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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신경근육 질환의 치료에서 면역글로불린정맥주사(IVIg)의 효과에 대한 근거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방법: MEDLINE, Web of science, EMBASE의 자료를 조사하였다(1966~2009). 선택된 문헌은 미국 신경과학
회(American academy of Neurology, AAN)의 근거 중심 치료 분류 체계에 따라서 등급을 정하였다. 근거 수준
을 토대로 권고사항을 작성하였다.
결과와 권고사항: IVIg는 혈장분리교환술만큼 효과적이며 성인 길랭-바레증후군(Guillain-Barré syndrome, GBS)
의 치료로 제공되어야 한다(Level A). IVIg는 만성염증탈수초다발신경병증(chronic inflammatory demyelinating
polyneuropathy, CIDP)의 치료에 효과적이며 장기 치료로 제공되어야 한다(Level A). IVIg는 중등도부터 중증
의 중증근무력증과 다초점운동신경병증에 효과가 있을 것(probably effective)이며 치료로 고려되어야 한다
(Level B). IVIg는 성인에서 발생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피부근염과 근무력증후군(Lambert-Eaton myasthenic
syndrome, LEMS)에서 아마도 효과가 있을 것이며(possibly effective) 치료로 고려될 수 있다(Level C). M-파라
단백질 관련신경병증, 포함체근염, 다발근염, 당뇨병성뿌리얼기신경병증(diabetic radiculoplexoneuropathy),
Miller-Fisher 증후군, 소아마비증후군의 상용적인 치료나 소아 GBS의 치료로서는 지지하거나 반박할 만한 충분
한 근거가 부족하다(Level U). GBS 치료 시 IVIg와 혈장분리교환술을 병행하지 말아야 한다(Level B). IVIg와
다른 치료법과의 비교나, 병행요법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IVIg와 연관된 심각한 부작용은 드물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질병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환자의
필요와 임상 의사의 판단에 따른 개별적인 치료가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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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글로불린정맥주사(IVIg)은 면역 매개성 신경계 질환의 치료에 이용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품국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서는 IVIg의 사용을 길랭-바레증후군(Guillain-Barré syndrome,
GBS)과 만성염증탈수초다발신경병증(chronic inflammatory demyelinating polyneuropathy, CIDP)의 치료
에 허가하였으나 FDA에서 승인하지 않은 적응증에 사용하는 경우도 흔하다. IVIg 사용은 많은 환자에서
대부분 무리가 없으나 응고항진성(hypercoagulability)과 신부전에 대한 고려를 요한다. 이 미국신경과학회
(American Academy of Neurology, AAN)의 근거 기반 지침은 신경근육질환 환자의 IVIg 사용에 대한 근거
와 권고사항을 요약하고 있다.

분석 처리에 대한 기술
치료법과 기술개발분과위원회(부록 e-1 on the Neurology® Web site at www.neurology.org)에서는 IVIg
사용 전문가이거나 지침 과정에 친숙한 또는 두 가지 사항 모두를 만족하는 토론자를 선택하였다. 문헌 검
색은 1996년에서 2009년의 기간 동안 MEDLINE, Web of Science와 EMBASE의 자료를 통해 시행하였고
사용된 단어는 “면역글로불린”과 함께 다음 단어 중 하나를 사용하였다: 중증근무력증, GBS, 신경병증,
CIDP, 다초점운동신경병증, 다발근염, 피부근염, 당뇨병성신경병증, 당뇨병성뿌리얼기신경병증, 소아마비
증후군, 파라단백혈증신경병증, 근무력증후군(Lambert-Eaton myasthenic syndrome, LEMS), Miller-Fisher
증후군, 포함체근염이다.
적어도 두 명의 토론자가 각각의 초록 결과를 검토하였고; 문헌은 효과나 안전성, 내약성 또는 IVIg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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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이거나 지침 과정에 친숙한 또는 두 가지 사

때까지의 기간(IVIg 7.5 일 vs 위약 11.8 일, p<0.05),

항 모두를 만족하는 토론자를 선택하였다. 문헌 검

재원 기간(IVIg 평균 16.5일 vs 위약 23.8일, p<0.05)

색은 1996년에서 2009년의 기간 동안 MEDLINE,

동안 모두 IVIg 투여군에서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

Web of Science와 EMBASE의 자료를 통해 시행하

었다.

