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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ltiple sclerosis (MS) is a CNS demyelinating disorder, which affects young aged people. In Korea,
the prevalence of MS is very lower than that of western countries. Now, more than 10 disease modifying therapeutics (DMTs) were discovered; therefore the early diagnosis and treatment optimization is very important in MS patients. Herein, to understand MS market in Korea, we investigated the current diagnostic strategy and therapeutic choice of DMTs by Korean MS specialists in
real worl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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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본 론

다발성경화증(multiple sclerosis, MS)은 뇌, 척수, 시신경
을 침범하는 탈수초성 질환으로, 재발과 완화를 반복하며
질병장애(disability)가 축적됨으로써, 환자의 일상생활 및
직업,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MS 환자에서 조
기 진단을 통해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향후
질병장애를 완화시키는 데에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
다. 현재 MS 시장에는 환자를 위한 10개 이상의 질병치료
제(disease modifying therapeutic, DMT)가 시판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의사들도 이러한 여러 가지 DMT 중 이득과 위
험을 고려하여 적절한 약물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MS 시장 이해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서 실제
MS 환자를 보는 신경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하였다.

1. 연구 방법
MS 환자를 진료하는 전국 주요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의 신경과 전문의 44명이 참여하였다. 조사 방법으로는 온
라인 또는 face-to-face의 정량적 기법의 자기기입 방식으
로 진행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2016년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였다. 조사에 참여한 44명의 신경과 전문의의 전
문의 연차를 보았을 때, 5년 이내는 14명, 6-15년은 19명,
16년 이상은 11명이었다.

2. MS 및 CIS 환자 진단
이번 조사에 참여한 신경과 전문의 중 43명(98%)이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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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단을 위해 2010년 McDonald Criteria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2명은 2005년 McDonald Criteria를 사용하였고, 이
1
중 1명은 두 개 모두 사용한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42명
(95%)이 2010년 McDonald Criteria가 한국인의 다발성경화
증 환자 진단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평가
를 하였고, 2명(5%)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2
다소 무리가 있다고 응답한 의사 중 2명(n=1, 전문의 연차
6-15년; n=1, 전문의 연차 16년 이상)중 한명은 모든 기준
(probable MS, primary progressive MS, dissemination in time;
DIT, dissemination in space; DIS, clinically isolated syndrome; CIS)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다른 한
명은 CIS 기준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3
모든 의사가 MS 및 CIS 진단을 위해 뇌 MRI를 사용하
였고, 95%의 의사는 척수 MRI, anti-aquaporin4-antibody
(AQP4항체)검사, 뇌척수액검사를 시행하였다.4 시각 유발
전위검사와 혈액검사는 각각 39명(89%)과 37명(84%)이
시행하였다. 참여한 의사 중 15명(34%)은 optical computed
tomography (OCT)를 진단에 이용하였고, 1명(전문의 연차
5년 이내)이 진단을 위해 Extended Disability Scale Score
(EDSS)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Table 1). 또한, 모든 의
사가 MS 및 CIS 환자의 추적검사로 뇌 MRI를 사용하고,
이 검사는 평균 11.7개월 주기로 진행하였다. 척수 MRI는
13명(30%)의 의사만이 추적검사에 사용하며, 평균 12.5개
월 주기로 진행하였고, AQP4항체는 5명(11%)의 의사가
10.8개월 주기로, 시각유발전위검사는 4명(9%)의 의사가
10.5개월 주기로, 뇌척수액검사는 1명(2%)의 의사가 12.0
개월의 주기로 추적검사에 사용하였다.
CIS 환자 진단 시, 21명(48%)의 의사는 영상의학과 전
문의의 의견을 의존/참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단한다
고 응답하였고, 18명(41%)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과
Table 1. Tests for the diagnosis in multiple sclerosis and clinically
isolated syndrome

Total (%) (multiple) (n=44)
Brain MRI
Spine MRI
AQP4(NMO) antibody
CSF
VEP
Serological test
OCT
EDSS

