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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경척수염 범주 질환에서 리툭시맙 치료
국립암센터 신경과

김수현 현재원 김호진

Rituximab for the Treatment of Neuromyelitis Optica Spectrum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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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uromyelitis optica spectrum disorder (NMOSD) is a rare inflammatory autoimmune disorder of the
central nervous system that predominantly affects the spinal cord, optic nerve and area postrema.
Convergent clinical and laboratory-based investigations have indicated that B cells play a fundamental role in NMOSD immunopathology. Accordingly, biologic agents that target B cells are expected to modulate NMOSD disease activity. Rituximab is a chimeric monoclonal antibody that targets the CD20 molecule expressed on the surface of B cells and selectively depleted B cells. Recent
retrospective studies suggested robust long-term efficacy and acceptable safety profile of rituximab
therapy in NMOSD. Nevertheless, the place of rituximab in the treatment algorithm of NMOSD, the
optimal dose of rituximab, and the optimal interval for retreatment remain somewhat uncertain.
Monitoring rituximab treatment response with CD19+ or CD27+ B cell counts appears to improve
treatment outcomes. In the present review, we describe the state of the art about rituximab treatment
in NMOSD on the literature and authors’ experience and pose questions that would need to be addressed in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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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시신경척수염 범주 질환(neuromyelitis optica spectrum
disorder, NMOSD)은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으로 단안 또
는 양안의 심한 시신경염(optic neuritis), 척추 3분절 이상
을 침범하는 긴 척수염(longitudinally extensive transverse
myelitis) 및 지속되는 오심, 구토, 딸꾹질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등쪽 연수(dorsal medulla)의 맨아래 병변(area postrema syndrome)을 특징적으로 발현한다.1 NMOSD의 병리
가 중추신경계의 아쿠아포린-4(aquaporin-4, AQP4) 수분
채널에 대한 항체에 의해 매개되는 것이 규명되면서, 여러

연구들이 NMOSD의 병리에 있어 B 세포가 핵심적인 역
할을 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항 AQP4 항체의 생성뿐
만 아니라 전염증성(proinflammatory) B 세포 및 형질세포
활성도의 증가, B 세포 면역관용의 이상, 조절 B 세포 기
능의 감소 및 무반응(anergy) B 세포의 감소 등이 NMOSD
2
의 병리 가설로 제시되고 있다.
리툭시맙(Mabthera®, Roche Korea Co., Seoul, Korea)은
B 세포 표면의 CD20에 대한 키메릭 단클론 항체로 선택
적으로 B 세포를 소실시킨다. 원래 B 세포 계열의 림프종
치료로 개발되었으나, 2006년 류마티스 관절염(rheumatoid
arthritis, RA)에서 치료제로 승인되었으며, 그 외에도 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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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쇼그렌증후군, 다발경화증 등의 여러 자가면역질환에
3,4
서도 그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NMOSD의 병리에 항체
및 B 세포의 역할이 알려지면서 최근 B 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리툭시맙 치료의 재발 방지 치료의 효과에 대한 근거
및 그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5년부터
NMOSD 환자에서 기존 치료제에 부작용이 있거나 치료제
사용에도 불구하고 재발하는 경우, 2차 치료제로 사용시
리툭시맙의 요양급여 사용이 인정되고 있으나, 아직 표준
화된 투여 지침이 없어 그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앞선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리툭시맙의
치료 기전, NMOSD에서 사용 근거, 치료 효과 및 투여 방
법 등을 고찰하고, 저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적합한
리툭시맙 투여 방법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본 론
1. 리툭시맙 약물 치료 기전
리툭시맙은 키메릭(chimeric) 단클론 항체로 생쥐로부터
만들어진 가변부위(variable light chain)와 인간 기원의
IgG1의 불변 부위(constant heavy chain [Fc])로 구성된다.
리툭시맙은 B 세포 표면에 주로 발현되는 CD20 항원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데, CD20 항원은 B 세포 전구체 및
성숙 B 세포 단계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지만, 조혈모세
포(stem cell) 및 형질세포(plasmocytes)에는 분포하지 않는
다.5 리툭시맙의 작용 기전은 B 세포의 CD20 항원에 결합
하여 자연 살해 세포(natural killer cell)에 의한 항체 매개
성 세포독성(antibody-dependent cellular cytotoxicity), 보체
매개성 세포 독성(complement-dependent cytotoxicity)과 세
포 아포토시스(apoptosis)의 유도를 통해 B 세포를 소실시
키며, 이러한 작용들은 리툭시맙 항체의 Fc 부분과 면역세
포의 Fc 감마 수용체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리툭시맙의 약역동학은 정맥 투여시 반감기가 약 120시
6
간이며, 투여 후 최대 6-9개월까지 체내에 존재한다. 리툭
시맙은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뇌척수액
내 최대 리툭시맙 수치는 일반적으로 혈청내 수치의 1%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7 리툭시맙은 투여 후 약 4-6주에 걸
쳐 B 세포를 소실시키며, B 세포 소실 정도 및 회복은 개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약 9-12개월에 걸쳐 B 세포는
8
서서히 회복된다.

