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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요천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Gabapentin의 효과

Gabapentin(Neurontin)은 항경련제로 개발되어 1994년부터 사용되고 있
으며,임상적 적용 중 점차 여러 분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최근
연구에서는 수술 후 통증에도 진통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어 일반적인 통증
을 유발시키는 질환에도 사용이 시도되고 있다.그리고 동물실험과 임상실
험에서 신경병성 통증(Neuropathicpain)과 다른 기전의 통증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천추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하지의 신경근병증,하지 방사통에 대한 Gabapentin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없어,본 연구에서는 Gabapentin의 요통과 하지 방사통에 대한 효과를 알
아보기 위해 무작위 임상 시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요천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있는 환자

7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모든 대상 환자는 신체검사 후 단순 방사선 검사
및 자기공명영상검사 혹은 전산화 단층사진 촬영검사를 시행하였다.내원
전 약물 치료의 경험이 있는 경우는 washout기간을 1주일로 하였다.대
상 환자는 무작위로 세 군으로 분류되었는데,1군은 Gabapentin(800mg
#2/day)을 투여하였으며,2군은 Aceclofenac(200mg #2/day),3군은 Gaba
pentin과 Aceclofenac을 동시에 투여하였다.총 투여 기간은 4주였으며 투
여 전,투여 후 2주,투여 후 4주에 Oswestrydisabilityindex(ODI),요통
과 하지 방사통에 대한 Visualanaloguescale(VAS)를 측정하였다.그리
고 RepeatedmeasuredANOVA test로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약물 투여 전 세 군의 인구 형태학적 수치 및 증상의 심각도에서는 통

계학적 차이가 없었다.추시 관찰 중 6명의 환자가 중도 탈락했는데,그 중
3명은 약물에 대한 이상 반응으로,3명은 연락 두절로 중도 탈락하였다.
요통의 경우는 투약 후 2,4주에 Aceclofenac투여군과 Gabapentin과



Aceclofenac 동시 투여군에서 투여전에 비하여 유의하게 호전되었으나
(p<0.05),Gabapentin투여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방사통의 경우
는 세 군 모두에서 투약 후 2,4주에 유의한 증상 호전이 있었으나
(p<0.05),2주와 4주에 있어 각 군간 증상 호전의 정도 차이는 없었다.
ODI는 Aceclofenac투여군과 Gabapentin과 Aceclofenac동시 투여군에서
투약 후 감소되었으나 Gabapentin투여군에서는 유의한 감소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Gabapentin단독 투여는 하지 방사통의 증상을 호전시키

지만 이 효과는 Aceclofenac과,Gabapentin과 Aceclofenac동시 투여군에
서도 관찰되었고, 더구나 세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Gabapentin이 일반 진통소염제에 비해서 탁월한 효과를 보이지는 않는다
는 것을 알 수 있다.특히 Gabapentin은 요통에는 효과가 없었으며
Gabapentin과 Aceclofenac동시 투여군에서도 증상 호전의 상승 효과는 없
었다.비록 대상 환자의 수가 적고,이중 맹검이 되지 않은 결점이 있는 연
구이지만,결론적으로 Gabapentin의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하지 방사통에
대한 임상 효과 해석에 주의를 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Gabapentin은
요통이 심하지 않으면서,심각한 하지 방사통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핵심되는 말 추간판 탈출증.하지 방사통,요통,Gabapen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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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문성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 수 현

Ⅰ.서론

방사통(Radicularpain)은 후근 신경절(Dorsalrootganglion)의 근위부나
신경절 자체의 질병으로 발생한다1.방사통에 대해 정확한 병리 기전은 밝
혀져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가설로 설명하는데,변성된 추간판 내에서 통
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나온다는 Localneuropathicmechanism,신경근에
대한 기계적인 압박(Mechanicalneuropathicrootpain)에 의해,또는 기계
적인 압박 없이 변성된 추간판으로부터 유리되는 여러 염증 인자들로 인한
통증(Inflammatoryneuropathicpain)으로 생각되어진다2.그 중에서도 추
간판의 변성된 수핵으로부터 유리되는 염증 인자에 의한 화학적 자극
(Chemicalirritation)혹은 손상에 의해 통증이 발생한다는 증거들이 발표
되고 있는데,그 예로 PhospholipaseA-2,TNF-α,Interleukin-8,Inter
leukin-6,Interleukin-1β,Nitricoxide등이 있다.염증 매개 물질은 손상된
조직과 주변 신경 조직의 염증과 치유 과정을 시작하게 한다.이런 일련의
과정 중 손상된 후근 신경절과 신경근의 과민감성(Hyperexcitability)을
초래하는데,이를 말초 감작(Peripheralsensitization)이라고 한다2.감작된
신경이나 후근 신경절에 ectopicneuralfiring이 발생하면 Sensoryneuron



