/
English
(14/13
/15/17)

Breastcancer,
ovariancancer,
lymphoma/
vincaalkaloids,
platin,taxane

EA/HB/
HDVitBcap
/Lactosecap

U/ECIPN:
bilateralLI4(合谷),
LI11(曲池),SI3(後谿),
HT3( 海)

L/ECIPN:
bilateralLR3(太衝),
SP9(陰陵泉),GB41(足臨泣),
GB34(陽陵泉)

Eachsession
includes

15minutesof
electrosimulation
(50Hz);

total8±1sessions
for3weeks

1.CIPNpain(NRS,
Neuropathyscore,
ENoG,NCI
CTCAE)

2.QOL(EORTC
QLQ-C30)

1.Noimprovements
inCIPNsymptoms

2.Nodifferencein
QOL

Not
report

Molassiotis
(2019)

87/
Hongkong/
English
(44/43)

Breastcancer,
Headandneck,
CRC,myeloma/
platin,
docetaxel,
bortezomib

ATX+
Usualcare/
Usualcare

U/ECIPN:
LI4(合谷),LI11(曲池),
PC7(大陵),TE5(外關)
and/orEx-UE9(八邪)

L/ECIPN:
SP6(三陰交),ST36(足三里),
LR3(太衝),ST41(解谿)
and/orEx-LE10(八風)

Twiceweekly;
total8weeks

1.CIPNpain(BPI)
2.QOL(FACT/
GOG-Ntx)

3.CIPNgrade
(NCICTCAE)

4.NCS

1.Improvementsin
painintensityand
paininterference

2.Improvementsin
QOL

3.Improvementsin
CIPNgradein
thesensoryitem

(notthemotoritem)
4.NodifferenceinNCS

noAE

XU
(2010)

64/China/
Chinese
(32/32)

Lungcancer,
breastcancer,
ovariancancer,

GIT/
paclitaxel,
oxliplatin

ATX/
CobIM

bilateralLI4(合谷),
LR3(太衝),ST36(足三里),
CV6(氣海),LI11(曲池),
SP3(太白),Ex-UE9(八邪),

Ex-LE10(八風)

Fivetimes
perweek;
total2weeks

CIPNpain
(responserate)

Improvementsin
CIPNsymptoms

Not
report

YANG
(2015)

57/China/
Chinese
(30/27)

notreport/
notreport

ATX/
oralCBZ

GV20(百 ),PC6(內關),
Ashi(阿是穴)

Twiceperweek;
total4weeks

CIPNpain
(responserate)

Improvementsin
CIPNpain

16cases
(lessin
intervention
group

significantly)

ATX:acupuncture,Met:methylcobalamin,IM :intramuscular,CIPN:chemotherapy-inducedperipheralneuropathy,VAS:visual
analoguescale,QOL:qualityoflife,FACT/GOG-Ntx:functionalassessmentofcancertherapy/gynecologiconcologygroupneurotoxicity,
NCV:nerveconductionvelocity,SCV:sensorynerveconductionvelocity,AE:adverseevent,GIT:gastrointestinaltract,GUT:
genitourinarytract,Rehab:rehabilitation,NCICTCAE:nationalcancerinstitutecommonterminologycriteriaforadverseevents,
EORTCQLQ-C30:europeanorganizationfortheresearchandtreatmentofcancerqualityoflifequestionnaire-core30,FIM:functional
independencemeasure,EA:electroacupuncture,HB:hydroelectricbaths,HDVit:highdosevitamin,U/E:upperextremity,L/E:lower
extremity,NRS:numericalratingscale,ENoG:electroneurography,CRC:colorectalcancer,BPI:briefpaininventory,SDS:symptom
distressscale,TNSc:totalneuropathyscore-clinical,NCS:nerveconductionstudy,Cob:cobalamide,CBZ:carbamazepine

Table1.TheCharacteristicsoftheIncludedRandomizedControlled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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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비뚤림 험 평가

선정된 6편의 비뚤림 험 평가 결과는 Table2

에 제시하 다.선택 비뚤림에서는 YANG27의 연

구 경우 무작 배정 과정에서 병원 방문 순서에

따라 배정하 다는 보고를 고려하여 무작 배정

순서 생성과 배정순서 은폐에 한 비뚤림을 ‘높음’

으로 평가하 다.다른 5편22-26의 연구 모두 무작

배정순서 생성에 한 비뚤림은 ‘낮음’에 해당하

으나 그 2편22,26은 배정순서 은폐에 한 내용을

구체 으로 언 하지 않아 ‘불확실’로 평가하 다.