2. NMOSD에서 리툭시맙 치료 근거
리툭시맙 치료는 CD20을 발현하는 B 세포 전구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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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 B 세포를 소실시켜 간접적으로 형질세포 분화를 억
제하여 항 AQP4 항체 생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하지만, 리툭시맙 치료를 통해 재발하지 않는
NMOSD 환자에서 항상 AQP4 항체의 수치가 감소되는 것
9,10
은 아니어서, 항체 생성 억제 이외의 다른 기전으로도
질환을 조절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먼저 B 세포는 T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항원 제시 세포(antigen presenting
cell)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B 세포의 감소는 항원 제
시 세포로서의 기능을 떨어뜨려 T 세포의 증식 및 전염증
성(pro-inflammatory) T 세포로의 분화를 감소시킬 수 있
다.11 또한 B 세포는 다양한 전염증성 그리고 항염증성
(anti-inflammatory) 사이토카인을 분비하여 염증 과정을 조
절한다. NMOSD의 기억 B 세포에서 분비되는 IL-6는
Th17의 분화를 촉진시켜 질환의 활성도를 악화시키므로,12
리툭시맙 치료에 의한 IL-6의 감소는 Th17 경로 활성을 감
소시켜, 재발 억제효과 불구하고 지속되는 높은 항 AQP4
항체 수치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리툭시맙 치료
후 회복된 B 세포에서는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감소되므로 질환의 활성도 조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11

3. NMOSD에서 리툭시맙 치료 효과
현재까지 시신경척수염에서 무작위 대조군 연구는 시
행된 바 없어 class I의 근거는 아직 없지만, 많은 open label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리툭시맙이 NMOSD 환자에서
재발을 줄인다고 보고하였다. 2005년 Cree 등이 처음으로
8명의 NMOSD 환자를 대상으로 1년간의 open-label 연구
를 진행하여 유의한 재발률의 감소 및 신경학적 상태의
호전을 보고한 이후 5명 이상의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1
년 이상의 리툭시맙 치료 경과를 보고한 연구들이 현재까
지 17건이 보고되었다(Table 1).9,13-28 저자들이 2011년과19
17
2013년에 보고한 리툭시맙 치료 연구의 환자들은 2015
년에18 보고한 100명의 환자 코호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
에 이를 제외하면, 현재까지 총 402명의 NMOSD 환자에
서 1년에서 6년까지의 치료 경과가 보고되었으며(1,248
patient-years), 그중 352명(88%)만이 리툭시맙 유지 치료를
받았다.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리툭시맙 치료 후 유의한 재
발률의 감소를 보였으며, 60-100% 환자에서 리툭시맙 치
료 후 신경학적 장애의 진행이 없거나 호전되었다. 치료
기간 동안 재발이 없었던 환자는 총 251명으로 전체 402
명 환자의 62%이나, 유지 치료를 받았던 환자 352명을 분
모로 하였을 때는 71%의 환자가 리툭시맙 치료기간 동안
재발이 없었다. 또한 리툭시맙은 NMOSD에서 널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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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s of rituximab therapy in patients with neuromyelitis optica spectrum disorder

Ref.