였고 사용된 단어는 “면역글로불린”과 함께 다음

Class III 연구에서 소아 GBS 환자에게 있어서

단어 중 하나를 사용하였다: 중증근무력증, GBS,

IVIg의 이점은 결과 측정에 차이가 있고 표본 크기

신경병증, CIDP, 다초점운동신경병증, 다발근

가 적어 불명확하다.

염, 피부근염, 당뇨병성신경병증, 당뇨병성뿌리

•임상적 고려:소아 GBS 환자에게서 IVIg의 효과

얼기신경병증, 소아마비증후군, 파라단백혈증신

를 보여주는 무작위 대조군 시험은 없다; 그러나

경병증, 근무력증후군(LEMS), Miller-Fisher 증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IVIg의 효과가) 성인 GBS 환

군, 포함체근염이다.

자에게 효과적임을 근거로 두고 소아의 치료로도

적어도 두 명의 토론자가 각각의 초록 결과를 검

타당하다고 여긴다.

토하였고; 문헌은 효과나 안전성, 내약성 또는 IVIg
사용 방법과 연관된 치료에 대한 연구 문헌을 포함
하였다. 검토와 메타-분석은 발행된 연구 중 적절

2. 성인 GBS 환자에서 IVIg는 혈장분리교환술만
큼 효과적인가?

한 모든 연구를 포함하였다. 연구들은 미국신경학

성인 GBS 환자를 대상으로 한 IVIg와 혈장분리

회의 근거제도의 치료적 분류(부록 e-2)에 따라 등

4,5
교환술을 비교한 두 개의 Class I 연구가 있다. 첫

급이 나뉘었고; 권고사항은 근거의 강도에 따라 결

4
번째 Class I 연구 는 150명의 GBS 환자를 등록하

정되었다(부록 e-3). 문헌 분류에 있어 의견이 일치

여 5일간 5 volume 혈장교환술이나 0.4 g/kg/day

하지 않았을 경우 토의를 통해 해결하였다. 모든

용량의 IVIg를 사용하는 군으로 무작위 배정하였

자료 분석은 Table e-1에서 e-14에 나와 있다.

다. 무작위 배정은 증상 발생 14일 이내에 시행하
였다. 일차 결과는 4주째 7-단계 장애 등급의 1-등

근거에 대한 분석

급 개선으로 평가하였다(기능 등급은 보행 능력과
독립적인 호흡에 기초하였다. 0=정상 ~ 6=사망).

길랭-바레증후군(Guillain-Barré syndrome)

IVIg 투여 받은 군에서 53 퍼센트의 환자들이 4주
째 1-등급의 호전을 보인 반면 혈장분리교환술을 시

1. 소아 GBS 환자에게 IVIg는 효과적인가?

행 받은 경우 34%에서 호전이 나타났다(p=0.024).

GBS 치료에 있어서 IVIg 치료와 위약을 비교한

게다가 혈장분리교환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은 1등

연구는 제한되어 있다. 이는 혈장분리교환술이 치

급 개선에 41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IVIg

1

료로 잘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5미터

를 투여 받은 환자는 27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부축 없이 걸을 수 있는 경증의 소아 GBS

(p=0.05). 비록 평가자가 환자에게 눈가림을 하지는

환자 21명을 연구한 하나의 Class II 연구 논문이

않았지만 결과의 기준은 객관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2

하나의 Class I 연구 는, 379명의 환자를 등록하

고; 나머지 환아는 치료를 하지 않았다(눈가림이나

였고 GBS 증상 발생 14일 이내 IVIg와 혈장분리교

가짜 치료는 사용되지 않았다). 질병이 가장 악화

환술 그리고 혈장분리교환술 이후 IVIg를 투여하

되었을 때의 장애 정도를 측정한 일차 결과 평가에

는 것을 비교하는 무작위, 단일 눈가림 시험이었다.

