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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se Events of Immune Checkpoint Inhib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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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verall prognosis of cancer patients has substantially improved since the use of immune checkpoint inhibitors has 

been actively used in clinical practice. Adverse events of Immune checkpoint inhibitors are basically related with acti-

vated T-lymphocytes, autoantibodies, and cytokines secretion. The adverse events induced by CTLA-4 inhibitors are 

more frequent and severe compared with those by PD-1/PD-L1 inhibitors except interstitial pneumonitis and thyroiditis, 

and especially when two drugs are combined, the frequency and severity of the adverse events tend to increase. It 

should be noted that although timing of adverse events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affected organs, they may appear at 

any time, even after drug discontinuation. Offending agents can be maintained in case of mild adverse events, but 

should be postponed in moderate cases, and discontinued in cases of severe adverse events. Adequate steroid therapy is 

necessary depending on the severity, and consultation to the specialists is mandatory. The offending agents can be cau-

tiously resumed after the disappearance of the adverse events, but if they were severe, resuming should be considered 

very carefully and contraindicated in cases of fatal events, especially fatal pneumonitis, myocarditis, and nervous system 

toxicity. Medical staffs may have a desire to use steroids due to the various types and various degrees of adverse 

events occurring during the use of immune checkpoint inhibitors. However, unnecessary steroid administration should be 

avoided because steroids are closely related with poor survival outcomes in the cancer patients treated with immune 

checkpoint inhibitors. (JPERM 2019;11: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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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면역은 정상적인 인체의 방어기전으로서 감염, 개체 내 이

상 세포의 증식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

지만 과소 또는 과도한 면역 반응은 오히려 죽음으로 유도

하므로 인체는 면역 반응을 적절히 조절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감염에 대한 면역 기능은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바이

고, 종양에서도 면역 기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체

내에 정상 세포와 다른 암세포가 발생하면 면역 세포들이 

작동하여 이를 제거한다. 그러나 암세포의 입장에서는 생존

을 위하여 인체의 정상적인 면역 감시 체계로부터 회피하는 

여러 수단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 암세포는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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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체계의 감시로부터 벗어나 증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다. 면역체계를 활성화시켜 암을 치료하려는 노력은 과거부

터 있었는데 세균 독을 주사하거나, 인터페론 알파, 인터루

킨-2와 같은 사이토카인 치료가 일부 암 환자에서 유효성을 

보이기도 했으나 약물 이상반응과 대규모 임상 시험의 실패

로 본격적으로 임상에 도입되지 못하던 중에, programmed 

cell death protein-1 (PD-1), programmed cell death ligand-1 

(PD-L1), cytotoxic T-lymphocyte associated protein-4 (CTLA-4)

와 같이 면역관문에 대한 단클론 항체 치료제들이 비소세포

폐암을 포함한 다양한 암종에 유효하다는 것이 임상시험들

에서 연이어 입증되어 암치료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고 임상

에서 사용되는 면역관문 억제제에는 PD-1 억제제인 nivo-

lumab, pembrolizumab (Immunoglobulin type 4, IgG4 계열), 

PD-L1 억제제인 atezolizumab, durvalumab (IgG1 계열)이 있

고, 유사한 약물들이 속속 개발되어 임상에 도입될 준비를 

하고 있다. CTLA-4 억제제에는 ipilimumab (IgG1 계열)이 대

표적이다. 면역관문 억제제들이 임상에서 대규모로 사용되

는 초입이어서 이전의 항암제들에서는 없었던 독특한 이상

반응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면역관문 억제제의 

이상반응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반응 발생기전

  면역관문 억제제는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에 비하여 가

벼운 이상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드물게 

치명적이거나 영구적 기능 손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서 

각 이상반응에 대하여 초기 증상과 검사 이상, 감시 및 적절

한 대응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면역관문 억제제의 작

용 기전은 CD8+ 세포독성 T 림프구의 활성을 억제하는 

PD-1, PD-L1, CTLA-4와 같은 림프구 활성 억제 장치를 차

단하여 T 림프구를 활성화하고 인터페론 감마, TNF-α 등

의 사이토카인 분비를 증가시켜 암세포를 사멸하는 것이

다.
1)