14

Cree, 2005
Jacob, 200816
19
Kim, 2011
17
Kim, 2013
Kim, 201518
9
Pellkofer, 2011
13
Bedi, 2011
Lindsey, 201226
15
Ip, 2012
23
Yang, 2013
Zephir, 201424
27
Mealy, 2014
28
Torres, 2015
Collongues, 201621
20
Annovazzi, 2016
22
Radaelli, 2016
Evangelopoulos, 201725

No. of paNo. of tients with repatients treatment of
(n=402) rituximab
(n=352)
8
5
25
17
30
30
30
30
100
100
10
9
23
23
10
3
7
5
5
5
32
29
30
30
32
32
21
21
73
51
21
17
5
5

Stabilized or
No. of
No. of reTreatment
% Anti
No. of
improved disARR before ARR after
discontinualapse free
AQP4 Ab
duration
death
ability after
rituximab rituximab
tion
(%) (n=251)
(months) seropositive
rituximab
mean 12
mean 19
mean 24
median 60
median 67
mean 27
median 33
median 17
mean 24
mean 12
mean 29
median 20
mean 22
mean 31
median 27
mean 48
median 72

NA
70
70
70
94
100
72
60
67
80
88
90
72
91
NA
81
100

median 2.6 median 0
median 1.7 median 0
mean 2.4
mean 0.3
mean 2.4
mean 0.3
mean 2.4
mean 0.1
median 1.3 median 0.3
median 1.9 median 0
median 2.0 median 2.0
NA
NA
mean 1.0
mean 0
mean 2.7
mean 0.1
mean 2.9
mean 0.3
median 1.2 median 0.3
mean 1.3
mean 0.4
mean 2.3
mean 0.6
mean 2.1
mean 0.2
NA
NA

6 (75)
13 (52)
21 (70)
18 (60)
70 (70)
4 (40)
17 (74)
3 (30)
5 (71)
5 (100)
27 (84)
20 (67)
15 (47)
11 (52)
38 (52)
12 (57)
5 (100)

7 (88)
20 (80)
29 (97)
28 (93)
96 (96)
6 (60)
23 (100)
6 (60)
7 (100)
5 (100)
NA
NA
NA
17 (81)
62 (85)
19 (90)
5 (100)

0
5 (20)
1 (3)
1 (3)
4 (4)
1 (10)
2 (9)
NA
0 (0)
0 (0)
2 (7)
0 (0)
0 (0)
0 (0)
8 (11)
6 (29)
0 (0)

0
2
1
0
1
0
0
0
0
0
1
NA
1
0
2
1
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No, number; AQP4, Aquaporin-4; ARR, annualized relapse rate; NA, not available

되고 있는 다른 경구 면역억제제인 아자치오프린(azathioprine, AZA)과 마이코페놀레이트 모페틸(mycophenolate
mofetil, MMF)과의 비교 연구들에서도 재발 빈도 및 재발
강도 억제에 있어 우월한 치료 효과와 비교할만한 안전성
이 보고되었다.27-29 이러한 연구들은 무작위 비교연구가
아니어서 직접 비교가 어려운 한계가 있지만, 치료제 선택
시 질환의 활성도가 높은 환자군이 리툭시맙 치료를 시작
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리툭시맙이 재발 빈도
억제에 있어 효과가 뛰어나거나, 비슷한 정도라는 것은 리
툭시맙 치료에 의한 선택적 B 세포 억제가 AZA 나 MMF
치료에 의한 광범위한 면역억제보다 질환의 활성도 조절
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012년 10명
의 NMOSD 환자에서 리툭시맙 치료 경과를 보고한
Lindsey 등의 연구에서는 6명의 환자가 치료 중 재발하여
리툭시맙 치료 반응의 다양성을 주장하였으나,26 평균 16
개월의 치료 기간 동안 10명중 3명의 환자만 리툭시맙 재
투여를 받았고, 대부분의 환자에서 말초 혈액 내 CD19+ B
세포도 규칙적으로 모니터링 되지 않았다. 또한 이 연구에
+
서 재투여 기준인 CD19 B 세포 소실 정도 (10개/uL 이상)
는 앞선 저자들의 연구에서30 리툭시맙 치료 중 재발했을
+
때의 평균 CD19 B 세포인 2개/uL보다 유의하게 높아 치
료 중 재발이 부족한 치료 효과 때문에 아니라 불충분한
치료로 인한 가능성이 있어 치료 효과를 판정하기에 적합
하지 않다. 최근 Perumal 등은 17명의 NMOSD 환자 중 6