100
95
95
95
89
84
34
2

Period after qualification of
neurologist board in Korea (%)
~5 years 6~15 years 16 years~
(n=14)
(n=19)
(n=11)
100
100
100
100
95
91
93
100
91
93
100
91
93
89
82
79
79
100
43
26
36
7

n, number, AQP4, aquaporin4; NMO, neuromyelitis optica; CSF,
cerebrospinal fluid; VEP, visual evoked potential; OCST,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EDSS, Expanded Disability Status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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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판독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진한다고 응답하였
다. 그 외 4명(10%) 정도만이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의견에
의존/참고하는 편이거나,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과 본인
의 임상소견을 종합하여 진단한다고 응답하였다. CIS를
진단받은 환자들의 대표적인 MRI 병변으로는 뇌병변이라
고 답한 의사가 21명(48%)으로 가장 많고, 시신경병변이
라고 답한 의사가 14명(32%)으로 그다음으로 많았다. 그
외, 척수병변이 8명(18%), 뇌간/소뇌병변이 1명(2%)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가 응답하였다. MRI상 병변 종류인
perventricular lesion, juxtacortical lesion, infratentorial lesion,
spinal cord lesion 중 최소 2군데에서 각각 1개 이상의 병변
이 있을 때, CIS를 진단하는 의사가 70%로 가장 많았다.
의사 중 52%가 MS 진단을 위해 MRI 프로토콜을 사용
하며, 그중 61%가 MRI상 병변이 최소 3 mm 이상이어야
진단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3 또한, 3 mm 이하라도 명
확히 구분이 가능하면 진단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의사는
30% 정도였다. 뇌 MRI상에 병변 없이 2회 이상 재발된 척
수염 환자를 MS나 시신경 척수염(neuromyelitis optica, NMO)
으로 진단하지 않는 의사는 45% 정도이며, 25%는 다른 검
사 결과(AQP4항체, 시각유발전위검사, 뇌척수액검사 등)
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하였다.
의사 중 95%가 CIS 환자에게 NMO항체 검사를 시행하
며, 검사 방법으로 AQP4 cell-based assay가 57%로 가장 많
고, 그 외 AQP4 ELISA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는 26%, NMO IgG는 24%, AQP4 FACS (Fluorescence-activated cell sorting)는 14%라고 대답하였다.

3. MS 및 CIS/유사 질환 환자 규모
최근 1년간 진료한 MS 및 유사 질환 환자 수에 대한 질
문에 응답한 의사는 39명이며, 이 의사들의 총 환자 규모
를 보았을 때, MS 환자 수는 440명, CIS 환자 수는 215명,
NMO 환자수는 517명이었다. 총 MS 환자 440명 중 81%가
재발완화형 MS (relapsing remitting MS, RRMS), 19%가 이
차진행형 MS (secondary progressive MS, SPMS)로 파악되
었고, 최근 1년 내에 새롭게 MS로 진단된 신환 수는 115
명, CIS 신환 수는 113명이었다. MS, CIS, NMO를 제외한
기타 질환으로는 척수염, 횡단성 척수염, 급성파종성뇌척
수염(acute disseminated encephalomyelitis, ADEM), 중추신
경계 혈관염, 림프종, 시신경척수염 스펙트럼 장애라고 응
답하였다.
의사 1명당 평균 환자 규모를 조사했을 때, MS 환자 수
는 11명, CIS 환자 수는 6명, NMO 환자 수는 13명이며,
MS 신환 및 CIS 신환은 각각 3명 정도였다. 최근 1년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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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한 MS, CIS, NMO 환자의 숫자를 조사했을 때, 각 1-5명
이라고 답한 의사의 숫자가 가장 많았다(MS 1-5명, 56%;
CIS 1-5명, 177%; NMO 1-5명, 82%).
의사 중 절반 정도가 CIS로 진단된 환자 중 MS로 전환
(conversion)되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1년 이상-3년 미만
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7%는 6개월 이상-1년 미만으로 응
답하였다.

4. MS 및 CIS 환자의 DMT 치료 패턴
MS를 시사하는 뇌 MRI 병변이 있는 CIS 환자의 DMT
치료 시작 시점에 관하여, 59%가 ‘바로 시작이 가능하다’
고 응답하였고, 그외 36%가 ‘McDonald 기준에 합당할 때
까지 경과를 지켜본 후 가능하다’, 5%가 ‘재발 이후에 가
능하다’고 응답하였다.
뇌 MRI상에서 MS 의심 병변이 있는 환자의 DMT 치료
여부는, 긴척수병변(longitudinal extensive transverse myelitis, LETM)에 상관없이 NMO antibody가 양성일 때 82-84%
가 DMT를 치료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LETM와
NMO antibody가 모두 음성이면 77%가 DMT를 치료한다
고 응답하였다. 또한, LETM이 양성이고 NMO antibody가
음성일 경우 치료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는 반반이
었다.
CIS, RRMS, SPMS 환자 중 약물치료를 받는 환자는 각
각 70%, 99%, 86%이며, 그중 interferon으로 처방 받는 비
율이 가장 높았다(Fig. 1). 각각의 질환별 약물치료 패턴을
보았을 때, CIS 환자에게 약물치료 시, 58%의 환자가 interferon Beta 1b를 처방받고, 그외 16%의 환자는 interferon
Beta 1a (SC)를 처방받고, 14%의 환자는 경구용 스테로이
드를 처방받았다. RRMS 환자에게 약물치료 시, 72%의 환