 CTLA-4 억제제는 T 림프구 활성화의 초반부에, PD-1/ 

PD-L1 억제제는 후반부에 작동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면역

관문 억제제와 관련된 이상반응은 자가면역체계 활성화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염증 반응으로서 전신 어디에나 나타날 

수 있는데, 피부, 내분비, 소화기, 호흡기 계통의 이상 반응

들이 잘 알려져 있고, 신장, 뇌신경계 이상 반응도 보고된

다. 일반적으로 면역관문 억제제의 이상 반응은 투약 후 수 

주에서 3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이

후에 발생할 수도 있고 심지어 약물 투여 중단 이후에 발생

할 수도 있으므로 이상 반응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약물

과의 인과 관계를 결정할 수 없다. 기저질환으로 자가면역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면역관문 억제제에 의하여 기저질환

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이상반응에 대한 일반적인 조치

  면역관문 억제제에 의한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을 때 일반

적인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3,4)

 경증인 경우에는 일부 신

경학적 증상이나 심장 독성에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상반응을 적절히 추적하면서 치료를 지속한

다. 중등증의 이상반응인 경우에는 치료를 중단하고 저-중

등 용량 prednisone 0.5-1 mg/kg/day을 투여하면서 추적 관찰

하다가 이상반응이 경증으로 감쇄하였을 때 면역관문 억제

제의 재투여를 고려할 수 있다.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

우에는 즉시 치료를 중단하고 고용량 prednisone 1-2 mg/kg/ 

day를 투여하고 4-6주 동안 서서히 스테로이드를 감량해야 

하고,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사용에 따른 폐포자충 기회감염 

폐렴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적 항생제 투여를 고려한다.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하였다가 경증으로 감쇄하였을 때, 면

역관문 억제제의 재투여는 치료적 이해관계의 경중을 고려

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생명의 위협이 될 정도의 중

증 이상반응이었다면 재투여를 영구히 중단해야 한다.

각 장기별 이상반응

1. 피부 독성

  피부 독성은 면역관문 억제제 이상 반응으로 빈번하게 나

타나는데, 소양증, 반구진 발진(maculopapular rash), 두드러

기, 습진이 흔한 형태이나 다형 홍반(erythema multiforme), 

Stevens-Johnson 증후군, 독성표피괴사융해(toxic epidermal 

necrolysis, TEN)도 보고된 바 있다.
5,6)

 비소세포폐암 환자들

을 대상으로 시행된 면역관문 억제제 3상 임상시험에서 보

고된 발진은 3.9-13%, 이 중에서 증등도 이상의 이상 반응

은 1% 이하이나 한 연구에서만 3.9%로 보고되었다.
7-12)

 일

반적으로 피부 발진은 PD-1/PD-L1 억제제보다 CTLA-4 억

제제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지만(17-37% vs. 37-70% for all- 

grade), Common Terminology Criteria for Adverse Events 

(CTCAE) 3-4등급의 발진은 두 계열의 약물에서 모두 3% 이

하로 비슷하다.
3)

 피부 병변은 체간에서 시작하여 사지로 확

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투약 횟수가 증가할수록 증상이 악화

된다. 피부 이상반응은 다른 이상반응보다 빨리 발생하기 

시작하여 면역관문 억제제 투여 후 4일-10개월 내에 주로 

발생하고, 특히 반구진 발진은 1차 투약 후 흔히 발생한

다.
13)

 대부분의 피부 이상반응에서 항암치료의 중단은 필요

하지 않고, 증상이 경미한 경우는 항히스타민제로 잘 조절

되며 스테로이드 국소 도포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증상이 

심할 때는 투약을 일시 중단하고 스테로이드 전신 요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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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기도 한다.