specificvoltage-gatedsodium channel을 통해 활동 전위(Actionpotential)
가 발생,유지된다.이러한 활동전위가 유지되면 후각 세포(Posteriorhorn
cell)의 Voltage-gatedCa2+ channel의 변화로 과민감성이 초래되어 중추
감작을 발생시켜 통증을 유발한다2.이는 염증의 소실이나 원인 제거 시
회복될 수 있지만 간혹 만성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남기도 한다.이러한 방
사통에 대해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국소 마취제를 이용한 침윤,신경
차단,경막 외 스테로이드 삽입 등의 치료 방법이 있으나 최근 전통적으로
간질 치료에 사용되는 항경련제,Gabapentin이 신경병증성 통증에서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5.최근 여러 동물실험과 분자생물학적 연구상
신경병증성 통증이나 다른 기전의 통증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
으며,임상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현재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Ⅰ
(Complexregionalpainsyndrome,CRPSⅠ)의 1단계,복합 부위 통증 증
후군Ⅱ(CRPSⅡ),환지통(Phantom limbpain),대상포진 후 신경통,당뇨병
성 신경병증,수술 후 요부 통증 증후군(Failedbacksurgerysyndrome),
척수 공동증에 대한 통증에 대해 그 사용이 인정되고 있으며,그 외에도
편두통,Fibromyalgia,다발성 경화증,지각 이상성 고신경통(Meralgia
paresthetica),방사선 치료 후 생기는 통증과 뇌졸중 후 통증,상박 신경
압박에 의한 통증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요천추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요
통이나 하지의 신경근병증,하지 방사통에 대해서도 Gabapentin의 사용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임상에서 간혹 사용되고 있으나,아직 요천
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방사통에 대한 Gabapentin의 효과에 대해 연
구가 없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Aceclofenac(ACF,Airtal)를 대조군으로 하여 무작위

임상 시험을 통하여 요통과 하지 방사통에 대한 Gabapentin의 효과를 분
석하여 보고하는데 있다.



Ⅱ.대상 및 방법

1.대상 환자

정형외과에서 방사통을 동반하며 요천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본원에서
진단한 18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이 중 증상이 3개월 이상 지
속되고,환자가 스스로 평가한 방사통의 강도가 Visualanalogscale상 3
점 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모든 대상 환자는 신체검사 후 단순
방사선 검사 및 자기공명영상검사 혹은 전산화 단층사진 촬영검사를 시행
하여,자기공명영상 상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이 있고 이에 합당한 임상 소
견(하지 직거상 검사,방사통 등)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하지만
응급 수술의 적응증(마미 증후군,심한 또는 진행하는 근력 약화)을 가진
환자는 제외하였고,외상,감염,심인성 질환이나 타 관절의 관절염 등 동
반 질환이 있는 환자는 제외하였다.또한 약 투여 전 2주 이내에 진통 목
적으로 항우울제나 항경련제,스테로이드제,진정제 등을 복용하거나,스테
로이드나 마취제 등을 이용하여 통증 차단치료(Painblock)를 시행받았던
환자는 제외하였으며,소화성 궤양을 앓고 있거나 병력이 있는 환자는 제
외하였다.

