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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Report

면역관문억제제 투약 환자에서 발생한 적혈구자가항체
윤응준ㆍ김태열ㆍ문선경ㆍ조 덕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Red Blood Cell Autoantibodies in Patients Treated with Immune
Checkpoint Inhibitors
Eungjun Yoon, M.D., Tae Yeul Kim, M.D., Sun Kyoung Mun, M.T., Duck Cho, M.D.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and Genetics,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Immune-related adverse events, including immune hemolytic anemia, have been reported in patients treated with
immune checkpoint inhibitors. In particular, RBC autoantibodies are important because they can cause hemolytic
anemia and interfere with pre-transfusion test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few reports on the characteristics
of RBC autoantibodies induced by immune checkpoint inhibitors in Korea. The medical history and laboratory
results, including pretransfusion tests of ten patients treated with immune checkpoint inhibitors, were reviewed
retrospectively. The median interval from the first administration of immune checkpoint inhibitors to the
development of autoantibodies was 12 weeks. In eight patients, only cold autoantibodies were developed. Both
warm and cold autoantibodies developed in one patient, and warm autoantibodies alone were detected in one patient.
Of seven patients tested by a direct antiglobulin test, two were negative, and the remaining five were positive
for IgG and negative for C3d. In conclusion, this study presented ten cases of autoantibody developments in patients
treated with immune checkpoint inhibitors and the possible relationship between the immune checkpoint inhibitors
and RBC autoantibody development. Further comprehensive studies will be needed to elucidate this relationship.
(Korean J Blood Transfus 2021;32:201-208)
Key words: Immune checkpoint inhibitor, RBC autoantibodies, Hemolytic anemia, Immune-related adverse events,
Pre-transfusion tests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는
면역관문분자의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암세포에
대한 면역반응을 증진시키는 면역치료의 일종이
다[1-3]. 현재까지 승인된 면역관문억제제는 항

-CTLA-4, 항-PD-1와 항-PD-L1이 있으며 말기의
흑색종, 비소세포성 폐암, 호지킨 림프종 등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1,2]. 하지만 면역관
문억제제가 면역관용을 유도하는 면역관문을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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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기 때문에 복용 환자에게서 자가면역질환과
유사한 임상적 특징을 보이는 면역연관부작용이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1,2,4-7]. 그 중 혈액학적
부작용은 약 3∼4%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호중구감소증, 면역혈소판감소성자반증, 자가
면역용혈성빈혈 등이 가장 흔하다[4,5,8,9].
자가면역용혈성빈혈은 면역관문억제제 투여로
인한 면역반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적혈구자가
항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임상적 의
의 뿐 아니라 주요 동종항체 검출을 방해할 수도
있어 혈액은행 검사실에서의 의의도 크다. 근래
수혈전검사에 간섭(interference)을 유발하는 것으
로 보고된 대표적인 항체 치료제는 항-CD38 단일
클론항체와 항-CD47 단일클론항체가 있다. 이들
은 적혈구에 발현되는 CD38과 CD47에 결합하여
범응집패턴을 보여 수혈전검사에 간섭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10,11]. 이들에 대한 보고는 해외
뿐 아니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고들도 있었
다[12,13]. 하지만, 항-CTLA-4, 항-PD-1와 항-PD-L1
과 같은 면역관문억제제 투약 환자에서 발생한
적혈구자가항체에 관해서는 해외에서는 보고되
었으나[4,14-18], 국내에서는 한 개의 증례를 제외
하고는 보고된 바가 없다[14]. 이에 본 연구에서
는 한국인에서 용혈성 빈혈 여부는 상관하지 않
고, 면역관문억제제를 투여 받은 환자들에서 발
생한 적혈구자가항체의 증례를 종합하여 그 특징
을 보고하고자 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0일까지 삼
성서울병원 환자 중 (1) 비예기항체선별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거나 ABO, RhD 혈액형 검사에
서 불일치소견을 보인 환자 중 (2) 추가로 시행한
비예기항체동정검사에서 자가항체 동정에 합당
한 범혈구응집이 적어도 1개 이상의 검사 조건에
서 확인된 환자를 선별하였다. 그 중 (3) 면역관문
억제제 투약력이 있으며, (4) 면역관문억제제 투

