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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론 베타 치료를 받은 한국 다발성경화증 환자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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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tralizing Antibodies in Korean Multiple Sclerosis Patients T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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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 Jin Kim, MD,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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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Patients treated with interferon-beta (IFN-β) can develop neutralizing antibodies (NAB)
against IFN-β, which negatively affect its therapeutic responses. We aimed to investigate prevalence of NAB and to evaluate the impact of NAB on the treatment response of IFN-β in Korean patients with multiple sclerosis (MS).
Methods: This was a single center, retrospective study of MS patients treated with subcutaneous
IFN-β-1a and IFN-β-1b in Korea. Patients with MS who were treated with IFN-β at least for 6 months
were enrolled. Sera, which were not influenced by acute treatment for MS, were tested for NAB using the luciferase reporter gene assay.
Results: A total of 96 MS patients were enrolled. NAB were found in 28 (29%) patients at the single
test; 23 of 66 (35%) patients treated with subcutaneous IFN-β-1b and 5 of 30 (17%) patients treated
with subcutaneous IFN-β-1a. The frequency of NAB positivity was highest (n＝18, 39%) in patients
treated with IFN-β for 12 to 24 months. Until now, 20 of 28 patients with NAB were tested at two different time points to confirm the persistent positivity of NAB. Of 20 patients with NAB at the single
test, 11 patients showed persistent positivity of NAB and 8 of them (73%) revealed disease activity
before and after 6 months of NAB positivity. In contrast, 3 of 9 patients (33%) who showed transient
positivity of NAB showed disease activity.
Conclusions: The current study is ongoing to confirm the clinical implication of persistent positivity
and titers of NAB in the multi-center co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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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다발성경화증은 중추신경계만성염증성질환으로 장기간
1
면역치료를 필요로 한다. 최근 조기 치료의 중요성이 강

조되면서, 조기 진단을 위하여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소견을 포함한 수정된 다발성경화증 진단 기준이 발
표되었다.2 이를 통하여 다발성경화증의 조기 진단이 가능
해졌고, 면역치료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늘어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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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루어졌다.

장기간 동안 치료 반응을 살피면서 치료 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더불어 최근 다발성경화증 치료제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치료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다발성경
화증 치료의 목표가 단순하게 신경학적 장애의 진행을 늦
추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질환 활성도의 근거가
없는 상태(no evidence of disease activity) 혹은 질환으로부
터의 자유(freedom from disease activity)로 변화되면서 치
료 반응을 살피고 이에 따라 치료를 적절하게 변경하는
3,4
것이 중요해졌다.
인터페론 베타는 다발성경화증에서 처음으로 승인되어

의 치료 반응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실험자가 검사를

사용된 질환조절치료제(disease modifying treatment)로 20

시행하고 결과를 확인했다. Luciferase reporter gene assay

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통하여 장기 효과 및 매우 높은 안

는 인터페론 베타에 반응하는 promoter 조절하의 luciferase

전성이 입증되어 현재에도 가장 많이 처방되는 1차 치료

reporter gene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세포를 이용하여 시행

제 중 하나이다.3,5 그러나 인터페론 베타로 치료받는 환자
에서는 인터페론 베타에 대항하는 중화항체가 생성될 수
6-9

인터페론 베타 중화항체검사는 -80도에서 보관되어 있
었던 환자들의 혈청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스테로이드 정맥 주사, 면역글로블린 주사 등 급성기 치료
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검체는 제외하였다. 검체 채취가
각각 다른 시기에 두 번 이상 시행된 경우 반복 검사를 하
여 검사의 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인터페론
베타 중화항체는 luciferase reporter gene assay (iLiteTM, Bio10,11