2. 내분비계 독성

1) 갑상선 기능이상

  면역관문 억제제 이상반응으로 갑상선 기능항진증과 기

능저하증이 모두 발생할 수 있고 일시적인 갑상선 기능항진

증 발생 이후에 기능저하증으로 변하기도 한다. 세포독성 T 

림프구의 영향으로 손상부위가 갑상선 자체인 경우가 대부

분이나 일부 환자에서는 뇌하수체염에 의한 범하수체기능

저하증의 일환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비소세포폐암 환자들

을 대상으로 시행된 면역관문 억제제 3상 임상시험에서 보

고된 갑상선 이상반응은 기능항진증 4-7.8%, 기능저하증 

8.9-11.6%로 보고되었다.
9,10,12)

 내분비계 이상반응은 투약 후 

6-7주에 나타나기 시작하며 발생 시기의 중앙값은 7-20주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14)

 다른 이상 반응에 비하여 갑상선 

기능항진증과 기능저하증은 증상 조절이 용이하기 때문에 

암 치료라는 중요한 이익을 위해서 항암치료를 중단하지 않

고 갑상선 기능이상을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 PD-1/PD-L1 

억제제를 투여할 때는 첫 3개월간 매 투여 주기마다 갑상선 

기능 검사를 시행하고 그 이후에는 2주기마다 검사를 시행

할 것을 추천하며, CTLA-4 억제제를 투여할 때는 매 주기

마다 검사를 시행하고 4주기 이후에는 4-6주마다 검사를 시

행할 것을 권고한다.
3)

 갑상선 기능항진은 베타차단제와 스

테로이드로 조절할 수 있고, 기능저하증에는 갑상선호르몬 

대체요법을 시행한다.
15)

 항암제 투약을 중단했을 때 갑상선 

이상반응은 대부분 회복되나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6-10개

월이 소요될 정도로 길며 일부에서는 영구적 기능 장애가 

발생하기도 한다.

2) 당뇨병

  면역관문 억제제에 의하여 췌장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제 

1형 당뇨병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다(0.4%).
10)

 당뇨병은 면

역관문 억제제 투여 후 2-3개월에 발생하기 시작하고 1년 

후에 발생하였다는 보고도 있다. 이렇게 발생한 당뇨병인 

경우 항암치료 중단 후에 회복되는 경우는 없으며 영구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요하다. 인술린이나 췌도에 대한 자가항체

는 약 50% 정도의 환자에서만 검출되며, 개인의 유전적 감

수성이 면역관문 억제제에 의한 당뇨병의 병인으로 지목된

다. 당뇨병의 급만성 합병증이 위중할 수 있지만 만일 면역

관문 억제제가 유효하여 암의 진행을 늦추고 있다면 항암치

료를 중단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인슐린 치료를 유지하면서 

항암치료를 지속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최종적인 판단

은 환자와 의료진이 항암치료의 이해득실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3) 뇌하수체 기능부전

  면역관문 억제제에 의한 뇌하수체 기능부전에 대한 메타

분석 결과는 PD-1/PD-L1 억제제 투여 시 발생률 0-3%, CTLA-4 

억제제 투여 시에는 0-6.5%로 보고되어 CTLA-4 억제제에서

의 발생빈도가 더 높게 조사되었으며, 두 약물을 병합 투여

했을 경우에는 3.8-11.7%로 발생률이 증가하였다.
16)

 뇌하수

체염이 발생하면 두통, 피로, 무력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뇌하수체 부종이 심한 경우 시력 이상이 발생할 수

도 있다. 뇌 MRI 촬영에서 뇌하수체 비대를 관찰할 수 있

다. 뇌하수체 전엽 이상에 해당하는 중추성 갑상선 기능저

하가 가장 흔하게 나타나며 중추성 부신피질 기능저하, 생

식선 기능 저하도 발생할 수 있으나, 뇌하수체 후엽 기능 이

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뇌하수체 기능부전이 

발생하면 면역관문 억제제의 투여를 중단하고 고용량 스테

로이드를 투여해야 한다. 내분비계 이상이 회복되기까지 적

절한 호르몬 대체 요법을 시행한다. 뇌하수체염에서 회복될 

때 갑상선과 성선의 기능은 약 절반 정도에서 회복되나 부

신피질기능이 회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부신피질 기능부전

  부신피질 기능저하는 5,831명의 환자가 포함된 메타분석

에서 0.7%의 발생률을 보여 제 1형 당뇨처럼 드물게 발생하

는 이상반응이다. 그러나 PD-1/CTLA-4 억제제 병용요법에

서는 발생률이 4.2%로 상승하였다.
16)

 부신피질 기능저하의 

증상은 무력감, 탈수, 저혈압, 저나트륨혈증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수액공급 등의 적절한 보존적 치료와 함께 스테로이드 

보충요법이 필요하다. 갑상선 기능이상과는 달리 부신 기능

이상이나 생식계 내분비 이상반응은 거의 회복되지 않는다.

