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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mtuzumab in the Treatment of Multiple Scle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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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emtuzumab is a humanized monoclonal antibody against CD52 and is recently approved for the
second-line therapy of active relapse-remitting multiple sclerosis in Korea. Alemtuzumab leads to a
rapid and long-lasting depletion of peripheral T and B cells with repopulation of immune cell composition resulting in the rebalancing of immune-tolerance network. However, it has a considerable adverse effects including infusion associated reaction, infection, and secondary autoimmune disease
requiring close and regular monitoring during and for 4 years after the final infusion cycle. This review will provide a summary of mechanism of action, data from the pivotal clinical studies, and safety
profiles of alemtuzum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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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본 론

다발성경화증은 대표적인 중추신경계의 염증, 탈수초질
환으로 전세계적으로 약 250만 명의 환자가 있으며, 우리나
1
라에도 약 1,600여 명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
근 다발성경화증의 치료원칙은 단순히 재발횟수를 경감하
는데 있지 않고, 환자를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는데 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2,3 알렘투주맙(Lemtrada®, Genzyme,
MA. USA)은 CD52 표적 단클론항체로 T세포와 B세포를
선택적으로 빠르게 장기적으로 고갈시켜 면역세포를 재구
성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활동성 재발-완화 다
발성경화증의 이차 약제로 국내 식약처 허가와 보험인정
을 받았다. 본고에서는 알렘투주맙의 약리기전과 주요 임
상시험 결과, 실제 투약방법과 부작용에 대해 간단히 정리
하고자 한다.

1. 작용 기전과 약리적 성질
1) 작용 기전
알렘투주맙은 CD52에 결합하는 인간화 단클론항체(humanized monoclonal IgG1 antibody)다. CD52는 12개의 아
미노산으로 구성된 glycosylphosphatidylinositol (GPI)이 부
착된 단백질로 B세포와 T세포에 주로 발현되며 단핵구,
대식세포, 호산구, 과립구에는 약간만, NK세포, 형질세포,
중성구, 특히 혈액줄기세포에는 거의 없다.4 CD52의 정확
한 기능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알렘투주맙의 작용기전은 ‘선택’ – ‘고갈’ – ‘재증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CD52가 표현된 세포를 선택적으로 표적하
여 항체의존세포매개세포독성(antibody-dependent cell-med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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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cytolysis, ADCC)과 보체의존세포독성(complement-depen4
dent cytolysis, CDC) 기전을 통해 표적세포를 고갈시킨다.
이후 줄기세포로부터 다시 T세포와 B세포의 재증식이 일어
나게 되는데, B세포는 약 3개월 째 원래 수준으로 회복되어
12개월 째는 원래보다 124-165%까지 증식된다. T세포는 이
보다 늦어서 CD8+세포는 31개월, CD4+세포는 60개월이 지
나야 투약 이전 상태로 회복된다.5
한편, 생체외 실험에서는 알렘투주맙 주입 후 림프구에
서 생성되는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BDNF)나 ciliary neurotrophic factor와 같은 신경영양인자가 증가했는
데, 이들이 신경세포가 생존하고 축삭이 자라나는데 도움
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6,7
2) 약리적 성질
임상시험에서 알렘투주맙은 첫 사이클에서는 12 mg/day
로 5일간, 12개월 후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같은 용량을 3
일간 정주하였다. 연장연구에서 두 차례 정주 후 효과는 5
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렘투주맙은 정주 후
15-30분 후에 최고 농도에 도달하며 반감기는 약 15-21일
이다.
알렘투주맙은 약동학적 성질이 복잡한데, 약물 배설은
비선형으로 대상 질환군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인간화 항체이지만 첫 정주 후에는 30%에서,
두 번째 정주 후에는 약 70%의 환자에서 주사 한 달 후에
중화항체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항체 여부가
림프구 고갈이나 재증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서 중화
항체의 임상적인 의미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6,8