2.실험 방법

본 시험은 단일 맹검,무작위 배정,대조약 비교 임상 시험으로 설계되
었다.방사통이 있는 환자에서 요천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된 피험자가
자발적으로 임상시험에 참여할 것을 동의하면,선정 기준 및 제외 기준을
확인하는 적합성 평가를 거쳐,Gabapentin(Neurontin,Pfizer,New York
city,NY,USA)투여군,Aceclofenac(Airtal,Daewong,Seoul,Korea)투여



군,Gabapentin과 Aceclofenac동시 투여군으로 1:1:1로 무작위 배정하였
다.이전 약물 치료력에 따라 필요시 wash-outperiod을 시행 후 투여를
시작하였으며,4주 간 시험약 또는 대조약을 복용하였으며,2주 간격으로
병원을 내원하여 유효성 및 안정성 평가 항목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Gabapentin투여군은 400mg,Aceclofenac투여군은 100mg,Gabapentin

과 Aceclofenac동시 투여군은 각각 400mg과 100mg을 1일 2회 식후 경구
투여하였다.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투여 전,투여 후 2주,투여 후 4주에

Oswestry 장해 지표(version 2.0,표 1),요통과 방사통에 대해 Visual
analogscale(0-10)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였다.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서는 시험 중 임상적 이상 반응의 유무,신체검사 이상을 조사하였다.

3.통계학적 검정

통계학적 분석은 SAS프로그램(SASInstitute,Cary,NC,USA)을 이용
하였으며,세 군 간의 분산 분석(ANOVA test)을 이용하여 결과를 분석하
였다.



표 1.Oswestry장해 지표(Oswestrydisabilityindex)

ODI version 2.0, Oswestry disability index

ODI index                 /50

• 제 1항 통증 정도
-0점 : 나는 현재 통증이 전혀 없다

·
·

-5점 : 현재 통증이 상상할 수 없이 심하다.

• 제 2항 개인 위생 (씻기, 옷입기)

• 제 3항 물건 들기

• 제 4항 걷기

• 제 5항 앉기

• 제 6항 서있기

• 제 7항 잠자기

• 제 8항 성생활

• 제 9항 사회생활

• 제10항 여행

각 항목당 0-5점,

0점: 전혀 문제없다, 

5점: 해당 활동이 불가능하다.

총 50점/50; 0-1



Ⅲ.결과

1.대상 환자

82명의 환자가 임상 시험에 동의하였으나 연구 방법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7명의 환자(심한 근력 약화:2명,임상 시험 전 Painblock의 병력:3
명,소화성 궤양:2명)가 screening을 통해 제외되었고,75명의 환자가 무작
위 추출을 통해 각각 25명씩 3군으로 나누어 투약되었으며,각 군 사이에
연령(p=0.821),성별(p=0621),요통(VAS,p=0.734),방사통(VAS,p=0.363),
Oswestry장해 지표(p=0.681),직하지 거상 검사(p=0.687)상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2).

표 2.Baselinecharacteristicsoftrialpatients

VAS:Visualanaloguescale,ACF:Aceclofenac,GBP:Gabapentin

6명의 환자가 중도 탈락했으며 3명(Gabapentin군에서 어지러움증으로 1
명,Aceclofenac군에서 속쓰림과 얼굴 부종으로 각각 1명)은 약물에 대한

AAAccceeeccclllooofffeeennnaaaccc GGGaaabbbaaapppeeennntttiiinnn AAACCCFFF+++GGGBBBPPP ppp---vvvaaallluuueee
AAAgggeee(((yyyrrrsss))) 41.56(30-56) 43.00(25-60) 44.77(24-60) 0.821
SSSeeexxx MMMaaallleee 10(40%) 12(48%) 11(44%) 0.621FFFeeemmmaaallleee 15(60%) 13(52%) 14(56%)
LLLooowwweeerrrbbbaaaccckkk
pppaaaiiinnn(((VVVAAASSS))) 4.86(2.6-9) 4.67(3-10) 4.20(1-8) 0.734

RRRaaadddiiiaaatttiiinnnggg
pppaaaiiinnn(((VVVAAASSS))) 6.82(5-9) 5.88(5-8) 7.31(5-10) 0.363

OOOssswwweeessstttrrryyy
dddiiisssaaabbbiiillliiitttyyyiiinnndddeeexxx 0.40(0.24-0.72) 0.30(0.22-0.46) 0.32(0.1-0.56) 0.681

SSStttrrraaaiiiggghhhtttllleeeggg
rrraaaiiisssiiinnngggttteeesssttt(((°°°,,,
aaannngggllleee)))

80.56(45-90) 83.34(65-90) 85.38(50-90) 0.687



이상 반응으로,3명(Aceclofenac군에서 1명,Gabapentin과 Aceclofenac동
시 투여군에서 2명)은 연락 두절로 중도 탈락하였다(그림 1).