monitor, Galway, Ireland)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환자

했다. 인터페론 베타는 인터페론 베타 promoter를 특이적으
로 자극하고 luciferase 생산을 촉진하나, 인터페론 베타에

그러

대항하는 중화항체가 있는 경우 luciferase의 생산은 방해를

므로 인터페론 베타로 치료 중인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임

받는다. 환자의 혈청과 인터페론 베타를 섞어 배양하고,

있으며, 이 경우 치료 효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상적 치료 효과가 낮은 경우, 중화항체의 존재를 확인하여

luciferase gene을 가지고 있는 cell을 첨가하여 추가로 배양

필요한 경우 약제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 결과

하였으며, 이후 luciferin substrate를 넣어 chemiluminescence

를 얻는 데 중요하다.6-9

로 빛의 발현을 측정하여 인터페론 베타 중화항체의 유무

다발성경화증의 유병률이 높은 서구에서는 인터페론 베

를 분석했다. 환자의 검체 strike 값이 1.0보다 낮고 환자

타 중화항체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 가이드라인도

검체 diluent는 0.5보다 낮은 경우 중화항체가 있다고 평가

나와 있으나,6-9 한국에서는 중화항체에 대한 검사가 최근

했다.

까지 불가능했고, 연구도 시행된 바가 없었다. 이에 한국

인터페론 베타 중화항체의 유무, 검체 채취 시기까지 인

다발성경화증 환자에서 중화항체의 발생 빈도와 임상적

터페론 베타 치료 기간, 그리고 한 환자에서 각각 다른 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한 다기관 연구를 기획하였고, 본격적

기에 두 번 이상 검사를 시행한 경우 지속적인 양성(두 번

인 다기관 연구에 앞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국

모두 양성 소견)과 일시적인 양성(한 번만 양성 소견) 소견

립암센터 다발성경화증 클리닉에서 시행한 예비 연구 결

을 보인 환자군을 분류하여 중화항체 검사 결과와 임상적

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인 질환 활성도의 연관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질환의 활성
상태는 1) 임상적 재발이 있는 경우, 혹은 2) MRI상의 활

❚방 법

성 병변이 있는 경우(T1 영상에서 가돌리늄 조영 증강이 되
는 병변이 있거나 이전보다 T2/fluid-attenuated inversion re-

이 연구는 국립암센터 신경과에서 다발성경화증으로 진

covery 병변의 크기 혹은 개수가 늘어난 경우 활성 병변으

단 및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2010 McDonald

로 평가)로 정의하여 평가하였으며 후향적인 연구의 한계

진단 기준으로 다발성경화증을 진단받고,2 과거 국내에서

로 인터페론 베타 중화항체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시기가

사용이 가능했던 인터페론 베타 1a와 인터페론 베타 1b 피

일관되지 않아 검체 채취 시기 전후 6개월 간의 임상적 질

하주사 치료를 최소 6개월 이상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환 활성도를 평가하였고, 임상적 질환 활성도가 있거나 추

하였다. 한국에서는 인터페론 베타 1b가 1998년에 처음으

적기간 중 치료 변경이 필요했던 환자의 경우, 치료 실패

로 투약이 가능했고 뒤이어 인터페론 베타 1a 피하주사의

로 평가했다.

투약이 가능해졌다. 최근 인터페론 베타 1a 근육주사의 투

통계적인 방법으로 범주형변수는 fisher’s exact test로 비

약도 가능해졌으나 저장된 검체로 후향적으로 시행한 본

교하였으며 p-value가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연구에서는 이전 사용이 가능했던 인터페론 1b, 1a 피하주

고 평가하였다. 이 연구는 국립암센터의 의생명연구심의위

사로 치료받은 환자들의 검체를 대상으로 중화항체검사

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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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에 둔 동의서를 모든 환자들에게 받고 시행했다.