명(43%)의 환자에서 리툭시맙 첫 투여 1주일 이내 재발을
31
보고하였는데, 6명의 환자 모두 리툭시맙 치료시작 3개
월 이내 재발의 기왕력이 있었으며, 2명은 치료 시작 2주
이내 재발이 있어 높은 질환의 활성도가 치료 초기에 아
직 조절되지 않을 때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리툭시맙
+
투여 후 혈액 내 CD20 B 세포가 제거되는 데에는 4-6주
정도 소요되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D20 항원은 형
질세포에는 발현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항체를 생
성하는 형질세포로의 분화를 억제하므로 항 AQP4 항체를
제거하고 질환을 조절하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게다가 리툭시맙 치료에 의한 B 세포 소실이 B-cell activating factor (BAFF)를 포함한 염증 유발 사이토카인의 증
가를 유도하여32 치료 초기에 오히려 재발을 유도할 수 있
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치료 초기의 재발 발생의 빈
도는 아직 정확하지 않다. 저자들이 보고한 100명의 코호
트 연구에서는 리툭시맙 치료 시작 6주 이내에 5명(5%)의
환자에서만 재발이 있었으며,18 Bedi 등이 보고한 연구에
13
서는 23명 중 아무도 치료 초기에 재발이 없었다. 리툭시
맙 치료 시작 직전 연이은 재발이 있던 환자에서는 치료
초기 재발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리툭시맙 치료
초기 낮은 용량의 경구 스테로이드를 유지하는 방법을 고
려할 수 있겠다. 중요한 것은 우리 코호트 연구에서 치료
초기에 재발이 있었던 대부분의 환자들이 리툭시맙 재투
여를 통해 질환의 활성도가 잘 조절되어 더 이상 재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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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으므로 치료 초기의 재발로 성급하게 치료 실패로 판
19
단해서는 안된다.