82 patients : radiating pain &  
Lumbar disc herniation

in imaging study

7 patients: 
excluded

75 patients

Aceclofenac: 

25 patients

Gabapentin + 
Aceclofenac : 

25 patients

Gabapentin : 

25 patients

1 patient      
d/ t side effect

2 patients  
d/t side effect

1 patient :  
F/U loss

2 patients :                    
F/U loss

24 patients 22 patients 23 patients

그림 1.Dispositionofpatients

2.유효성 평가

최종 추시까지 추적 관찰된 69명을 대상으로 각 군 사이의 요통 및 방
사통,Oswestry장해 지표에 대해 투여 전,투여 후 2주,투여 후 4주를
비교하였다.

가.요통

투약 전 Gabapentin 투여군의 요통(Visual analog scale)은 평균



4.86±1.7(2.6-9),Aceclofenac 군은 평균 4.67±1.8(3-10),Aceclofenac과
Gabapentin동시 투여군은 평균 4.20±2.3(1-8)이었다.투약 후 2주와 4주
에 Gabapentin투여군은 각각 평균 3.85±1.67(2-6),3.52±1.72(1-4.9)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p=0.451),Aceclofenac투여군은 2주와 4주
후 2.46±1.8(0-5),2.6±2.1(0-4)으로,Aceclofenac과 Gabapentin동시 투여군
은 3.1±2.0(1.2-7),2.73±2.2(0.6-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Aceclofenac:p=0.012,Gabapentin+Aceclofenac:p=0.023)(그림 2).

그림 2.Resultinlow backpain(Visualanalogscale)

나.방사통

투약 전 Gabapentin 투여군의 방사통(Visual analog scale)은
6.82±1.43(5-9), Aceclofenac 투여군은 5.88±1.04(5-8), Gabapenti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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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clofenac동시 투여군은 7.31±2.05(5-10)이었다.Gabapentin투여군에서
투여 후 2주와 4주에서 각각 4.58±2.54(2.5-7), 3.4±1.82(1-6)으로,
Aceclofenac투여군은 3.68±1.83(2.5-7),3.21±3.00(0-7)으로,Gabapentin과
Aceclofenac동시 투여군은 5.28±3.22(0.4-10),4.68±3.52(0-9)으로 세 군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호전되었다(Gabapentin:p=0.024,Aceclofenac:
p=0.012,Gabapentin+Aceclofenac:p=0.018)(그림 3).

그림 3.Resultinradiatingpain(Visualanalogscale)

하지만 세 군 간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p>0.05,Gabapentin과
Aceclofenac:p=0.731,Gabapentin과 Gabapentin+Aceclofenac:p=0.681,
Aceclofenac과 Gabapentin+Aceclofenac:p=0.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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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Oswestry장해 지표

Gabapentin 투여군의 투약 전 Oswestry 장해 지표는 0.40±0.17
(0.24-0.70), Aceclofenac 투여군은 0.30±0.09(0.22-0.76), Gabapentin과
Aceclofenac동시 투여군은 0.32±0.12(0.1-0.56)이었다.Gabapentin투여군
에서 투여 후 2주와 4주에서 각각 0.34±0.20(0.14-0.68),0.28±0.17(0.1-0.56)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호전이 관찰되지 않았으나(p=0.671),Aceclofenac
투여군은 0.23±0.08(0.13-0.34), 0.21±0.08(0.11-0.36)으로, Gabapentin과
Aceclofenac동시 투여군은 0.251±0.16(0.08-0.56),0.21±0.12(0.04-0.42)으로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호전되었다(Aceclofenac: p=0.043,Gabapentin +
Aceclofenac:p=0.032)(그림 4).