❚결 과
1. 환자군 특성
총 96명의 환자가 대상자로 연구에 포함되었고, 환자군
특성은 Table 1에 요약하였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41:55
로 여성이 많았고 평균 나이는 37.7±9.9세였으며 발병 시
평균 나이는 28.6±9.6세였다. 다발성경화증의 유병기간의
중위수는 7년(범위 1-27년)이었고 현재 확장 장애상태척도
점수의 중위수는 1.5 (범위 0-6.5)였다. 인터페론 베타 치료
를 받은 기간의 중위수는 56개월(범위 6-141개월)이었으
며 인터페론 베타 1b와 1a로 치료받은 비율은 66:30으로
인터페론 베타 1b가 더 많았다. 인터페론 베타 1b 치료를
받은 기간의 중위수는 54개월(범위 7-141개월)이었으며
인터페론 베타 1a 치료를 받은 기간의 중위수는 61개월(범
위 6-115개월)이었다.

2. 중화항체 양성률
전체 환자 96명에서 총 144번의 검사가 이루어졌고 이번
연구에서는 48명의 환자에서만 두 번의 검사가 완료되었
다. 한 번의 검사라도 양성을 보인 환자는 전체 96명 중 28
명으로 총 환자의 29%에서 양성을 보였다. 인터페론 베타
1b로 치료한 환자 66명 중에서 23명(35%)이 한 번이라도
양성 소견을 보였으며, 인터페론 베타 1a로 치료한 환자
30 명 중에서 5명(17%)에서 한 번이라도 양성 소견을 보
였다. 두 치료군의 양성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3. 인터페론 베타 치료 기간의 영향
총 144번의 검사 중에서 양성을 보인 환자들의 검사 시
Table 1. 환자군 특성과 질환에 대한 정보
총 96명
나이(년, 평균[표준편차])

37.7 (9.9)

발병 나이(년, 평균[표준편차])

28.6 (9.6)

성별(남:여)

41:55

질환의 유병기간(년, 중앙값[범위])

7 (1-27)

확장 장애상태척도의 중위수(범위)

1.5 (0-6.5)

인터페론 베타 치료기간(달, 중앙값[범위])

56 (6-141)

인터페론 베타 1b:1a

66:30

기를 살펴보면(전체 범위 8-104개월), 총 46번의 검사가 인
터페론 베타 치료를 시작한지 12-24개월에 채취된 혈청에
서 이뤄졌고 이 중 18번 양성을 보여 39%로 다른 시기와
비교하여 양성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인터페론 베타 치
료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검체에서는 14% (4/28), 25-36개
월에는 32% (8/25), 36개월 이상 인 경우 20% (9/45) 양성
률 소견을 보였다.
인터페론 베타 제제별로 살펴보면, 인터페론 베타 1b를
투약한 환자에서는 총 98번의 검사가 이루어졌고 인터페
론 베타 1a를 투약한 환자에서는 총 46번의 검사가 이루어
졌다. 각각의 양성을 보인 환자들의 검사 시기를 살펴보면,
인터페론 베타 1b의 경우 인터페론 베타 치료 12-24개월에
총 34번의 검사가 이루어졌고 17번에서 양성(50%)을 보였
으나, 인터페론 베타 1a의 경우 같은 기간에 12번 검사에서
1번의 양성(8%)을 보였다. 인터페론 1b의 경우 치료 12개월
미만 시행 검사에서 20% (4/20), 25-36개월에 33% (6/18),
36개월 이상에서 23% (6/26)의 양성률을 보였고, 인터페론
1a의 경우 인터페론 베타 치료 12개월 미만 시행 검사에서
0% (0/8), 25-36개월에 29% (2/7), 36개월 이상에서 16% (3/19)
의 양성률을 보였다.