여 이전 적혈구자가항체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의
의무기록과 검사결과를 후향적으로 검토하였다.
환자의 기본 인구학적 특징과 과거력, 투약력, 수
혈력, 헤모글로빈, 망상적혈구, 빌리부빈, 혈장 헤
모글로빈, 젖산탈수소효소, 합토글로빈, ABO, RhD
혈액형 검사, 직접항글로불린검사, 비예기항체선
별검사, 비예기항체동정검사를 수집하였다. ABO,
RhD 혈액형 검사와 비예기항체선별검사는 Galileo
Neo (Immucor Gamma, Norcross, USA)를 이용한
고체상적혈구부착법(solid phase red cell adhesion)
또는 Ortho Vision Max analyzer (Ortho Clinical
Diagnostics, Raritan, USA)를 이용한 원주응집법
을 이용했다. 비예기항체동정검사는 Ortho Resolve
Panel A RBC (Ortho Clinical Diagnostics)를 사용
o
o
하여 시험관법으로 4 C, 실온, 37 C, 항글로불린
법 조건하에 시행하였다. 직접항글로불린검사는
선별검사로 LISS/Coombs card (BioRad, Cressier,
Switzerland)의 다특이성항글로불린시약(polyspecific
antihuman globulin)을, 감별검사로는 DC-screening
II (BioRad, Cressier, Switzerland)의 monospecific
anti-IgG와 monospecific anti-C3d 시약을 이용한
원주응집법으로 시행하였다.
총 10명의 면역관문억제제를 투여받은 환자에
서 적혈구자가항체가 동정되었다(Table 1). 총 7
명이 항-PD1 또는 항-PD-L1 단독치료를 받았으
며 각각 pembrolizumab이 3명, nivolumab이 2명,
atezolizumab이 1명, durvalumab이 1명이었다. 나
머지 3명은 항-PD1, 항-PD-L1과 항-CTLA-4 병합
요법을 투여받았으며 각각 pembrolizumab과 MK1308이 1명, durvalumab과 tremelimumab이 1명,
pembrolizumab과 ipilimumab이 1명이었다. 비예기
항체선별검사에서 이상이 확인된 환자는 2, 3, 4,
6번 환자, 총 4명이며 나머지 1, 5, 7, 8, 9, 10번,
총 6명은 비예기항체선별검사에서 음성이었다.
비예기항체선별검사 음성인 6명에서만 ABO 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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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mbrolizumab Anti-PD1

NSCLC,
SqCCa
HCC

Anti-P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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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Nivolumab
Anti-PD1
AGC, tub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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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Pembrolizumab Anti-PD1
NSCLC,
Ipilimumab
Anti-CTLA-4 SqCCa

M Nivolumab

M Durvalumab
Anti-PD-L1
Tremelimumab Anti-CTLA-4
M Pembrolizumab Anti-P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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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Pembrolizumab Anti-PD1

Class

GB cancer,
SqCCa
M Durvalumab
Anti-PD-L1 AGC, tubular
ADC
NSCLC,
F Pembrolizumab Anti-PD1
MK-1308
Anti-CTLA-4 pleomorphic
carcinoma
M Atezolizumab
Anti-PD-L1 NSCLC,
SqCCa

F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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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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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2

95

4

6

12

129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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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

12

7

3

6

No

Yes

No

Yes

Yes

Yes

No

No

Yes

Yes

TreatTransInterval*
Diagnosis mentfusion(weeks)
†
cycles
history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 Extraserum
No Extraserum

No Extraserum
No Extraserum

No Extraserum
No No

Yes No

Positive Warm
autoantibody
Cold
autoantibody
Anti-E, c, P1
alloantibody
Negative Cold
autoantibody
Positive Cold
autoantibody
Negative Cold
autoantibody
Negative Cold
autoantibody
Anti-P1
Negative Cold
autoantibody
Negative Cold
autoantibody

Cisplatin,
No Extra- Negative Cold
gemcitabine
serum
autoantibody
Positive Warm
Cerelasertib No No
autoantibody
None
No No
Positive Cold
autoantibody

1+

–

–

1+

1+

+/–

2+

1+

–

–

1+

1+

+/–

2+

Undone

Undone

Undone

–

–

–

–

–

–

–

ConcomABO/RhD
DAT
itant Hemo- typing Antibody Antibody
‡
medi- lysis
dis- screening identification Poly- Anti- Antication
crepancy
specific IgG C3d

*Interval from the first administration of immune checkpoint inhibitors to antibody identification. †Red blood cell transfusion history before antibody
identification.‡Hemolysis was determined by integration of laboratory results including reticulocyte, bilirubin, LDH, plasma hemoglobin, and
haptoglobin.
Abbreviation: DAT, direct antiglobulin test; PD1, programmed cell death receptor 1; PD-L1, programmed cell death ligand 1; CTLA-4, cytotoxic
T-lymphocyte associated protein 4; GB, gall bladder; SqCCa, squamous cell carcinoma; AGC, advanced gastric cancer; ADC, adenocarcinoma;
NSCLC, non-small cell lung cancer; HCC, hepatocellular carcinoma; CCC, cholangiocarcin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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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tient characteristics, medical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autoanti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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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검사에서 불일치 소견(추가 혈청)이 확인되었
다. 처음 면역관문억제제 투여로부터 적혈구자가
항체가 발생한 시간은 3∼129주로 중앙값은 12주
였다. 대다수인 일곱 명에서 한랭자가항체만이
단독으로 확인되었으며 2명은 온난 및 한랭자가
항체가 모두 동정되었다. 온난자가항체 단독으로
동정된 환자는 1명이었다. 직접항글로불린검사를
7명 중 2명은 음성이었으며, 나머지 5명은 동정된
항체와 무관하게 모두 IgG 양성, C3d 음성으로 확
인되었다.
총 10명의 환자 중 4번 환자만이 용혈성빈혈에
합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1) [17]. 4번 환자