서는 두 집단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몇몇 이차 평

이 연구는 세 군 간의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

가에서는 IVIg 집단에서 양호한 결과가 나타났다

하였다. 이 연구는 95% 신뢰수준에서 0.5점의 장애

(증상 완화까지 걸린 시간 p<0.001, 장애 기간

등급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p<0.05, 4주째 장애의 정도 p<0.25).
3

다른 연구에서는(Class III), 18명의 소아를 대상

10

5

있다. 14명의 소아는 1 g/kg를 2일 동안 투여하였

세 개의 Class III 연구들은 위 권고사항에 변화
6-8

를 주지는 못하였다.

으로 하였고 IVIg 1g/kg/day의 용량을 2일간 사용

모든 시험은 IVIg와 대조군에서 250 mL/kg의 총

하거나 치료를 하지 않았다. 비록 일차 결과는 명

용량 교환을 하는 5회 표준 혈장교환술과 비교하였

확하지 않지만, 증상 발생으로부터 위약감이 최고

다. 오래된 연구들은 교환 횟수가 다양하다(2~8회).

에 이를 때까지의 기간(IVIg 평균 9.3일 vs 위약 평

우리의 견해는, 이러한 비교 시험들이 IVIg의 유효성

균 12.5일, p<0.05), 위약감이 최고일 때부터 호전될

과 안전성을 시험하는 데 있어 AAN 기준의 Clas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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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열등성 또는 동등성 시험(부록 e-2)에 합당한 혈

은 지지하거나 반박할 만한 근거가 불충분하다.
5. 적절한 IVIg의 용량에 대한 권고사항을 만들

장분리교환술 방법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
3. 스테로이드가 IVIg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보조
적인 치료로 효과적인가?

•권고사항: 소아 GBS 환자에게 IVIg을 사용하는
것은 그 효과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박할 만한 근거

IVIg와 IVIg에 메틸프레드니솔론(methylprednisolone,

가 불충분하다(Level U). 성인 GBS 환자에서 IVIg

9

MP)을 병용한 것을 비교한 Class I 연구가 있다.

치료는 시행되어야 한다(Level A). GBS 환자에게

총 233명의 환자가 무작위 배정되었고 IVIg 0.4

IVIg와 혈장분리교환술의 병행은 고려되지 않아야

g/kg/day의 용량을 5일간 투여하면서 MP (성인은

한다(Level B). MP와 IVIg의 병용에 대해서는 근거

500 mg/day 소아는 8 mg/kg/day) 또는 위약을 함

가 부족하다(Level U).

께 투여하였다. 일차 결과 평가는 4주째 장애 개선

•임상적 고려: 전문가들은 IVIg의 투여가 성인에

정도가 1등급 이상 개선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

게 효과적인 것처럼 소아 GBS 환자에서도 IVIg의

다. 특별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IVIg 투여군

투여는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56%, IVIg/MP 투여군 68%, odds ratio 1.68, 95%
신뢰구간[CI] 0.97에서 2.88, p=0.06). 이 연구는 의

만성염증탈수초다발신경병증

미 있는 이익이 있음을 배제하기에는 적절하지 못
하다(risk difference 12.1%, CI -0.6%에서 24.3%).