실행 비뚤림에서는 6편의 논문 모두 침치료와 통

상치료를 비교한 문헌으로 연구참여자 혹은 연구

자에 한 가림이 불가능하여 ‘높음’에 해당되었

다.검출 비뚤림에서는 1편
23
의 논문에서만 결과 평

가자의 가림을 보고하여 ‘낮음’에 해당되었으며

다른 5편
22,24-27

은 모두 언 하지 않아 ‘불확실’로 평

가하 다.탈락 비뚤림에 해서는 YANG27의 연

구 경우 환자 탈락에 한 언 이 없어 ‘불확실’로

평가하 으며 다른 5편22-26의 경우 양 군 환자의

탈락이 고 탈락율이 비슷하여 ‘낮음’에 해당하

다.결과보고 비뚤림에서는 XU26의 연구만 ‘불확실’

에 해당되며 다른 5편
22-25,27

은 모두 ‘낮음’으로 평가

하 고 모든 문헌에서 기타 비뚤림은 존재하지 않

았다(Fig.2).

Study Randomization
Allocation
concealment

Participants
blinding

Assessor
blinding

Incomplete
outcomedata

Selective
reporting

Otherbias

Han
(2016)

L U H U L L L

Alessandro
(2019)

L L H L L L L

Rostock
(2013)

L L H U L L L

Molassiotis
(2019)

L L H U L L L

XU
(2010)

L U H U L U L

YANG
(2015)

H H H U U L L

L:low,U:unclear,H:high

Table2.RiskofBiasintheIncludedRandomizedControlledTrials

Fig.2.Riskofbiasgraphoftheincludedrandomizedcontrolled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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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치료 효과

1)침치료 통상치료의 병행 후 통증 강도

비교

3건의 문헌
22,23,25

으로 메타분석을 시행하여 침치

료 통상치료 병행 후의 visualanaloguescale

(VAS) briefpaininventory(BPI)로 평가한 통

증 강도 수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통상치료

단독에 비하여 증상이 호 되었으나 유의하지는 않

았다(SMD=-2.55,95% CI:-5.14to0.04,P<0.05,

I
2
=98%)(Fig.3).

2)침치료 통상치료의 병행 후 삶의 질 비교

3건의 문헌22,23,25으로 메타분석을 시행하여 침치

료 통상치료 병행 후의 FACT/GOG-Ntx

(FunctionalAssessmentofCancerTherapy/Gynecologic

OncologyGroup-Neurotoxicity),EORTCQLQ-C30

(European Organization forthe Research and

TreatmentofCancerQualityofLifeQuestionnaire-Core

30)으로 평가한 삶의 질 수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통상치료 단독에 비하여 삶의 질이 유의하게

호 되었다(SMD=-2.71,95% CI:-5.01to-0.41,

P=0.02,I
2
=97%)(Fig.3).

Fig.3.Meta-analysisofacupuncturetreatmentinsymptomintensityandqualityoflifeforchemotherapy-induced
peripheralneuropathypatients.

ATX:acupuncture,CIPN:chemotherapyinducedperipheralneuropathy

5.이상 반응

선정된 6건의 문헌 1건
27
의 논문에서 무기력,

기증,구역,구토,발진 등 16례의 부작용을 보고

하 는데 모두 증의 이상반응은 없었으며 부작

용의 발생률은 통상치료보다 침치료 군에서 유의

하게 었다.다른 2건
24,26
의 논문은 부작용에 하

여 보고하지 않았다.