Figure 1. Treatment patterns in DMT for patients with multiple
sclerosis and clinically isolated syndrome. DMT, disease modifying
therapies; n, number; CIS, clinically isolated syndrome; RRMS,
relapsing remitting multiple sclerosis, SPMS, secondary progressive
MS; SC, subcutaneous; IM, intramuscular. Base, responders who treat
CIS, RRMS and SPMS patients, Unit, proportion of patients (%)

자가 interferon을 처방받았다. 이 중 interferon Beta 1b는
31%, interferon Beta 1a (SC)는 28%로 interferon Beta 1b가
약간 높았다. SPMS 환자에게 약물치료 시에도, 75%의 환
자가 interferon을 처방받았다. 이 중 interferon Beta 1b는
34%, interferon Beta 1a (SC)는 30%로 interferon Beta 1b가
약간 높았다. 나머지 환자들은 teriflunomide (9%), glatiramer acetate (6%), mitoxantrone (4%), azathioprine (2%), oral
steroid (1%)를 투여받았다.
CIS 및 MS 환자의 DMT 치료 선택 시 의사는 ‘재발 횟
수 감소’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다(74%) (Fig. 2). 그외
의 의견은 장기적으로 우수한 안전성 프로파일/적은 부작
용 발현 횟수(9%), 장애진행 속도를 지연시킴(9%), 국내외
임상데이터가 풍부함(2%), 장기적 효과를 나타냄(2%), 인
지기능저하 방지(2%) 등이 있었다. CIS 환자의 DMT 치료
선택 시에는 ‘재발 횟수 감소’(50%) 다음으로 ‘MS로의 전
환 예방’(32%)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CIS 및 MS 환자의
DMT 처방 타입별 비율을 보았을 때, CIS 환자 중 70%는
아직 DMT 치료를 시작하지 않았고, 25%는 DMT로 처방
받고 있으며, 5%는 DMT 처방을 중단하였다. 반면, MS 환
자 중에서는 89%가 DMT를 처방받고 있고, 나머지 11%의
환자에게는 DMT를 중단하거나 시작하지 않았다.
CIS 환자에게 DMT를 처방하지 않은 이유로, 약 절반의
의사가 ‘보험 삭감이 우려되어서’, ‘MRI상에 병변 소견이
확증적이지 않아서’, ‘임상적으로 MS로 확진되지 않아서’
를 응답하였다(Fig. 3). MS 환자의 경우 또한 절반의 의사
가 ‘보험 삭감이 우려되어서’라고 응답하였고, 38%의 의
사는 ‘환자가 치료를 원하지 않아서’를 이유로 응답하였
다. CIS 환자에게 DMT 치료를 중단한 이유로, ‘보험이 삭
감되어서’, ‘추적검사 시 MRI에 병변 소견이 더 나빠지지

Figure 2. DMT considerations for patients with multiple sclerosis and
clinically isolated syndrome. DMT, disease modifying therapies; n,
number; CIS, clinically isolated syndrome; MS, multiple sclerosis;
N/A, not available. Base, total responders,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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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McDonald Criteria’를 한국 환자들의 DMT 치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적용시키기에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DMT 치료 결정 시 ‘2010년 McDonald Criteria’를 참조하
기 위해 다소 무리가 있다고 응답한 3명의 의사들의 경우,
이 Criteria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사례별 정리가 필요
함’, ‘보다 덜 엄격하게 하여 조기치료가 가능하게 할 필요
가 있음’, ‘DIT, DIS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Figure 3. Causes why neurologists do not prescribe disease modifying
therapeutic for patients in multiple sclerosis and clinically isolated
syndrome. n, number; CIS, clinically isolated syndrome; MS, multiple
sclerosis. Base: CIS/MS responder who do not start DMT in CIS and MS
patients, Unit: %.