CIDP에서 IVIg와 위약 치료를 비교한 두 개의
11-14

Class I 연구와 두 개의 Class II 연구가 있다.
11

4. GBS 치료에서 적절한 IVIg 용량은 얼마인가?

Class I 교차연구에서, 117명의 환자에게 2 g/kg의

하나의 Class I 연구에서는 GBS 환자 치료로 2

부하용량을 투여한 다음 1 g/kg 의 IVIg를 투여하

10

가지 방법의 IVIg 요법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

거나 위약(알부민)을 매 3주마다 투여하였다. 환자

서, 39명의 환자에게 IVIg 0.4 g/kg/day의 용량을 3

들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호전됨이 없을 경우 대체

일간 또는 6일간 투여하는 방법으로 무작위 배정하

치료로 전환하였다. 환자들은 24주간의 첫 치료를

였다. 일차 결과는 환자가 5미터를 걷는 시점으로

완료한 후 단일 용량 IVIg 투여군나 위약군으로 다시

하였다. 일차 결과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84일 vs

무작위 배정되었다. 일차 종료시점은 Inflammatory

131이며 6일 치료군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Neuropathy Cause and Treatment Score (INCAT)

그러나 이 연구는 임상적으로 중요한 차이를 배제

점수가 1점 이상 개선된 환자의 비율로 하였다.

할 통계적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다. 인공호흡기에

IVIg 투여군에서 더 많은 환자가 호전을 보였다

의존하는 환자의 하위그룹 분석에서 오랜 기간

(54% IVIg vs 21% 위약, p=0.0002). 네 명의 환자

IVIg를 사용한 환자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86

는 연구에서 탈락하였다. 유해효과(adverse effects,

일 vs. 152일로 6일간 사용군에 효과적으로 나타났

AEs)는 IVIg 투여군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

음, p=0.04).

나(55% vs 17%),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는

• 결론:

적었고 두 군에서 유사하였다.

1. 모순되는 일차 결과 평가들을 바탕으로 하면

12
또 다른 Class I 연구 는 53명의 치료받지 않은

소아 GBS 환자에서 IVIg의 효과는 명확하지 않다.

CIDP 환자를 IVIg군과 위약군으로 무작위로 배정

2. 두 개의 Class I 연구에 근거하면, 성인 GBS

하였다. IVIg를 1 g/kg의 용량으로 첫째 날, 둘째

환자에게서 IVIg는 혈장분리교환술만큼 효과적이

날 그리고 21일째 투여하였다. 일차 결과는 42일째

1

다. 혈장분리교환술은 효과적인 GBS 치료 로 잘

의 기저 평균 근력(10점으로 확장된 modified Medical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IVIg 역시 효과적이라고 할

Research Council [MRC] scale에 기초함)의 변화로

수 있다.

하였다. IVIg 투여군에서는 0.63의 증가가 관찰되

3. 적절한 영향력이 있는 Class I 연구를 바탕으
로 하면, 혈장분리교환술과 IVIg 치료를 병행하는
것은 각 치료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우월하

었고 위약군에서는 -0.1의 감소가 나타났다
(p=0.006).
13,14

두 개의 Class II 연구

는 Class I 연구에서 보

여준 것과 유사하게 IVIg군과 위약군을 비교하였

지 못할 것으로 여겨진다.
4. 영향력이 부족한 Class I 연구를 바탕으로 하
면, GBS에서 MP를 IVIg에 추가하여 병용하는 것

을 때 IVIg가 이점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CIDP 환자의 경구 프레드니솔론(predniso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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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와 IVIg를 비교한 Class II 이중 맹검 연구가
15

있다.

32명의 환자가 무작위로 배정되었고 IVIg

MG 환자의 치료에서 IVIg와 혈장분리교환술을 무
18,19

작위 배정한 연구이다.

첫 번째 연구18는 12명의

투여 후 프레드니솔론을 투여하거나 프레드니솔론

환자에서 두 치료를 비교한 것으로 단일 맹검, 교

투여 후 IVIg를 투여하였다. 프레드니솔론 60 mg

차연구 디자인이며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

을 투여 받은 환자는 6주에 걸쳐 10 mg으로 감량하

하였으나, 이 연구는 영향력이 부족하다. 더 큰 규

였고 IVIg 2 g/kg을 하루나 이틀에 걸쳐 투여하였

모의 연구 에서 46명의 IVIg 투여군과 41명의 혈

다. 32명 중 24명의 환자가 두 치료 기간을 완료하

장분리교환술 환자를 무작위 배정하였고 myas-

여 이들을 분석하였고 두 군 모두 기저보다 호전된

thenic muscular score (scale 0~100 [정상])에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군 간의 뚜렷한 차이

50%의 차이를 나타내는 믿을 만한 결과가 나왔다.