4. 지속적인 중화항체 양성 소견과 인터페론 치료 기간 및
질환 활성도의 연관성
검사가 두 번 시행된 총 48명의 환자 중, 한 번이라도
양성 소견을 보인 환자들에서 지속적인 양성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시간 간격을 두고 다른 시기에 두 번째 검사
가 시행된 환자는 총 20명으로 이 중 11명에서 지속적인
양성 소견을 보였으며 나머지 9명은 일시적인 양성 소견
(한 번만 양성)을 보였다. 총 20명 중 인터페론 베타 1b를
투약한 15명, 인터페론 1a를 투약한 환자는 5명이었다. 인
터페론 베타 1b는 지속적인 양성이 10명, 일시적인 양성인
환자가 5명이었으며, 인터페론 베타 1a의 경우 지속적인
양성을 보인 환자는 1명, 일시적인 양성을 보인 환자는 4
명이었다. 인터페론 베타 치료 시행 후 중화항체 양성률이
가장 높았던 12-24개월에 시행한 첫 검사에서 양성을 보
인 환자 중 두 번 검사한 7명은 모두 인터페론 베타 1b 치
료를 받은 환자였고 이 중에서는 5명(72%)이 지속적인 양
성소견을 보였고, 24개월 이후에 시행한 첫 검사에서 양성
을 보이고 두 번 검사를 시행한 6명 중, 인터페론 1b 치료
를 받은 환자는 2명으로 2명(100%) 모두 지속적인 양성을
보였으나 인터페론 베타 1a 치료를 받은 환자는 4명으로
이 중 1명(25%)만이 지속적인 양성을 보였다.
지속적인 양성 소견을 보인 전체 11명 중 8명(73%)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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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실패로 평가되었으나, 일시적인 양성 소견을 보인 9명
중에서는 3명(33%)만 치료 실패로 평가되었다. 이번 연구
에서는 두 번의 검사가 시행된 환자 수가 제한적이었고, 두
군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비록
이번 연구에서는 한 번의 검사만 가능했고, 그 검사에서 양
성을 보였던 8명의 환자 중 6명(75%)이 치료 실패로 평가
되었으며 추적 관찰이 가능한 환자의 경우 추가 검사를 시
행할 예정이다. 인터페론 제제 별로는, 인터페론 베타 1b에
서는 지속적인 양성 소견을 보인 10명 중 7명(70%)이 치료
실패로 평가되었으나 일시적인 양성 소견을 보인 5명 중에
서는 1명(20%)만이 치료 실패로 평가되었다. 인터페론 베
타 1a의 경우 지속적인 양성을 보인 1명(100%)은 치료 실
패로 평가되었으나 일시적인 양성을 보인 4명 중 2명(50%)
만 치료 실패로 평가되었다.