2. 임상연구
2상 연구인 CAMMS223와 3상 연구인 CARE-MS I,
CARE-MS II가 있으며, 모두 인터페론제제(interferon be®
ta-1a, Rebif )와 비교한 연구들이다. CARE-MS I은 이전에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를, CARE-MS II는 기존의 일차 치
료에 불응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알렘투주맙이 인터페론
대비 임상효과가 우월함을 보인 연구로, 각 연구의 대상자
들과 임상결과는 Table 1에 정리하였다.
1) CAMMS223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초기 재발-관해다발성경화
증(relapse-remitting multiple sclerosis, RRMS) 환자 334명을
대상으로 한 2상 연구로, 연령, 성별, Expanded Disability
Status Score (EDSS) 점수를 고려해 알렘투주맙 12 mg/day
군(n=112), 24 mg/day군(n=110) 및 인터페론 제제(interfe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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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a-1a, 44 μg, 주 3회 피하주사)군(n=111)으로 세 군으로
나누어 진행했다.9 환자들은 지난 2년간 2번 이상의 재발
을 경험하고 MRI에서 1개 이상의 조영증강 병변이 있으
며 EDSS 3.0 이하로 다발성경화증 증상 시작 3년 이내에
이전에 면역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환자들이었다. 일차
결과는 장애지속축적(sustained accumulation of disability,
SAD)에 이른 시간과 재발률을 보았으며, SAD는 기준시
EDSS가 0을 초과한 경우는 1점 이상, 0인 경우는 1.5점 이
상 상승하여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로 정의하였다. 이차
결과로는 재발하지 않은 환자들의 비율, MRI 병변의 변화
와 뇌용적을 보았다. 연구 도중 2005년 알렘투주맙을 정주
받은 3명의 환자에서 면역성혈소판감소증(immune thrombocytopenic purpura, ITP)이 발생하였고, 그중 한 명은 뇌
내출혈로 사망하여 인터페론군에서만 치료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알렘투주맙 군에서 2명만 두 번째 알렘투주맙을
투여받지 못했고 이미 75% 환자는 3번째 알렘투주맙까지
투약하여 효과와 안전성 평가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36개
월 후 치료효과 부족이나 부작용으로 인해 인터페론군의
59%만 투약을 지속하고 있었다.
일차 결과인 SAD에서 인터페론 대비 알렘투주맙 12
mg 군은 75%, 24 mg군은 67%의 감소를 보였고, 연간재
발률은 인터페론군이 0.36, 알렘투주맙 12 mg군이 0.11,
24 mg군은 0.08이었다. 한편 36개월 후 재발없이 관해를
보인 환자는 인터페론군에서 52%, 알렘투주맙 12 mg군
에서 77%, 24 mg군에서 84%였다.9 MRI 지표에서는 36개
월 후 세 군에서 모두 T2강조 영상에서 보이는 병변 용적
이 감소하였지만 24개월까지는 알렙투주맙군이 인터페론
군보다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치료초기에 보이는 가성위
축(peudoatrophy)을 배제하기 위해 치료 12개월과 36개월
때 뇌용적을 비교한 결과 인터페론군은 0.2% 감소하였으
나 알렙투주맙 12 mg군은 1.2%, 24 mg군은 0.7%가 증가
하였다. 알렘투주맙군에서 보이는 임상과 영상의 치료 효
과는 5년 추적 검사 시까지 유지되었고, 그동안 41.7%의
환자가 3차 이상의 추가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
10,11
부작용에서는 감염이 인터페론군보다 알렘투주맙
다.
군에서 유의하게 많았으며(인터페론군 46.7%, 알렘투주
맙 각 군 모두 65.7%) 갑상선질환과 ITP 모두 알렘투주맙
에서 많이 발생하였다(Table 1).
2) CARE-MS I
CARE-MS I과 II는 모두 연구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지
난 2년간 두 번 이상 혹은 1년 이내에 한 번 이상의 재발
을 경험한 활동성 RRMS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CARE-MS I은 증상 시작 5년 이내면서 활성도가 높은 MS

Alemtuzumab in MS

Table 1. Outcomes and adverse events of alemtuzumab-treated patients in phase II and phase III studies
9

Number of alemtuzumab-treated patients
Follow up (years)
Relapse rate reduction (A vs. IFN), %
Annualized relapse rate (A vs. IFN)
% patients with 6-month SAD (A vs. IFN)
Change in mean EDSS from baseline (A vs. IFN)
Relapse-free patients (A vs. IFN), %
Freedom of clinical disease (A vs. IFN), %
Gd-enhancing lesion (A vs. IFN), %
New/enlarging T2 lesions (A vs. IFN), %
Freedom of MRI and clinical disease (A vs. IFN), %
Median change in BPF from baseline (A vs. IFN), %
Autoimmunity, %
Thyroid
ITP
Goodpasture’s syndrome
9,13