는 없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두 치료의 동등성을

일차 결과 평가는 눈가림을 하지 않았다. 15일째

입증할 수 있게 설계되거나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치료 효과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19

•결론:

것은 아니다.

1. 하나의 Class I 연구를 바탕으로 하면, IVIg는

•결론:
1. 두 개의 Class I 연구를 바탕으로 하면, IVIg는
CIDP의 장기 치료로 효과적이다.
2. CIDP에서 프레드니솔론과 IVIg의 치료 효과
를 비교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
•권고사항: IVIg는 CIDP 환자의 장기 치료로 시

MG 환자의 치료로 효과적일 것이다(probably effective).
2. MG 치료에 있어 IVIg와 혈장분리교환술의
효과를 비교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권고사항: IVIg는 MG 치료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Level B).

행되어야 한다(Level A).
•임상적 고려: CIDP 치료에서 IVIg의 용량이나

•임상적 고려: 이 권고사항은 주로 중등도나 중

투여 기간 및 빈도는 임상적 평가에 따라 매우 다

증의 환자를 포함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양하다. CIDP 치료에 있어 다른 치료(예: 스테로이

이 치료의 이점과 위험에 대해서 경증의 MG 환자

드, 혈장분리교환술, 면역억제제)와의 비교에 대해

의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 무작위 배정 시험이 얼

서는 아직 자료가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CIDP의

마 되지 않고 연구 규모가 적으므로 MG 환자에서

장기적인 치료에 IVIg가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

IVIg의 효과를 정당화할 수 있는 더 많은 연구가

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무작위 배정 시험을 통

필요하다.

해서 이 문제를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초점운동신경병증
중증근무력증
하나의 Class II 무작위 대조군 시험(randomized
IVIg 2 g/kg의 치료를 받으면서 위약감이 악화되

20
controlled trail, RCT) 에서 19명의 다초점운동신

는 24명의 중증근무력증(myasthenia gravis, MG)환

경병증(multifocal motor neuropathy, MMN) 환자

자군과 27명의 위약 치료군으로 구성된 Class I 연

가 IVIg 0.5 g/kg/day의 용량을 5일간 투여 받거나

16

구 가 있다. 14일째 Quantitative Myasthenia Gravis

3개월간 연이어 매달 위약을 처방 받는 집단으로

score (QMG)는 IVIg 투여군에서 더 나은 것으로

무작위 배정되었다. 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자는 3

나타났다(-2.54 vs -0.89 위약군, p=0.047). 중증도를

개월의 추가적인 치료기간 동안 대체 치료로 변경

층화한 하위그룹 분석에서 IVIg는 중등도나 중증

하여 치료하였고 최종 평가는 치료기간이 끝난 이

의 MG (위약군에 대해 QMG 차이는 -3.39 , 95%

후에 하였다. 일차 종료 시점은 4개월째 MRC sum-

CI -5.88 에서 -0.90, p=0.01)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score의 호전으로 하였다. IVIg를 투여한 9명 중 7

나타났으나 경증의 MG 환자에서는 뚜렷한 차이는

명의 환자가 치료에 반응을 보였고 위약 치료군에

나타나지 않았다.

서는 9명의 환자 중 2명의 환자가 치료에 반응하였
17

하나의 Class III 연구에서 IVIg와 위약군의 일

다(p=0.03). 대부분의 AEs는 경미하였고 IVIg 투여

차 평가변수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

군에서 나타났다. 하위그룹 분석에서 과거에 IVIg

나, 평가 기간(42일)이 큰 이점을 보여주기에는 부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이 IVIg를 투여 받은 적이 없

족할 수도 있다.