4. 리툭시맙의 유지 치료
NMOSD에서 리툭시맙의 치료는 크게 처음 유도 치료
후 유지 치료로 구성된다. 먼저 유도 치료 방법은 림프종
에서 승인 받은 방법인 매주 375 mg/m2씩 4주간 투여 방
법과 RA에서 승인 받은 1,000 mg씩 2주 간격으로 2번 투
여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저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전자의 방법이 좀 더 고용량의 효과로 B 세포 소
실의 유지가 보다 효과적인 경향이 있으나, 후에 B 세포
소실을 유지하는 유지 치료가 잘 된다면, 유도 치료에 따
른 임상적 효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10,33
NMOSD에서 리툭시맙의 이상적인 유지 치료 방법은 아직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인 B 세포 소실상태(depletion
of B cells)를 유지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리툭시맙
14,16,19
의 재투여가 필요하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NMOSD에서는 한번의 재발로도 심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리툭시맙의 재치료는 가급적 재발
이전에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역으로 불필요한
잦은 재치료는 감염이나 암 등의 장기적인 면역억제와 관
련된 부작용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
다.34 초기에 제시된 유지 치료 방법으로는 리툭시맙 투여
후 B 세포가 회복되는 시기인 6-12개월에 맞추어 1,000 mg
한번 또는 두 번씩 투여하는 방법이었으나, 일부 환자에서
재발을 방지하는데 불충분한 효과를 보였다.16 더구나 리
툭시맙에 따른 B 세포 소실 정도가 개개인에 따라 다르다
는 것을 고려하면 모든 환자에서 일괄적인 고정된 재투여
간격은 일부 환자에서는 불충분한 치료, 다른 일부 환자에
서는 불필요한 치료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18 또 다른 유지
치료 방법으로 말초 혈액 내 CD19+ B 세포를 모니터링하
+
16
여 CD19 B 세포가 회복되면 재투여 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NMOSD에서 재발을 막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리
툭시맙 치료 목표인 CD19+ B 세포의 소실 상태의 정의에
대해서는 논문들마다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여 논란이 많
다. 저자들은 한국인 30명 NMOSD 환자를 대상으로 2년
간의 리툭시맙 치료 효과를 2011년에 보고 후 2013년에는
5년간의 치료 경과를, 그리고 2015년에는 100명의 환자들
17-19
저자
을 대상으로 67개월의 치료 경과를 보고하였다.
+
+
들은 말초 혈액 내 기억 B 세포(CD19 CD27 )를 6-10주 간
격으로 평가하여 초기 2년은 기억 B 세포가 말초혈액 단
핵구(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 PBMC)의 0.05% 이
상일 때, 2년 후에는 0.1% 이상일 때 375 mg/m2 단일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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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재투여하였다. 그 결과 70%의 환자가 재발이 없었으며,
96%의 환자가 치료 후 장애가 호전되거나 안정된 상태를
18
+
+
보였다. 저자들의 연구에서 기억 B 세포(CD19 CD27 )의
소실 유지는 리툭시맙에 의한 치료 효과와 높은 연관성을
+
+
보여, 기억 B 세포(CD19 CD27 )의 회복은 NMOSD의 재
발을 예측할 수 있었으나, 항 AQP4 항체 수치의 모니터링
은 NMOSD의 재발을 예측할 수 없었다.17,19 이러한 기억
+
+
B 세포(CD19 CD27 )를 기준으로 리툭시맙 유지 치료를
했을 때, 첫 30명의 환자에서 2년간 관찰시 83%의 환자가
유도 치료 후 6개월 이내에 재투여를 필요로 했으며, 재발
시 평균 CD19+ B세포 수는 2.8개/uL였다.30 아울러 5년간
의 치료 결과를 분석하였을 때, 60% 이상의 환자가 앞선
연구들의 CD19+ B 세포 소실 기준인 10세포/uL 이하 또는
9,17,33
따라서 타 기관
PBMCs의 0.5% 이하에서 발생하였다.
+
연구들에서 제시되었던 CD19 B 세포 10세포/uL 또는
PBMCs의 0.5% 이하는 NMOSD에서 리툭시맙 재투여 시
점을 결정하는 기준(치료 목적의 B 세포 소실상태)으로는
너무 높아, 불충분한 치료로 인한 재발 가능성이 있다.
저자들의 연구에서 리툭시맙에 따른 B 세포 소실 및 유
지 정도는 환자 개개인마다 차이를 보여 기억 B 세포
(CD19+CD27+) 회복 정도에 따른 재투여 간격은 투여 초기
2년 동안은 평균 23주(8-56주)였으며, 2년 후에는 평균 37
18
주(15-81주)로 다양하였다. 저자들은 이러한 리툭시맙 치
료 반응의 다양성의 원인으로 유전적인 영향을 조사하였
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리툭시맙의 약물 작용은 리툭시맙
이 B 세포의 CD20 항원에 결합하고 나면 리툭시맙 항체
의 Fc 부분과 면역세포의 Fc 감마 수용체의 결합을 통해
항체 매개 세포 독성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Fc 감마 수용
체의 유전자다형성(polymorphism)이 그 결합의 친화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5 저자들은 NMOSD
환자에서 리툭시맙 치료에 의한 B 세포 소실 정도에 미치
는 Fc 감마 수용체의 유전자다형성의 영향성을 확인하였
으며,18 이는 질환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환자
개개인마다 리툭시맙에 의한 B 세포 소실 및 유지 정도에
따른 개별화된 재치료 간격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된다.
B 세포는 크게 naive B 세포(CD19+CD27-) 및 기억 B 세포
(CD19+CD27+)로 나눌 수 있는데, 기억 B 세포(CD19+CD27+)
는 항체를 생성하는 형질세포의 전구체이므로 질환의 활성
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naive B 세포(CD19+CD27-)는 항원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
에 질환의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이 낮을 것으로 생각되므
+
+
로, 같은 CD19 B 세포 수치라고 해도 naïve (CD19 CD27 )
및 기억 B 세포(CD19+CD27+) 비율에 따라서 질환의 활성
도에 미치는 결과가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들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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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리툭시맙 치료 후 CD19 B 세포 회복이 미미할 때도,
+
+
기억 B 세포(CD19 CD27 )가 우세하게 회복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재발을 경험한 환자들이 있으므로17 전체
CD19+B 세포보다는 기억 B 세포(CD19+CD27+)를 모니터
링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으로 질환을 조절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그리하여 저자들은 앞선 연구들보다 훨씬
적은 리툭시맙 누적 용량으로 질환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다. 최근 프랑스에서도 저자들이 제시한 기억 B 세
+
+
포(CD19 CD27 ) 모니터링을 이용한 재투여 방법과 고정
적인 6개월 간격의 재투여 방법을 비교하여, 기억 B 세포
+
+
(CD19 CD27 )를 모니터링 하는 재투여 방법이 낮은 누적
용량으로 비슷한 임상적 효과를 보였음을 보고하였다.36
하지만, 기억 B 세포(CD19+CD27+)의 모니터링이 일반 병
+
원에서 용이하지 않은 곳이 많으므로, CD19 B 세포를 기
준으로 하는 경우 저자들의 경험과 앞선 연구를 토대로
치료 초기 2년 동안에는 말초 혈액 내 B 세포가 전체 림프
구의 0.1% 이하를 치료 목표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B 세포 모니터링이 어려운 경우에는 치료 초기 2년은 5개
월 간격으로 375 mg/m2 또는 1,000 mg을 한번 투여하되,
일부 환자에게는 더 잦은 간격의 리툭시맙 유지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리툭시
맙 치료 중 치료 초기 2년 동안 재발한 경우 말초 혈액 내
+
CD19 B 세포가 전체 림프구의 >0.1% 이거나, 마지막 투
여 후 5개월 이상 경과한 상태인 경우 리툭시맙 치료에 반
응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충분한 치료일 가능성을 고
려해야 한다.27