12

13

CAMMS223
222
3
74
0.10 vs. 0.36*
†
9 vs. 26
†
- 0.39 vs. +0.38
77 vs. 52*
†
72 vs. 43
n/a
n/a
n/a
-0.9 vs. -1.8

CARE-MSI
376
2
55
0.18 vs. 0.39†
8 vs. 11
-0.14 vs. -0.14
78 vs. 59†
†
74 vs. 56
†
7 vs. 19
48 vs. 58
39 vs. 27
†
-0.9 vs. -1.5

CARE-MSII
426
2
49
0.26 vs. 0.52†
13 vs. 21*
†
- 0.17 vs. +0.24
†
65 vs. 47
†
60 vs. 41
†
9 vs. 23
46 vs. 68†
†
32 vs. 14
-0.6 vs. -0.8

23
2.8
0

18
1.0
< 1.0

17
1.0
0

12

and Cohen JA, et al .
Modified from Coles AJ, et al
* p < 0.001; † p < 0.0001; A, alemtuzumab; IFN, interferon beta-1a; SAD, sustained accumulation of disability; EDSS, expanded disability status score; ns, not
significant; n/a, not available; BPF, brain parenchymal fraction; ITP, immune thrombocytopenic purpura.

환자들 중 EDSS 3.0 이하로, 이전에 질환억제약물치료
(disease modifying treatment, DMT)를 받아본 적이 없는 환
자가 대상이었다. 알렘투주맙군은 12mg/day (n=386) 용량
으로, IFN-β1a군은 44 μg, 주 3회 (n=195) 투약하면서 2년
간 추적 관찰하여 알렘투주맙군은 362명이, 인터페론군은
164명이 치료를 완료하였다. 알렘투주맙군은 인터페론군
에 비해 연간재발률(annual relapse rate, ARR)이 55% 감소
하였고 6개월 SAD는 30% 감소하였고,12 알렘투주맙군의
78%, 인터페론군의 59% 환자가 24개월 동안 재발하지 않
았다. MRI지표에서는 알렘투주맙군과 인터페론군에서
각각 새로운 T2 병변은 48%와 58%에서, 가돌리늄조영증
강 병변은 7%와 19%에서 나타났으며 뇌용적은 0.87%와
1.49%가 각각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알렘투주맙군
의 90% 환자에서 주사와 연관된 부작용이 나타났고, 갑상
샘질환은 18%에서, ITP는 1% 환자에서 발생했다.
3) CARE-MS II
CARE-MS I과는 달리 활성도가 높은 MS 환자들 중 이
전에 6개월 이상 다른 DMT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신경학
적 증상 발생 10년 이내의 EDSS 5.0 이하의 환자들이 등록
되었다. 총 667명 중 알렘투주맙 12 mg군과 24 mg군이 각
각 436명과 173명, IFN-β1a군은 231명으로 배정되어 399,
158, 158명의 환자가 24개월 치료를 완료하였다. 알렘투주
맙 24 mg군은 중도에 모집이 중단되어 효과 판단에서는
제외되고 안정성 평가에만 참가하였다. 알렘투주맙 12 mg
군은 인터페론군에 비해 24개월 동안 ARR은 49%, 6개월
간 SAD는 42% 감소하였다.13 EDSS 점수는 IFN-β1a 군에

서는 0.24 증가한 반면 알렘투주맙군에서 0.17 감소하여
질병에 의한 장애가 일부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새로운 T2병변과 가돌리늄조영 병변은 알렘투주맙군에서
46%와 9%가, 인터페론군에서 68%와 23%가 각각 보고되
었다. 알렘투주맙 투여 환자 중 90%에서 주사와 관련된
부작용이, 77%에서 감염이 발생하였고, CARE-MS I에서
와 유사하게 갑상샘질환이 16%, ITP가 1%에서 나타났다.