그림 4.ResultinOswestrydisability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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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안정성 평가

총 75명의 투약군 중 3명에서 이상 반응이 발생하였다.Gabapentin투여
군에서 어지러움증이 1명(4%),Aceclofenac투여군에서 속쓰림과 얼굴 부
종이 각각 1명씩,2명(8.3%)에서 이상 반응이 발현되었다.하지만 투여 중
단 후 곧 증상이 소실되었다.



Ⅳ.고찰

Gabapentin은 1994년 미국에서 전간제로서 소개된 뒤 임상적으로 적용
하는 과정 중 여러가지 만성 신경병증성 통증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
졌다.Bennett등6은 실험 쥐를 대상으로 한 만성 통증에서 Gabapentin의
진통 효과를 언급한 바 있다.Xaio등7은 임상적으로 유관한 용량에서 열
에 대한 통각 과민(Heathyperalgesia)과 기계적 통증에 대해 용량 의존적
으로 진통 효과를 나타냈으며,이는 어느 정도 척수에 의해 매개되는 기전
때문이라고 추측하였다.또한 Lee등8에 의하면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상포진 후 신경통,당뇨병성 신경병증,방사통을 동반한 만성 요통 환자
에서 부가적인 진통제로서의 Gabapentin의 효과에 대해 보고하였다.그 외
에도 다발성 경화증9-11,삼차 신경통 등 안면 부위의 통증12,13,소아마비와
연관된 통증14,떨림증15,상완 신경총 손상에 의한 탈구심성 통증16,중추성
통증 증후군17,18,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의한 신경병증성 통증19등에도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약제의 진통 효과 작용 기전에 대해 살펴보면 화학적 구조상

Gamma-Aminobutyricacid의 골격에 Cyclohexyl기를 추가하여 GABA와
유사하지만 그 기전은 GABA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며20,정확한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여러가지 가설이 제기되고 있다.첫 번째로 Gabapentin
은 몇 가지 기전으로 아미노산의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데,Glutamicacid
dehydrogenase를 활성화시켜 Glutamate의 대사를 증가시키고 Glutamic
acid decarboxylase를 활성화시켜 GABA의 합성을 증가시킨다.또한
BCAT(branched-chainaminoacidtransferase)와 경쟁하여 GABA의 대사
를 감소시킨다.이러한 작용의 종합적인 결과는 대뇌에서 흥분성 아미노산
인 Glutamate의 농도를 감소시켜 NMDA 수용체의 활성화를 억제하며,억
제성 아미노산 GABA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21.둘째로
Gabapentin은 Carbamazepine이나 페니토인과 같은 다른 고식적 전간제의
작용 기전과 유사하게 Na+이온의 통로를 차단하여 Na+의 세포 내 유입을



막아 반복적인 신경 말단에서의 방전을 막는다22.셋째로는 항우울제와 마
찬가지로 세로토닌성 신경 전달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23.넷째로 근위축
성 축삭 경화증(Amyotrophiclateralsclerosis)의 실험실 모델에서 보인 바
와 같이 Glutamate를 신속히 대사시킴으로서, 흥분성 아미노산인
Glutamate의 과도한 생성에 의한 신경 독성으로부터 신경을 보호하는 역
할을 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24.다섯째로는 Glycine/NMDA 수용체의 작동
제인 D-serine과의 상호 작용을 들 수 있는데,이는 실험쥐에서 항경련제
들의 진통,진정,항경련 작용을 모두 길항한다.Gabapentin은 이에 결합하
여 이 아미노산의 작용을 억제한다고 한다25.Gabapentin의 작용 부위에 관
해서는 말초보다 주로 중추 신경계이며,특히 후각의 표면층에서 고밀도로
결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뉴런 및 뇌신경 세포 모두에서 결합하며
그 부위는 특히 중성 L-아미노산의 운반에 선택적로 관여하는 세포막 단
백질(L-system)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이들은 Gabapentin과 그 구조
가 유사한 L-leucine과 L-phenylalanine의 운반에 관여한다.돼지의 대뇌
피질에서 결합 부위를 분리하였는데 Voltage-gatedCa2+channel의 α2δ단위
인 것으로 밝혀졌다26.최근 Abe등1은 쥐의 실험 모델에서 Gabapentin이
Na+와 Ca2+channel의 subunit의 변화에 관련되어 있으며,말초 신경 병변
보다는 중추 신경 병변에서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결과적으로 Arachidonicacid의 효소인 Cox-2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Cox-1과 같이 작용을 억제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와 작용 기전
의 차이로 동시에 사용하였을 경우 증가적 혹은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27,28.기존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와 비교한 동물 실
험으로 Yoon등27은 Ibuprofen과의 증가적 효과(Additiveeffect)를,Hurley
등28은 Naproxen과 통각 과민증(Antihyperalgesia)에서 상승 작용 효과
(Synergistic effect)를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Aceclofenac과 Gabapentin의 증가 혹은 상승 작용이 기대되었다.그러나
Gabapentin단독 투여는 하지 방사통의 증상을 호전시키지만 이 효과는
Aceclofenac,Gabapentin+Aceclofenac군에서도 관찰되었고 더구나 세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Gabapentin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에
비해서 방사통에 대해 더 큰 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는 없었다.특히
Gabapentin은 요통에 효과가 없었으며,Gabapentin+Aceclofenac병용 투
여군에서도 증상 호전의 상승 효과는 없었다.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로
Gabapentin을 요천추 추간판 탈출증에서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투
여군과 비교해 볼 때,Gabapentin이 더 우월한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하였
다.
Lee 등8의 문헌 고찰에 따르면 Gabapentin의 임상적 적용에서 약