3. 간질성 폐렴

  면역관문 억제제에 의한 간질성 폐렴 역시 활성화된 T 림

프구와 관련되어 발생한다. 비소세포폐암에 투여된 PD-1/ 

PD-L1 억제제에 대한 26개 임상연구, 5,038명의 자료를 메

타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PD-1 억제제와 PD-L1 억제제에 의

한 모든 등급의 간질성 폐렴 발생률이 각각 3.6% (95% 

Confidence Interval, CI, 2.4%-4.9%), 1.3% (95% CI, 0.8%- 

1.9%)로 PD-1 억제제에 의한 발생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p=0.001). CTCAE 3-4등급인 경우도 발생 빈도 1.1% (95% 

CI, 0.6%-1.7%) 대 0.4% (95% CI, 0%-0.8%)로 PD-1 억제제

에 의한 발생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p=0.02).
17)

 간질성 폐

렴은 면역관문 억제제 투여 중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데, 

전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약물이 투여되

면서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만성적 형태로 나타난다. 기침과 

호흡곤란이 주증상이고 흉부 x선에서 다발국소적 또는 미

만성 폐침윤을 관찰할 수 있다. 발열은 없거나 경미하고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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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증가를 호소하기도 한다. 만성적인 경증의 간질성 폐렴

은 진행 양상을 면밀히 관찰하며 항암치료를 지속할 수도 

있으나, 중등증 이상의 간질성 폐렴에서는 치료를 중단하고 

전신 스테로이드를 투여해야 한다. 간질성 폐렴은 종종 사

망을 초래하는 위중한 경과를 보일 수 있어서 심한 폐렴으

로부터 회복된 경우 면역관문 억제제의 재투여는 절대 금기 

사항이다. 기저 질환으로 간질성 폐렴이 있는 환자들은 항

암제 투여로 기저 간질성 폐렴의 급성 악화가 발생할 가능

성이 매우 높고 치사율도 높으므로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

다. 간질성 폐렴으로부터 회복된 이후 폐기능의 회복은 제

한적일 수 있고 영구적인 호흡곤란이 남을 수 있다.

4. 소화기계 독성

1) 위장관 독성

  PD-1/PD-L1 억제제 투여 후 경증 설사가 발생하는 경우

는 6-8%로 빈번하지만 중증 대장염을 유발하는 경우는 

0.6%로 매우 드물다.
7,8,10,18)

 CTLA-4 억제제에 의한 장염의 

발생률은 12.2%로 PD-1/PD-L1 억제제보다 많이 발생하고 

CTCAE 3-4등급의 장염도 10.4%나 되는데, 양상이 크론병과

는 상당히 이질적이고 궤양성 대장염과 더 유사하지만 약물

에 의하여 발생한 대장염 환자의 약 25%가 소장 전반에도 

염증이 발생한다는 것은 궤양성 대장염과 다른 점이다.
19,20)

 

PD-1/PD-L1 억제제에 의한 대장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

으나 치료 시작 후 수 개월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나, 

CTLA-4 억제제인 경우는 두 번째나 세 번째 투여할 때 나

타나는 경우가 많다.
5)

 항암제에 의한 대장염은 감염성 대장

염과 감별이 필요하다. 경증 설사인 경우 항암제 치료를 지

속하면서 적절한 대증요법을 시행하는데 2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항암치료를 중단하고 저용량의 스테로

이드를 투여할 수 있으며, 3일간 증상 호전이 없거나 악화

되면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며 이것에도 불응하는 경

우에는 TNF-α 억제제인 infliximab 투여를 고려한다. 하루 

4-6회 설사를 하는 중등증 대장염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면역관문 억제제 투여를 중단하고 대증요법과 환자의 반응

을 관찰하며 저용량 스테로이드, 고용량 스테로이드, inflixi-

mab 투여로 순차적으로 치료 단계를 상향한다. 증상이 회복

되면 PD-1/PD-L1 억제제는 재투여 가능하나 CTLA-4 억제

제는 영구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하루 7회 이상의 설사, 심

한 복통을 호소하는 중증 대장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각 

항암제 투여를 중지하고 대증요법과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투여해야 한다. 이에 불응하면 infliximab을 추가하고 회복 

후에도 항암치료의 재개는 불가능하다.