는 비소세포성 폐암, 편평세포암종으로 진단된
후 atezolizumab을 3주 간격으로 1200 mg 2회 투
약 후 상대정맥증후군이 심해져 투약 중단하였
다. 환자는 Atezolizumab 투약 종료 시점으로부터
19주 후 carboplatin과 etoposide를 3주 간격으로 3
회 투약하였고 3회 투약 종료 후 호흡곤란과 오한
이 발생하였다. 내원 당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범혈구감소증이 확인되었으며 망상적혈구, 총빌
리루빈, 혈장 헤모글로빈, 젖산탈수소효소가 증가
하였고 합토글로불린은 감소하였다. 직접항글로
불린검사는 IgG 2+, C3d 음성이었다. 비예기항체
동정검사에서 온난, 한랭자가항체와 더불어 항-E,

Fig. 1. Progress of patient 4.
Reference range: reticulocyte, 0.5∼2.0%; Total bilirubin, 0.0∼1.2 mg/dL; Plasma hemoglobin, 0.0∼14.4
mg/dL; LDH, 135∼225 IU/L; haptoglobin, 30∼200 mg/dL.
Abbreviation: LDH, lactate dehydrogenase; ND, not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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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c, 항-P1이 확인되었다. 환자는 용혈성빈혈에
대해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6개월 경과 후
백혈구 감소증과 혈소판 감소증은 해소되고 빈혈
및 화학검사결과 수치는 완화되었으나 비예기항
체동정검사에서 지속적으로 자가항체 및 동종항
체가 동정되었다.
면역관문억제제가 면역연관부작용을 일으키는
기전은 분명하지는 않으나 비특이적인 면역 증진
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5,19]. 이에 대해서
T 세포 활성 증가, 조절 T 세포 기능 저하, 종양
항원과의 교차반응, 자가항체 생성 및 단일클론
항체의 직접적 항원 공격 등이 원인으로 제시되
고 있다[5]. 면역연관부작용으로 발생하는 용혈성
빈혈은 면역관문억제제의 면역반응 조절로 인해
면역관용현상이 억제되고 최종적으로 자가항체
가 생성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17,18]. 본
연구의 증례들에서도 면역관련억제제 사용환자
에서 용혈여부와 무관하게 온난 및 한랭자가항체
가 동정되었고 약제 사용이 종결된 환자에서도
자가항체가 생김이 확인되어 면역관문억제제가
이러한 기전을 통하여 자가항체를 유발할 가능성
이 있음을 추정하였다. 하지만, 우선 면역관문억
제제 투약 환자에서 자가항체와의 연관성을 통계
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자가항체가 생성되
는 정확한 기전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약제에 의해 적혈구자가항체가 생기는 경우에
비해 용혈성빈혈이 생기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례로 α-methyldopa에 의해 적혈구
자가항체가 생기는 비율은 8∼36%에 달하지만
용혈성빈혈이 생기는 비율은 1% 미만으로 알려
져 있다[20,21]. 이는 면역관문억제제 투약 환자에
서 나타나는 용혈성빈혈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정
되는데, 한 문헌에서는 면역관문억제제 투여 환
자를 전수조사 후 그 중 직접항글로불린검사 또