900mg/day에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였으며,필요한 경우 약 1800-3600
mg/day까지 증량할 수 있다고 하였다.또한 Gilron등29은 Rofecoxib와의
병용 투여 연구에서 약 1800mg/day의 Gabapentin의 투여가 수술 후 통증
에 상승 작용을 한다고 발표하였다.따라서 진통 작용의 발현까지에는 환
자 개개인마다 각기 다른 요구 용량이 있을 수 있으며,외래 처방 시 부
작용의 발생 여부를 관찰하면서 서서히 증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투여법
이라고 할 수 있겠다.본 연구에서도 Gabapentin을 증량할 경우 상승 효과
를 보일 수 있을 수 있지만,Aceclofenac단독 투여만으로도 환자에게 만
족할 만한 요통 및 방사통의 호전이 있어 Gabapentin의 추가 투여나 증량
이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아직 보험에 해당되는 약제가 아니므로 많
은 양을 장기 복용하기에는 경제적인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Gabapentin은 생물학적 이용 효능이 투여량에 비례하지 않으며 간대사

가 되지 않고,혈장 단백질과 결합하는 양이 3% 미만으로 작아 약물 상호
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장점이 있다30.신배설을 통해 제거되며,1∼2
일에 걸쳐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작용하고 반감기는 5∼7시간이다.약의 안
정성 평가에 있어서 환자가 경험한 부작용(어지러움증)은 약리 작용이나
기존의 사용 경험 등을 고려할 때 대체로 알려진 것으로,투약 종료 후 자
발적으로 소실되었고 심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객관적인 검사를 통
한 안정성 평가를 위해서,신장 기능에 대한 혈액 검사가 고려 될 수 있지
만 실험 환자군에서 신장 기능의 저하가 있다는 병력이 없어 시행하지 않



았다.
비록 대상 환자의 수가 적고 이중 맹검이 되지 않은 결점이 있는 연구

이지만,결론적으로 Gabapentin의 요천추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하지 방사
통에 대한 임상 효과 해석에 주의를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Gabapentin은
요통이 심하지 않으면서,심각한 하지 방사통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Ⅴ.결론

본 연구를 통해서 Gabapentin이 요천추 추간판 탈출증에서,방사통에서
는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인 Aceclofenac과 같은 정도의 효과를 나타냈으
나,요통이나 환자의 일상 생활의 개선 정도에서는 효과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또한,Gabapentin과 Aceclofenac의 병용 투여 시 증가 효과
나 상승 작용을 보이지 않았다.따라서 요천추 추간판 탈출증에서
Gabapentin은 요통이 심하지 않으면서,심각한 하지 방사통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AbeK,KuriharaT,Han W,ShinomiyaK,TanabeT.Change
in Expression ofvoltage-dependention channelsubunitin dorsal
root ganglia of rats with radicular injury and pain. Spine
2004;27-14:1517-1524.