2) 간 독성

  면역관문 억제제에 의한 간염의 발병 원인은 자가 항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자가면역 간염과 유사하다. 대부분 증상 

없이 간기능 검사에서 AST/ALT, 빌리루빈이 상승하는 것으

로 발견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무기력증과 발열이 동반될 

수도 있다. 면역관문 억제제를 투여할 때는 매주기마다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하다. 간기능 이상이 발견되면 암의 간 전

이, 바이러스성 간염, 다른 병용 약제에 의한 간 독성 등과 

감별해야 한다.
21)

 간 독성 역시 PD-1/PD-L1 억제제보다 

CTLA-4 억제제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CTLA-4 억제제에 의

한 간염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AST/ALT

가 정상 상한 값의 3배 이내로 상승할 때는 경과를 관찰하

면서 항암치료를 지속하지만, AST/ALT가 정상 상한 값의 

3-5배로 상승한다면 저용량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다가 4-6주

에 걸쳐서 서서히 감량한다. 저용량 스테로이드에 불응한다

면 치료 용량을 2배로 증량하고 면역관문 억제제는 영구히 

중단한다. AST/ALT가 정상 상한 값의 5배 이상 증가하면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2-3일 내에 반응이 없다면 

mycophenolate mofetil 추가를 고려한다.

5. 기타

  면역관문 억제제에 희한 독성은 전신 어디에나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전격성 심근염과 같은 심장 독성과 신경

학적 독성이 발생하면 치명적이고 영구적 손상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CTCAE 1

등급 독성인 경우 주의 깊게 추적 관찰하며 항암치료를 지

속할 수 있으나 2등급 독성인 경우 항암치료를 유보하고 저

용량 스테로이드를, 3-4등급 독성인 경우 즉각적이고 영구

적인 면역관문 억제제의 중단과 함께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투여가 요구된다.

결      론

  면역관문 억제제가 임상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기 시작하

면서 암 환자들의 전반적인 예후가 많이 개선되었으나, 새

로운 계열의 약물 도입으로 아직 의료진이 약물의 이상반응

과 조치에 숙련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면역관문 억제제에 

의한 이상반응은 근본적으로 T 림프구의 기능 활성화, 자가

항체, 사이토카인 분비가 활성화 되면서 나타나는 염증 기

전이 작용하는데 간질성 폐렴과 갑상선기능이상을 제외하

면 PD-1/PD-L1 억제제보다 CTLA-4 억제제에 의한 이상반

응이 빈번하고 특히 두 계열의 약물을 병합하면 이상반응의 

빈도와 정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치료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22)

 이상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은 장기별

로 다른 경향을 보이지만 이상반응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고, 심지어 약물 중단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

념해야 한다.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각 장기의 전문가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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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적인 협진 체계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경증 이상 반응

인 경우는 항암치료 유지, 중등증인 경우 항암치료 연기, 중

증 이상반응인 경우에는 항암치료 영구 중단이 필요하고 중

등증 이상의 이상 반응에서는 병증 경중에 따라 중등도 용

량 이상의 전신 스테로이드 치료가 필요하다. 다만 내분비

계 이상반응인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효과적인 호르

몬 대체요법을 시행하면서 항암치료를 지속할 수 있다. 이

상반응 소실 후에는 항암치료를 재개할 수 있으나 중증 이

상반응이었다면 매우 신중히 재투여를 고려해야 하고 특히 

폐렴, 심근염, 신경계 이상반응인 경우에는 치명적이므로 

금기 사항이다. 면역관문 억제제는 암환자에게 투여되는 약

물이므로 이상반응이라고 판정하기 전에 암의 진행, 감염

증, 병용 투여되는 약물에 의한 이상반응인지 감별하는 것

이 필수적이다. 면역관문 억제제 사용 중 나타나는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정도의 이상반응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사용

하는 경우에 스테로이드가 생존 예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스테로이드 사용에 의한 기회

감염, 내분비계 이상 유발 등의 장단기 부작용과 일부 보고

에서 암의 생존 예후가 불량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불

필요한 스테로이드 투여가 남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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