는 환자들보다 높은 치료 반응도를 보이는 것이 확

Class III 연구로 두 개의 비교연구가 있는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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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었다(과거 IVIg 치료를 받았던 9명 중 8명이

반응 vs 치료 받은 적이 없는 환자 9명 중 5명; 이전

없는 것으로 보인다(possibly ineffective). 각 연구

치료 받은 기왕력이 없는 군에서 1명이 중도 탈락

의 표본 수가 적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을

하였다).

배제할 수는 없다.

16명의 환자에게 IVIg 0.4 g/kg의 용량을 5일간

•권고사항: IgM-파라단백질 관련 신경병증의 치

투여하거나 위약을 투약하는 것으로 하여 연구한

료로 IVIg의 역할을 평가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21

Class II 교차연구가

있다. 환자들의 28일째에

상태이다.

modified neurologic disability scale (NDS; 26개의
근육을 합한 수치, 각각은 0~4로 등급화)을 일차

피부근염

결과 변수로 하였고 악력과 전도 차단의 변화, 그
리고 이차적인 방법으로 주관적인 평가를 하였다.

생검으로 확진된 성인 피부근염 환자이면서 선

모든 환자들이 연구를 완료하였고; 16명 중 13명의

행된 치료에 반응이 없는 15명을 대상으로 한

환자에서 경미한 AEs가 있었다. NDS scores는

25
Class II 교차연구 가 있다. 다섯 가지의 결과 변수

IVIg 사용군에서 6.7±3.3 정도 호전되었고, 위약군

를 사용하였고 어떤 것도 일차로 지정하지 않았다.

에서 2.1±3.0의 정도로 악화되었다(p=0.038). 모든

18개의 근육에서 합산된 MRC scores (최대 정상치

이차 결과 변수는 IVIg 사용군에서 호전된 것으로

90)가 치료 3개월 후 8.0 향상되었고(p<0.018); 신경

나타났다. IVIg 사용군에서 16명의 환자 중 11명의

근 증상 수치(최대 정상치 60)는 7.3 향상되었다

환자에서 호전이 보고되었고 위약군에서는 호전된

(p<0.035). 근육생검을 반복하여 세포구축가 개선

22
환자가 없었다. 규모가 작은 Class II 교차연구에

되고 근육 염증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 5명의 환자들에게 IVIg 0.4 g/kg/day의 용량을

바텔지수(Barthel Index)에 기초한 일상 생활 척도

투여하거나 위약을 5일간 투여하는 것으로 연구를

(activity of daily living scores)는 65에서 100까지

하였다. 일차 결과 변수는 2개의 근육에서 근력을

개선되었다; 발진은 사진으로 평가하였고 뚜렷하

정량화하여 평가하였다. 치료를 시작하고 28일 후

게 호전되었다.
•결론: Class II 연구에 기초하면, IVIg는 치료에

근력은 호전되었다(p<0.05).
•결론: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는 3개의 Class II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면, IVIg는 MMN의 치료에
효과적일 것이다(probably effective).

반응이 없는 성인 피부근염 환자의 치료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possibly effective).
•권고사항: IVIg는 치료에 반응이 없는 성인 피

•권고사항: IVIg는 MMN의 치료로 고려되어야

부근염 환자의 치료로 고려될 수 있다(Level C).

한다(Level B).
•임상적 고려: MMN은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포함체근염

하는 만성 질환이다. 치료의 적절한 용량, 치료 간격
이나 치료 기간에 대한 적절한 자료가 없는 상태이다.