는 비예기항체동정검사를 시행한 129명 중 3명에
서 직접항글로불린검사 양성으로 나타났고 이중
에서 단 1명만이 자가면역용혈성빈혈로 확인되었
다[16]. 본 연구에서도 총 10건의 자가항체가 확
인된 환자에서 4번 환자만이 용혈성빈혈에 합당
하여 실제로 적혈구자가항체가 발생한 빈도에 비
해 용혈성빈혈이 발생한 환자는 많지는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 보고되고 있는 자가면역용혈성빈
혈의 증례에 비해서 적혈구자가항체 발생빈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후 이를 확인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항-CD38, 항-CD47이 단일클론항체가 직접적으
로 적혈구 항원에 결합함으로써 수혈전검사에 간
섭을 미치는 것과는 달리[10], 면역관문억제제 투
약 환자에서 발생한 자가항체가 수혈전검사에 미
치는 영향은 일반적인 자가항체와 크게 다른 경
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광범위
한 수혈전검사를 진행한 문헌에서 ZZAP법을 이
용한 항체 흡착 검사로 자가항체에 의한 간섭이
없어진 증례를 통해 확인되었다[15]. 또한 해당
문헌에서 2명의 환자에서 모두 동종항체가 확인
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2명의 환자에서 비예기
항체동정에 영향을 주었다(Table 1). 따라서 고역
가의 자가항체가 발생한 환자에게서 안전한 수혈
을 위해 자가항체흡착검사 등을 시행해야 할 것
이다.
대부분의 문헌에서 면역관문억제제 투약 환자
에서 자가면역용혈성빈혈은 온난항체에 의한 것
으로 보고하였다[17,18]. 반면에 면역관문억제제
투약 환자에서 발생한 한랭응집소병의 증례는 한
정적이다[22,23]. 본 연구에서는 9명에서 비예기
o
항체동정검사 4 C법에서 범응집패턴을 보이는 한
랭자가항체가 확인이 되었고 이 중 7명에서 한랭
자가항체만이 단독으로 확인되었다. 기존 문헌에
서 한랭자가항체의 보고가 적은 이유를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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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한랭자가항체 존재만으로
는 용혈성빈혈을 일으키기 불충분하고 항체역가
와 반응온도(thermal amplitude)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에 비해 그 빈도가 저평가되었을 가
능성이 있다[24]. 또한 본 연구에서 한랭자가항체
만 관찰된 환자 7명 중 6명의 환자에서 비예기항
체선별검사 음성이며 ABO 혈액형 검사불일치 소
견을 보였다. 본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고체상적
혈구부착법은 임상적으로 중요한 IgG를 선택적
으로 검출하기 때문에 비예기항체선별검사에서
음성이었으며 ABO 혈액형 검사에서 불일치가 없
었다면 한랭자가항체의 존재를 놓쳤을 것이다.
한랭자가항체는 역가가 낮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에서 용혈성빈혈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반응온도가 높은 경우 등의 드문 경우에
서 용혈성빈혈을 유발할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
다[25]. 그렇기 때문에 면역관문억제제 사용환자
에서 한랭자가항체의 검출 또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번째로,
해당 기간 동안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은 환
자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실제로 약제
에 의한 적혈구자가항체의 빈도를 알 수 없었다.
자가항체는 감염, 림프구증식성질환, 악성종양 및
약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21]. 따라서 면역관문억제제에 의
해 자가항체가 발생하였음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
해서는 이러한 교란변수를 통제한 체계적인 연구
가 추후에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유
일하게 용혈성빈혈에 합당하였던 4번 환자는 atezolizumab 중단 이후에 용혈성빈혈을 유발할 수
있다고 증례가 보고된 carboplatin을 투약하여 이
에 의한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었다[21,26]. 또
한 일반적으로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전검
사를 처방하기 때문에 선택편향의 가능성이 있

다. 장차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코호트를 전향적으로 추적하여 약제에 의한 적혈
구자가항체의 생성과 그로 인한 용혈부작용의 빈
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면역관문억제제 투여
환자에서 자가항체가 발생한 총 10례를 통해 면
역관문억제제와 적혈구자가항체 사이의 연관성
이 있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면역관문억제제
가 진행된 암종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이고 있어
그 사용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가항
체의 임상적, 검사실적 영향을 감안할 때 추후 면
역관문억제제와 자가항체의 연관성에 대한 체계
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요 약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서 자가
면역용혈성빈혈을 포함한 다양한 면역연관부작
용이 보고되어왔다. 특히 적혈구자가항체는 용혈
성 빈혈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혈전검
사에 간섭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 한국에서
이러한 면역관문억제제에 연관된 적혈구자가항
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삼성서울병
원에서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은 10명의 환자
의 의무기록과 비예기항체동정검사 등의 검사결
과를 후향적으로 검토하였다. 면역관문억제제를
사용한 시점으로부터 적혈구자가항체가 동정되
기 까지의 시간의 중앙값은 12주였다. 총 8명에서
한랭자가항체만이 발생하였다. 온난 자가항체와
한랭자가항체가 모두 발생한 환자는 1명이었으며
온난 자가항체만 발생한 환자는 1명이었다. 직접
항글로불린검사를 시행한 7명 중 2명은 음성이었
으며 나머지 5명은 IgG 양성, C3d 음성으로 확인
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면역관문억제제
투여 환자에서 자가항체가 발생한 총 10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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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면역관문억제제와 적혈구자가항체 사이의 연
관성이 있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추후 이러한
연관성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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