3. 부작용
1) 주입과 연관된 부작용
약 90%의 환자에서 주입과 연관된 반응을 보이는데, 두
통, 오한, 발열, 발진이 가장 흔하며 가려움, 불면증, 홍조
도 나타난다. 목표 세포가 자멸사하면서 분비되는 TNF-α,
IL-6, IFN-γ와 같은 사이토카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첫 정주 시에 주로 발생한다. 대개 대증 치료로 조절되지
만 약 3%에서는 심방세동, 흉부 불쾌감, 저혈압이 보고되
었다.14
2) 자가면역질환
자가면역질환이 발생하는 기전은 아직 명확하지는 않
으나, 자가면역질환 발생 환자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보다
치료 전 혈청 IL-21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을 미루어 볼
때, 과도한 세포사멸 후 IL-21이 자가반응(self-reactive) T세포를 증가시켜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15,16
가장 흔히 발생하는 질환은 갑상샘질환으로 약 34% 환
자에서 보고되었다. 대부분은 Hashimoto 갑상샘염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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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샘기능저하를 보이며 Grave병, 독성다결절갑상샘종,
갑상샘염 등이었다. 이전에 갑상샘질환을 앓은 환자에서
그 빈도가 더 높지만 투여 전 항TPO항체 상태와는 무관하
17
였다. 갑상샘질환은 통상적인 약물치료와 방사선요오드,
18
수술로 조절되었다.
면역성혈소판감소증(immune thrombocytopenic purpura)
은 약 2%에서 보고되었는데, 대부분 마지막 투약 후 약 16
개월(1-34개월) 사이에 발생했다. 대부분 환자들은 스테로
이드, 면역글로불린 주사, 혈소판 수혈과 같은 일차 치료
에 치료반응을 보였으나, rituximab치료와 비장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각각 4명, 1명 보고되었다. 쉽게 멍들거나 출
혈점, 코피, 생리양 증가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의심해보
아야 하며, 전체혈구계산(CBC)에서 혈소판 수치가 두 차
9
9
례 연속 50-100 × 10 /L이거나 50 × 10 /L 미만이면 혈액종
19
양내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
드물게 신장질환이 발생하는데 2,3상 연구에서 각각 1
명의 항사구체기저막(anti-GBM)질환과 항-GBM항체를 동
반한 사구체신염이, 2명의 막사구체신염(membranous glomerulonephritis)이 보고되었다. 발생 마지막 정주 후 4-39
개월이었고, 각 질환은 치료에 반응한 것으로 보고되었
20
다.
이 밖에 보고된 장기 부작용으로는 1형 당뇨병이 있으
20
나 연관성은 뚜렷하지 않다.
3) 기타 부작용
CARE-MS 연구에서 보고된 경증, 중등도의 감염률은
67-77%로 비인두염, 상기도감염, 요로감염, 단순 헤르페스
와 대상포진 감염이 가장 흔하다. 혈중 림프구 숫자와 감
염 사이에 상관관계는 없으며, 주로 첫 치료 후 한 달 내
에 발생하고 이후 감염률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림프구감
소증이 장기간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기회감염이나 중증
감염은 비교적 적은데, 이는 선천면역세포들에 CD52발현
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보존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진행다
초점백질뇌병증 발생은 임상연구에서는 없었으나, 최근
21
투약 8개월 후에 발생하여 사망한 증례가 보고되었다.
보고된 환자는 자가면역용혈빈혈로 사망하였고 MRI를 시

행하지 못해 부검을 통해 뇌조직에서 진행다초점백질뇌
병증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투약 4년 전부터 2년간 나탈리
주맙을 투약받은 병력이 있어서 연관관계를 결론짓기에
는 어려움이 있다.
암발생은 이제까지 29명에서 보고되었는데, 이 중 6명
은 갑상샘암이었다. 실제 알렘투주맙이 감상샘암의 발생
을 증가시키는지, 아니면 갑상샘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
하면서 발견율이 높아져서인지는 불분명하다. 이외 기저
세포암이 6명, 유방암은 5명, 악성흑색종이 4명으로 보고
되고 있다.22