Class I 연구26에서 19명의 포함체근염(inclusion
body myositis, IBM) 환자를 무작위로 배정하여
IVIg 또는 위약 치료를 하였다. 일차 결과 변수는

IgM 파라단백질 관련 신경병증

20개의 근육에서 modified MRC score (각 근육
Class I 연구로 면역글로블린 M (Ig M) 관련 파

0-10, 최대 정상치=200)의 합으로 하였다. IVIg 치

라단백혈증신경병증이 있는 22명의 환자에게 IVIg

료 3개월 후 평균 4.2만큼 수치가 향상되었고, 위약

2 g/kg를 투여하거나 위약을 투여하는 것으로 무작

군에서는 2.7만큼 감소하였다. 그러나 그 차이는 유

23

위 배정한 이중 맹검 교차연구가 있다. 일차 종료

의하지 않았다. 이차 결과 변수는, 정량적 근력 평가

시점에서 평가한 2주째 INCAT 장애 지수에서 유

로 하였고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또 다른

의한 차이는 없었다. Class II 연구에서 11명의 IgM

이차 결과 변수는 연하 기간으로 몇몇 경우에 있어

24

파라단백질이 있는 환자를 연구하였다. 모든 환자

서는 유의하게 IVIg 투여군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으

는 IVIg 2 g/kg를 투여 받거나 위약을 3달간 연속으

나(p<0.05), 다중비교를 위한 정정은 하지 않았다.

로 매달 투여 받았다. 치료 기간에 걸쳐 MRC 누적
점수와 다른 결과 변수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고용량 프레드니솔론에 IVIg를 추가하는 Class I
27
교차연구 가 있다. 37 명의 환자 모두 경구 프레드

•결론: Class I 연구와 Class II 연구에 기초하여,

니솔론을 투여 받은 후 점점 줄여가는 치료를 받고

IVIg는 IgM 파라단백질 관련 신경병증에 효과가

IVIg와 프레드니솔론을 투여 받거나 위약과 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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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니솔론을 투여 받는 것으로 무작위 배정되었다.

30
구가 이루어졌다. 3개의 병행된 일차 결과 변수가

일차 결과 변수는 13개 근육에서 modified MRC

있다: 3개월째 평가를 하였고, 선택된 근육에서 고

score를 합한 것으로 하였고, 정량적 근력 평가를

정 동력계를 통해 평가한 근력, Fatigue Severity

주입 치료 시작 후 2개월과 3개월째 시행하였다.

Scale, 그리고 visual analog scale로 측정한 통증, 그

각 측정에서 치료군과 위약군 사이에 특별한 차이

리기 도구를 이용한 통증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

는 없었다. 이차 변수에 따르면, IVIg/프레드니솔

연구는, IVIg를 투여한 환자가 3개월 후 측정한 통

론군이 대조군과 비교 시 괴사성 근섬유의 수가 감

증에 대한 평가에서 유의하게 호전된 것을 보여주었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p<0.01), 근내막 염증 부위

으나, 근력과 피로에는 영향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의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5).

•결론: 하나의 Class I 연구에서 유의한 차이가

28
2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Class II 연구 에서

나타났으나 소아마비증후군 환자에서 가장 영향을

각 환자에게 IVIg 또는 위약을 6개월간 투여하였

많이 받은 근육에 대한 평가에서는 IVIg가 임상적

고, 뒤이어 다른 군과 교차 시행하였다. 다중 결과

으로 중요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영향력이 약

변수가 지정된 일차 결과 없이 사용되었다. 합산된

한 Class I 연구에서 근력과 피로에는 효과가 없으

modified MRC score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

나 소아마비증후군의 통증에 대해서 IVIg가 효과

나, 신경근 증상 수치(neuromuscular symptom score)

가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는 호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첫 6개월 간 IVIg 6.2

•권고사항: 소아마비증후군 환자에게서 IVIg의

vs 위약 1.2, 두 번째 6개월 간 IVIg 2.6 vs 위약 -0.6,

관습적 사용에 대해서는 지지하거나 반박할 만한

p<0.05). 다른 결과 변수는 치료군 사이에 유의한

근거가 부족하다(Level U).
•임상적 고려: 현재 소아마비증후군에 효과적인

차이는 없었다.
•결론: 두 개의 Class I 연구와 하나의 Class II

치료는 없다.