Ⅳ.고 찰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암 환자의 항암화학요법

유발 말 신경병증에 있어 침치료의 효과를 종합

으로 검토하고자 본 연구를 계획하 다.침치료

에는 일반침, 기침,이침,지압(Acupressure),

침,약침 치료를 포함하 으며 침치료의 방 유

효성과 치료 유효성의 혼재를 막고자 치료 효

과에 한 무작 조군 문헌으로만 제한하 다.

최종 으로 선정된 6건의 논문을 종합한 결과,침

치료와 통상치료의 병행은 통상치료 단독 치료와

비교했을 때 FACT/GOG-Ntx설문지와 EORTC

QLQ-C30설문지로 평가한 삶의 질을 유의하게 호

시켰다.VAS와 BPI설문지로 측정한 CIPN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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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강도에서도 통증 수가 보다 낮은 경향이 있

었으나 통계 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6건의 문헌

침치료가 CIPN과 련된 증상 삶의 질에

효과가 없었던 유일한 연구는 Rostocketal
24
의 연

구로, 기침,수 자목욕(hydroelectricbaths),

고용량 비타민 B1/6복합체 캡슐,젖당 캡슐을 비

교하여 침치료를 3주간 약 8회 시행한 결과 각각의

재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하여 해당 연구에서는 포함된

상자들의 CIPN이 매우 증 이 으며 조군으로

써 비교할 수 있는 정상군의 부재가 련된 것이

라 보고하 다.부작용에 해서는 6건의 논문

4건에서 부작용 여부를 보고하 으며 그 1건에

서만 경도의 부작용이 나타났다.경도의 부작용에

는 무기력, 기증 등이 있었으나 침치료를 시행한

환자가 통상치료를 시행한 환자에 비해 부작용이

유의하게 었다.따라서 침치료와 통상치료의 병

행은 항암화학요법 유발 말 신경병증을 호소하는

암 환자에게 고려할 수 있는 안 한 방법이며

해보다는 잠재 인 이득의 효과가 클 것으로 단

된다.

CIPN은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는 암 환자의

38-70%에서 나타나는 신경손상 병증으로 통증,

림,마비감 등의 증상이 양측성으로 손과 발의 원

부에서부터시작되어진행된다. 한“stocking-glove”

양상의 임상 형태를 보이는데 이는 길이가 긴 신

경이 먼 손상되는 특성에 따라 발목까지 증상이

진행되면 손 끝 마디로,무릎까지 진행되면 손목으

로 증상이 올라오는 양상을 의미한다28.항암제가

신경손상을 일으키는 기 은 암세포에 해 항암

효과를 일으키는 기 과 유사하여 vincaalkaloids,

taxane,platinum,thalidomide,bortezomib계열 항

암제가 신경섬유 DNA내에 화합물을 생성하여 삼

차구조를 변형시킴으로써 탈수 화,축삭 괴사 등

의 신경섬유 변형,신경세포 괴 재생 억제를

야기하여 CIPN이 유발된다.CIPN은 항암제의 종

류,용량,투여 기간,연령,당뇨병 등의 신경계 병

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기 질환 유무,다른 약물

사용력 등에 따라 증상이 수년 간 지속되거나 비

가역 인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어 삶의 질에 악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표 치료의 지연도 야기

할 수 있어 극 인 리가 요구되는 부작용

하나이다.그러나 재까지 gabapentin성분의 항

경련제,삼환계 항우울제,마약성진통제,비타민 B

등 CIPN이 아닌 다른 신경병증에서 유효성이 증

명된 약물 치료제를 기반으로 CIPN에 한 효

과를 다양하게 연구하 으나 일 된 결과가 부족

한 황이다21.그 Ellenetal11의 연구에서 당뇨

병성 신경병증과 섬유근육통에 통용되는 SNRI계

항우울제인 duloxetine이 paclitaxel과 oxaliplatin으

로 CIPN이 유발된 암 환자에서 CIPN통증에

하여 통증 강도 감소치의 평균이 라세보 비

통계 으로 유의하게 큰 것(1.06,95% CI:0.72to

1.40vs0.34,95% CI:0.01to0.66;p=0.003)이 보

고되어 2014년 미국임상종양학회에서 등도로 사

용하도록 제안하 다.그러나 고령의 환자에서는

장복의 항우울제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29
,

여 히 국내외 으로 CIPN에 하여 정립된 권고

치료가 없는 상태에서 체보완 인 재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21.