❚고 찰
이번 연구에서 중화항체 양성률은 인터페론 1b 피하주
사의 경우 35%, 인터페론 1a 피하주사의 경우 17% 정도로
다른 나라에서 시행된 기존 연구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
았고, 인터페론 1b 피하주사를 투약한 경우 인터페론 1a 피
하주사를 투약한 경우보다 높은 양성률을 보인 것도 기존
6-9,12
또한 양성률이 가장 높은 경향을
연구들과 유사했다.
보인 시기도 인터페론 베타 치료 시행 1-2년 사이로 기존
연구와 일치했으며,6,7,12 일시적인 양성을 보인 경우보다, 지
속적인 양성을 보인 경우 치료 실패가 더 있는 경향을 보
6-9
여 이 역시 기존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
하여 볼 때, 한국에서도 인터페론 베타 치료 중, 임상적으
로나 MRI상으로 치료 실패가 의심되는 경우에 인터페론
베타 중화항체검사를 시행하여 양성소견(특히, 지속적인
양성)을 보일 경우 치료 변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
음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향후 다기관 연구를 통하여 더
욱 확실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검사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서구에서 시행된 다수
의 이전 연구에서 인터페론 1b 피하주사는 27-47%의 중화
항체 양성률을 보였고, 인터페론 1a 피하주사는 15-30%의
중화항체 양성률을 보였다.6-9 최근 일본에서 시행된 중화
항체 관련 연구에서 인터페론 1b 피하주사는 30%의 양성
률을 보였으며 인터페론 1a 피하주사는 5%의 양성률을 보
였다.12 기존 해외 연구에서 인터페론 베타 중화항체 양성
률은 인터페론 베타 제제마다 차이를 보였으며 인터페론
베타 1b가 인터페론 베타 1a보다 인터페론 베타 중화항체
의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6-9 이는 인터페
론 베타 1b는 대장균 내의 재조합된 단백질로 생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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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ycosylation 구조를 가지지 않으나, 인터페론 베타 1a는 중
국 햄스터 난소 세포에서 생산되어 사람 인터페론 베타 아
미노산 서열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며, 포유류 단백질과 유
사한 glycosylation 형태를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13,14
있다.
기존 연구에서 인터페론 베타를 치료한 기간과 인터페
론 베타 중화항체 양성 소견과의 연관성의 경우, 투약 1-2
6,7,12
년 사이에 양성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인터페론 베타 1b의 경우 동일한 기간에 양
성을 보일 확률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인터페론 1a
의 경우 이 기간 동안 시행된 검사가 적어 정확한 평가가
어려웠다. 인터페론 베타 1b 제제의 경우, 지속적인 인터페
론 중화항체 양성 소견이 많았던 12-24개월에 첫 검사를
시행하여 양성소견을 보인 경우와 24개월 이후에 첫 검사
를 시행하여 양성이 나온 경우, 지속적인 양성률에 차이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다른 시기에 두 번 시행된 검사의 수가
적어 각 기간별로 나누어 정확한 평가가 어려웠으며 향후
추가적인 추적 검체 분석이 필요하다.
이전 연구들을 통해 인터페론 베타 중화항체 양성소견
은 일시적인 경우보다 두 번 이상의 검사에서 지속적인 양
성 소견을 보인 경우 임상적으로 치료 실패와 연관성이 있
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었고,6-9 본 연구에서도 일부이기는
하나, 두 번의 검사가 가능했던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지속
적인 양성 소견을 보인 경우 73%에서 치료 실패로 평가되
어 임상적 연관성을 보이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인터페론
제제 1b, 1a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인터페론 베타 1a의
경우 수가 적어 명확한 평가가 어려웠으나, 인터페론 베타
1b의 경우 지속적인 양성 소견 시 일시적인 양성 소견을
보이는 경우보다 더 자주 치료 실패로 평가되는 경향을 보
였다. 또한 한 번만 검사가 가능했던 환자들에서도 치료 실
패가 75% 정도에서 나타나 향후 추적검사 결과가 보충된
다면, 인터페론 베타 중화항체의 임상적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luciferase reporter gene assay를 통하여 인터페
10,11
이 검사 기법은
론 베타 중화항체 검사를 시행하였다.
이전에 사용되어 온 cytopathic effect assay로 측정하는 방
식이나, 면역화학형광법 등으로 인터페론 베타 치료 시 증
가하는 myxovirus resistance protein A (MxA)가 감소하는지
여부를 측정하거나 RT-q-PCR로 MxA mRNA를 측정하는
기법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반복이 용이하
며, 결과 확인까지 시간이 적게 걸리는 장점이 있고 검사
자 간의 변동성이 낮은 편으로, 이전의 검사 방법들과 비
교하여 유용성이 입증되어 있다.11,15-17 이 방법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며 신뢰성 있는 검사 결과를 도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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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다기관 연구를 진행
할 예정이며, 이 경우 검체의 수가 충분히 확보된다면, 중
화항체검사의 유용성에 대한 더욱 확고한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2차 검사를 통한 지속적인 인터페
론 베타 중화항체 양성소견뿐만 아니라, 임상적으로 의미
가 높다고 알려진 중화항체 titer 검사를 통하여 환자군을
titer를 통한 계층화 후에 임상적 혹은 신경영상학적인 질
6-9,12
환의 활성도와 연관성이 있는지도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인터페론 베타 중화항체검사가 한
국에서도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치료 결정에 의미가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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