연구는 IBM의 치료에 있어 IVIg의 임상적인 이점
이 일관되거나 유의하게 증명되지는 못했다.

기타 신경근 질환들

•권고사항: IBM의 치료로 IVIg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하거나 반박할 근거가 불충분하다
(Level U).

하나의 Class II 위약 대조 교차연구에서 근무력
증후군(LEMS)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하여 IVIg의

•임상적 고려: 현재 IBM에 있어 효과적인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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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평가하였다.

위약과 비교하여 IVIg는 폐

활량 및 사지 근력, 삼키는 시간(drinking time), 항

는 없다.

체 역가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다발근
염, 당뇨병성뿌리얼기신경병증, Miller-Fisher 증후

소아마비증후군

군에서 IVIg의 효과를 평가한 대조 연구는 없다.
소아마비증후군의 치료로 IVIg의 효과를 평가
29,30

한 두 개의 Class I 연구가 있다.

첫 번째 연구는

이중 맹검 무작위 대조군 연구로, 대부분 중증의
위약감(National Rehabilitation Postpolio Limb
29
Classification에 의한 Class IV 또는 V) 이 있는

•결론: 하나의 Class II 연구를 바탕으로 하면
IVIg는 LEMS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possibly effective).
•권고사항: IVIg는 LEMS의 치료로 고려될 수 있
을 것이다(Level C).

142명의 소아마비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두 개의 일차 결과 변수에서 소아마비로 인해 유의

IVIg의 부작용

한 영향을 받은 근육의 근력(나이와 성별 고려한
정상의 25~75%) 호전이 나타났고 Short Form-36

14

22개의 전향적 연구 중 18개의 연구는 IVIg (총

으로 측정한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이 연구는 가

투여 용량 2.0~2.5 g/kg)를 투여한 632명의 환자에

장 심하게 침범된 근육의 근력이 8.6%로 유의하게

게 발생한 심각한 부작용과 경미한 부작용 발생 수

호전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임상적 중요성을 위해

에 대해 검토하였다. IVIg 투여와 연관된 사망은

미리 정한 15%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삶의 질에

발생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IVIg가 큰 문

대한 평가에서 유의한 효과는 없었다.

제없이 투여되고 부작용들은 일시적이거나 치료

또 다른 Class I 이중 맹검, 무작위 배정 예비연

가능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IVIg와 연관된 심각

구로 소아마비증후군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한 연

한 합병증은 드물었는데, 무균성수막염(n=3), 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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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기 (n=2), 심부전 (n=1), 심근경색증(n=1), 신부전
(n=1)이 포함되었다. 이 결과들은 이미 IVIg의 드
문 부작용으로 보고된 바 있는 뇌졸중과 혈전성 문
제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 주입 전에 혈관
위험 인자에 대해 분석하고 주입 중과 후에 주의
32-24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흔한 IVIg-

연관 부작용으로 두통(16.1%), 열(6.6%), 경미한 고
혈압(4.6%), 오한(3.3%), 구역(3.2%), 무력증(1.4%),
관절통(1.3%), 식욕부진(1.1%), 어지러움(1.1%), 권
태(1.1%) 그리고 일시적인 고혈당(1.1%) 등이 포함
된다.
•임상적 고려: IVIg 치료를 고려할 때는 부작용
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향후 연구에 대한 권고사항
1. 여기서 검토한 대부분의 질환에서, 대체 치료법
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비교 연구가 도움이 될 것이다.
2. IVIg의 이점은 일반적으로 오래가지 못한다;
조금 더 장기간에 걸친 연구가 유용할 것이다.
3. 면역억제제나 혈장분리교환술과 같은 보조요법
을 통한 상승 효과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4. IVIg의 적절한 주입 속도나 누적 용량에 대해
서는 자료가 많지 않다.
5. 경미한 MG 환자의 IVIg 사용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도움이 될 것이다.
6. CIDP 환자의 IVIg의 과잉치료에 대한 문제는
임상적으로도 의미가 있으며 더 많은 관찰 연구를
통해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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