Table 2. Change of prescription after multiple sclerosis
neurologists conclude that current DMT is not effective
Period after qualification of
neurologist board in Korea (%)
Total (%) (multiple) (n=44)

Lateral switch into other first‐
line DMT
Dose adjustment
Escalation into
second‐line DMT
No change
Combination therapy (add‐on)
Stop DMT, only conservative
management

~5years 6-15 years 16years~
(n=14)
(n=19)
(n=11)
43

36

53

36

20

29

16

18

14

14

16

9

14
5

14

11

18
18

2

5

n, number; DMT, disease modifying therapy.

않아서’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 ‘장기간 재
발이 없어서’, ‘환자가 치료를 원하지 않아서’를 응답하였
다. 반면, MS 환자의 경우 ‘환자가 치료를 원하지 않아서’
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피부 부작용이 심해서’, ‘피부
이외의 부작용이 심해서’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DMT 치료를 시작한 신환들의 치료 반응으로 70%의 환
자는 DMT 효과가 있으며 순응도가 좋은 반면, 나머지
30%는 DMT 효과가 있으나 순응도가 나쁘거나, DMT 효
과가 나쁘지만 순응도가 좋거나, DMT 효과가 나쁘며 순
응도도 나쁜 것으로 파악되었다. DMT 치료를 시작한 환
자의 치료 반응 평가에 대한 기준으로 93%가 MRI 소견
및 재발 여부라고 응답하였고, 치료 효과를 판정하는 시점
은 치료 시작 후 평균 8.5개월이었다. DMT 치료 후 재발
하거나 치료 효과가 없는 환자의 경우, 다른 1차 치료제로
변경하는 경우가 43%로 가장 많으며, 20%는 용량 조절을
하였다(Table 2). 진단 시와 비슷하게 대부분의 의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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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MS를 진료하는 신경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
과, 대부분의 의사가 2010년 McDonald Criteria가 한국인의
RRMS 진단에 적합하다고 평가를 하였고, 평균 약 1년 주
기로 뇌 MRI를 추적검사하고 있었다. 또한, 70%의 의사가
CIS 진단을 위해 2010년 McDonald criteria의 DIS를 적용하
였다. 응답한 의사들이 진료하고 있는 MS 환자 수는 440
명이었고, 그중 81%가 RRMS였으며, 최근 1년 내에 새롭
게 MS로 진단된 신환 수는 115명, CIS 신환 수는 113명이
었다. MS및 CIS의 DMT 치료시기에 대해서는 AQP4항체
유무, LETM 유무 등이 영향을 끼쳤고, RRMS 환자의 거
의 대부분이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제한점으로
질문이 불분명하여 결과를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
다. “뇌 MRI상에서 MS 의심 병변이 있는 환자의 DMT 치
료 여부는, 긴척수병변(longitudinal extensive transverse myelitis, LETM)에 상관없이 NMO antibody가 양성일 때 82-84%
가 DMT를 치료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LETM와
NMO antibody가 모두 음성이면 77%가 DMT를 치료한다
고 응답하였다. 또한, LETM이 양성이고 NMO antibody가
음성일 경우 치료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는 반반이었
다.”라고 보고하였으나, NMO에서 특징적인 소견이 뇌
MRI에 처음부터 나타나지 않은 경우, MS와 감별이 어려
울 수 있고, NMO antibody가 검사 방법이나 시기에 따라
음성일 수 있으므로, 뇌 MRI상 demyelinating lesion이 관찰
될 경우, MS DMT를 사용하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에 적절
한 답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SPMS 환자에게 약물치료
시에도, 75%의 환자가 interferon을 처방받았고, 4%만이
mitoxantrone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당시 escalation 치료제
및 SPMS에 쓰일 수 있는 약이 없었고, 가능했던 약 중 mitoxantrone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였던 게 원인이었을 것으
로 추정된다.
본 논문은 2016년 MS 환자를 보는 신경과 전문의를 대
상으로 MS 시장 이해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서 시행한 연
구로써, 이번 연구 이후 국내에서 사용 가능해진 약물들을
고려하여, 향후 질적으로 향상된 설문지로 더 많은 의사들

Multiple Sclerosis Market Understanding Study

에게 설문을 시행한다면, 앞으로의 우리나라 MS 시장이
해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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