2.Tremont-LukatsIW,MegaffC,BackonjaMM.Anticonvulsantsfor
neuropathicpainsyndromes.Drugs2000;60(5):1029-1052.

3.BryansJS,Wustrow DJ.3-substitutedGABA analogswithcentral
nervoussystem activity.MedResRev1999;19:149-177.

4.RosenbergJM,HarrellC,RisticH,WenerRA,RosayroAM.The
effect of gabapentin on neuropahic pain.Clin J Pain 1997;
13:251-255.

5.WetzelCH,ConnellyJF.Useofgabapentininpainmanagement.
AnnPharmacother1997:31:1082-1083.

6.BennettGJ,XieYK.A peripheralmononeuropathy in ratthat
producesdisordersofpainsensationlikethoseseeninmain.Pain
1988;33:87-107.

7.XaioWH,BennettGJ.Gabapentinrelivesabnormalpaininarat
model of painful peripheral neuropathy. Soc Neurosci 1995;
21(s):897.

8.LeeDW,LeeSC,LeeYY,HanTH.Gabapentinformanagementof
variousneuropathicpain syndromes.Korean JAnestheriol2000;
38:488-496.

9.Khan OA.Gabapentin relieves trigerminalneuralgia in multiple
sclerosispatients.Neurol1998;51:611-614.

10.Houtchen MK,Richert JR,SamiA,Rose JW.Open label
gabapentin treatment for pain in multiple sclerosis.Multiple



sclerosis1997;3:250-253.
11.SamkoffLM,DarasM,TuchmanAJ,KoppelBS.Ameliorationof
refractory dysesthetic limb pain in multiple sclerosis by
gabapentin.Neurol1997;49:304-305.

12.SistTC,FiladoraVA II,MinerM,LemaM.Experiencewith
gabapentinforneuropathicpainintheheadandneck:reportof
tencases.Anesthesia1997;22:473-478.

13.SistT,Filadora VA II,MinerM,Lema M.Gabapentin for
idiopathic trigerminal neuralgia: report of two cases.Neurol
1997;48:1467.

14.ZappJJ.Postpoliomyelitispaintreatedwithgabapentin.AmerFam
Physician1996;53:2442-2445.

15.Merrem MD.Gabapentin fortreatmentofpain and tremor:a
largecaseseries.SouthMedJ1997;91:739-744.

16.Mackin GA.Medicaland pharmacologic managementofupper
extremityneuropathicpainsyndrome.JHandTher1997;10:96-109.

17.NessTJ,SanPedroEC,RichardsJS,KezarL,LiuHG,Mountz
JM.A caseofspinalcordinjury-relatedpainwithbaselinerCBF
brainSPECT imagingandbeneficialresponsetogabapentin.Pain
1998;78:139-143.

18.AttalN,BrasseurL,ParkerF,ChauvinM,BouhassiraD.Effects
ofgabapentinonthedifferentcomponentsofperipheralandcentral
neuropathic pain syndromes:a pilot study.Eur Neurol1998;
40:191-200.

19.Vadivelu N,BergerJ.Neuropathic pain afteranti-HIV gene
therapysuccessfullytreatedwithgabapentin.JpainsymptManage
1999;17:155-156.

20.TaylorCP,GeeNS,SuTZ,KocsisJD,WeltyDF,BrownJP,et



al. A summary of mechanistic hypotheses of gabapentin
pharmacology.EpilepsyRes1998;29:233-249.

21.Suman-ChauhanN,WebdaleL,HillDR.Characterizationof[+3H]
gabapentin binding to a novelsite in ratbrain:homogenate
bindingstudies.EurPharmacol1993;244:293-301.

22.UptonN.Mechanism ofactionofnew antiepilepticdrugs:rational
design and serendipitous findings.Trends PharmacolSci1994;
15:456-463.

23.Young LT,RobbJC,Patelis-SiotisI,MacdonarldC,JoffeRT.
Acutetreatmentofbipolardepressionwithgabapentin.BioPsych
1997;42:851-853.