4. 투여방법 및 모니터링
1) 국내 임상 적응증
보건복지부 보헙급여 개정고시에서는 ‘재발완화형 다
발성경화증 환자로서, 1차 치료제 투여 후 실패 또는 불내
성인 환자’에게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2) 투여 전 확인 사항
수두바이러스 감염력이 없는 경우에는 항체 존재 여부
를 검사하여, 필요하다면 적어도 치료시작 6주 전에 예방
접종을 하도록 한다. 그 외 백신은 각 국가 지정 예방접종
권고에 따라 의사가 판단한다. 결핵검사와 B형 및 C형 간
염검사,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감염검사를 시행하여 감염바이러스 보균자이거나
HIV 감염 환자에게는 투약하지 않는다.23 투약 후 백신접
종의 안정성에 대한 보고는 아직 없으나 생백신은 접종받
지 않도록 권고된다. 한편,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환자
에서 임신 여부를 확인하고, 정맥주입 후 4개월 간은 유효
한 피임을 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3) 약물 투약 및 모니터링
약물 투약 시 주사연관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주사 3일
전부터 항히스타민제를 투약하고, 주사 시작 3일간은 고
용량의 methylprednisolone (1.0 g/day)를 함께 정주한다. 알
렘투주맙은 12 mg/day를 생리식염수 혹은 5% 포도당 용

Table 2. Adverse events of alemtuzumab and recommended monitoring
Adverse event
IARs
Infections
Thyroid diseases
ITP
Kidney diseases

Prevalence, %
> 90
66-77
30-41
1-3
0.3

Highest incidence
During and 24 h after infusion
Year 1
Year 3 (6-61 months)
1-34 months

Monitoring
Patient monitoring of vital signs
Frequent follow-up visit
Thyroid function test every 3 months
CBC every month

4-39 months

Serum Cr and urine analysis every month

IARs, infusion associated reactions; ITP, immune thrombocytopenic purpura; CBC, complete blood count; Cr, creati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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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100 mL에 희석해 5일간 정주하며, 12개월 후에는 3일
간 2차 투약한다. 약 4시간 동안 천천히 주사하고 주사 시
23
작 시점부터 주사 종료 후 2시간은 환자를 잘 관찰한다.
이상반응에 따라 항히스타민제를 추가적으로 투여할 수
있다. 헤르페스 감염의 상대적인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항
바이러스제를 주사 시점부터 투약하는데, 경구 acyclovir
200 mg를 하루 2회 혹은 valacyclovir 500 mg을 30일간 투
약한다.
자가면역질환 발생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마지막 투약 후 48개월까지 매월 CBC, 신기능검사(creatinine), 소변검사를 시행하고, 갑상샘기능검사는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시행한다(Table 2). 또, 방문마다 환자에게 감
염의 징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 임신과 수유
알렘투주맙은 태반을 통과하며, 동물실험에서는 태아
사망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람에서 생식
능력이상이나 기형아 발생 위험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
다. 갑상샘기능저하 자체에 의해서도 유산 위험이 증가하
고, Grave병에서는 갑상샘자극호르몬수용체에 대한 항체
가 전달되어 영아에서 일시적인 Grave병이 발생할 수 있
다. 치료를 받은 환자 중 131명에서 179건의 임신 보고가
있었다. 이 중 104명(66%)은 정상 분만을, 16명(9%)은 치
료적 낙태를 했으며, 1명에서 사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연 유산은 36명(21%)에서 보고되었는데 이는 일반인구에
서의 자연유산율과 유사한 것이다.24 남성의 생식능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된다. 제조회사에서는 이론적인
위험도를 고려해 알렘투주맙 정주 시작부터 4달까지는 환
자와 배우자의 피임을 권고하고 있다. 수유에 대한 동물실
험에서는 모유로 분비됨이 보고되었지만, 사람에서는 아
직 확인되지 않았다.

❚결 론
알렘투주맙은 이차 약제로 대상 환자를 정확히 선택하
고 안정성과 향후 자가면역질환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해 잘 숙지한 후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일차 약물치료
에도 불구하고 활성도가 높은 환자에게는 현재 우리나라
보험규정하에서 유일하게 투약 가능한 이차약제이나, 이
차적인 진행을 보이는 환자들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
다. 현재 12년 추적 코호트에서 안전성이 5년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음이 보고되었으나25 약물 투약 후 재발한 경우
어떤 치료를 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도 여러 임상 경험과
전문가 의견이 모아져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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