침치료는 말 자극을 통해 류량을 증가시킴

으로써 신경 내 의 류 순환을 진시키며 이

는 신경세포의 수 와 축삭의 재생을 도모해 손상

된 말 신경의 회복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0,31.

한 침치료로 유발된 말 신경의 자극은 추신

경계의 통증억제경로를 활성화시켜 진통 효과도

나타내기 때문에
32
AmericanCancerSociety(ACS)

와 AmericanSocietyofClinicalOncology(ASCO)

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방암 환자의 통증에 침

치료가 높은 근거 수 으로 권고되고 있다33.말

신경병증에 해서는 당뇨병
34
,후천성면역결핍증

35

으로 유발된 말 신경병증에 침치료의 유효한 효과

가 보고되면서 CIPN에 한 연구도 진행되기 시

작하 는데 재 폐암환자의 통합종양학 임상진료



항암화학요법 유발 말 신경병증에 한 침치료의 효과 :체계 문헌고찰 메타 분석

358

지침에서 약물 통상치료에도 조 되지 않으며

임상 으로 CIPN 련 증상이 환자의 삶의 질에

주요한 향을 미치는 경우 증상 완화를 해 침

치료를 시도해볼 것으로 제안되어 있다
36
. 한

NationalComprehensiveCancerNetwork(NCCN)

의 지침에서는 암 환자의 제반 신경성 통증에 침

치료를 시행하여 정 인 효과를 기 할 수 있지

만,항암화학요법 유발성 증상의 경우 약물 치료

에도 조 되지 않는 경우에 시도할 수 있는 선택

지라고 보고하 다
37
.앞선 진료지침들의 첨언에 따

르면 침치료의 CIPN에 한 권고가 등 이 낮은

원인으로 양질의 선행연구 부족과 일 된 연구결

과의 부재를 공통 으로 꼽았는데 이에 하여

2019년 Chienetal
38
의 CIPN에 한 침치료의 다

국 문헌을 포함한 최 의 메타분석 연구가 보고

되었다.6건의 문헌을 포함하 는데 그 3건이

본고와 동일하 고,분석 결과 침치료는 CIPN통

증 감소(-1.21,95% CI-1.61to0.82;p<0.00001),

FACT/GOG-Ntx로 평가한 신경계 증상 호 (-2.02,

95% CI-2.21to-1.84;p<0.00001)의 효과가 있었

기에 비약물 치료제로써의 가능성을 제시하 다.

그러나 해당 연구의 메타분석 과정에서 통상치료

병행 여부를 일치시키지 않은 것, 조군의 재에

서 통상치료와 라세보 침을 혼재한 것, 방

목 과 치료 목 의 연구를 구분하지 않은 등의

제한 이 있었기에 본고에서 이를 반 하여 연구

를 설계하 고 그 결과 침치료와 통상치료 병행이

CIPN을 호소하는 암 환자의 삶의 질에 유의한 효

과가 있음을 보고하 다.

본고에서는 다음의 제한 이 있다.첫째로 포함

된 6건 문헌의 총 상자 수가 394명으로 규모

문헌고찰을 시행하지 못한 으로,이는 재 CIPN

에 한 침치료의 효과를 분석한 선행 무작

조군 연구의 부족이 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로 항암화학요법 유발 말 신경병증이 환자가

호소하는 임상 증상으로 진단하고 평가하는 병

증임을 고려했을 때 증상 혹은 삶의 질의 평가에

있어서 환자의 주 인 비뚤림이 존재할 수 있는

이다.그러나 본고에서 다국 무작 조군 문

헌을 포함하여 체계 문헌고찰 메타분석을 시

행하여 침치료의 유의한 치료 유효성을 증명한

것은 이미 국내에서 항암화학요법 유발 말 신경

병증에 하여 침치료가 임상 으로 다빈도 사용

되고 있는 황에 한 근거로써 의의를 가진다.

향후 신경 도검사와 같은 정량 평가 도구를 사

용하여 규모 임상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보다 높

은 한의학 치료 가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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