24.Welty DF,Schielke GP,Rothstein JD.Potentialtreatmentof
amyotrophiclateralsclerosiswithgabapentin;A hypothesis.Ann
Pharmacother1995;29:1164-1167.

25.Singh,L,FieldMJ,FerrisP,HunterJC,OlesRJ,WilliamsRG,et
al.Theantiepilepticagentgabapentinpossessesanxiolytic-likeand
antinociceptive actions that are reversed by D-serine.
Psychopharmacology1996;127:1-9.

26.GeeNS,BrownJP,DissanayakeVUK,OffordJ,Thurlow R,and
WoodruffGN.Thenovelanticonvulsantdrug,gabapentin,bindto
theα2δ subunitofCa2+channel.JbiolChem 1996;271:5768-5776.

27. Yoon MH, Yakash TL. Evaluation of interaction between
gabapentin and ibuprofen on the formalin test in rats.
Anesthesiology1999;91:1006-1013.

28.HurleyRW,ChatterjeaD,RoseFM,TaylorCP,HammondDL.
Gabapentin and pregabalin can interact synergistically with
naproxen to produce antihyperalgesia. Anesthesiology 2002;97:
1263-1273.



29.Gilron I,OrrE,Tu D,O'NeillJP,Zamora JE BellAC.A
placebo-controlled randomized clinical trial of preoperative
administration ofgabapentin,rofecoxib andtheircombination for
spontaneous and movement-evoked pain after abdominal
hysterectomy.Pain2005:113:191-200.

30.Neurontin(Package insert).New York:PfizerInc.Available at
:http://www.Pfizer.com/download/uspi_neurontin.pdf. Accessed
November18.2002.



AAAbbbssstttrrraaacccttt

ClinicaltrialofGabapentinonherniated
discdisease

Soo-HyunLee

DepartmentofMedicine
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Seong-HwanMoon)

Gabapentin,known as an antiepileptic agent,was subsequently
reported to have antihyperalgesic and antiallodynic effects.Recently,
severalreports indicated thatGabapentin may have a place in the
treatmentofpost-operative pain and neuropathic pain.Nevertheless,
there has been no randomized clinical trial of Gabapentin on
lumbosacralradiculopathy.Accordingly,thepurposeofthecurrentstudy
istodemonstratetheefficacyofGabapentinonalleviatingradicularand
backpaininlumbardischerniation.
Prospectiverandomizedsingleblindedclinicalstudywasperformed.

Seventy five patients with symptomatic lumbosacraldisc herniation
were enrolled.Allpatients underwentphysicalexamination,imaging
study including plain radiograph andmagneticresonanceimaging.In
caseofpreviouspharmacologicaltherapy,1weekofwashoutperiod
was given.Allpatients were randomized into three groups i.e.,
Gabapentin(800mg#2/day),Aceclofenac(200mg#2/day),andGabapentin
+ Aceclofenac. Oswestry disability index(ODI), Visual analogue
scale(VAS) for low back pain(LBP) and radiating pain(RP) were



recorded atinitialvisit,2and 4weeksaftertreatment.During the
follow up,daily activity was encouraged.ANOVA with repeated
measurementwasutilizedforstatisticalanalysis.
Threegroupsdemonstratednosignificantdifferenceindemographic

characteristics,severityofsymptom atinitialenrollment.Six patients
weredroppedoutduetosideeffectandlostfollow up.InLBP,there
wassignificantimprovementofVASafter2and4weeksofmedication
inAceclofenacandGabapentin+Aceclofenacgroupscomparedtothose
ofinitialenrollment(p<0.05).InRP,therewassignificantimprovement
ofVAS after2and4weeksofmedicationinall3groups(p<0.05).
However,therewasnointer-groupdifferenceofVASforRPat2and
4weeks.In ODI,therewassignificantimprovementin Aceclofenac,
Gabapentin + Aceclofenac groups after 2,4 weeks of medication
(p<0.05).
Gabapentinappearstobeeffectiveinimproving RP,notLBP and

ODIinlumbarintervertebraldischerniation.Howevertherewereno
differences in clinical efficacy of Gabapentin, Aceclofenac, and
Aceclofenac+Gabapentiningiventimecourseandgivennumberof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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