5. 리툭시맙 치료 안정성
리툭시맙 치료의 안정성은 여러 자가면역질환에서 널
리 인정되고 있다. 주요 부작용으로는 주입 관련 반응, 면
역글로불린감소증 및 기회 감염이 있다. 먼저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 리툭시맙 투여시 과민반응과 주입 관련 부작
용이 나타날 수 있다. 처음 투여 시 약 25%에서 나타난다
고 되어 있으며, 대개는 경미하거나 중등도의 중증도를 보
이며, 재투여시 그 발생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37 주입관
련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리툭시맙 투여 30-60분 전
에 전처치로 아세트아미노펜과 클로르페나민 10 mg, 메틸
프레드니솔론 100 mg 투여한다. 리툭시맙 투여시 혈압 저
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혈압약을 복용 중인 환자는 투
여 12시간 전에 혈압약을 중단하도록 권고한다. 약제의 초
기 주입속도는 처음 90분간은 50 mg/hr로 실시하고 활력
징후를 관찰하여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30분마다 50 mg/hr
씩 증량하여 최대 400 mg/hr까지 증량한다. 최초 약제 투여

후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면 다음 번 투여 시에는 100 mg/hr
로 투여를 시작하며 처음보다는 투여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발열, 오한, 오심, 담마진, 호흡곤란, 흉통, 저혈압,
혈관부종 등의 주입관련증상이 나타나면 리툭시맙 투여
속도는 늦추거나 중단하고 필요시 하이드로코티손, 에피
네프린, 클로르페나민을 투여한다. 증상이 가라앉으면 주
입속도를 절반으로 줄여 다시 투여하고 환자가 편안해 하
면 주입속도를 점진적으로 높인다.
리툭시맙 치료에 따른 기회감염은 약 5% 이상의 환자
에서 보고되며, 상부호흡기 감염, 비뇨기감염, 기관지염,
부비동염, 인플루엔자, 장염, 대상 포진 등이 흔하며, 드물
게 결핵, B형 간염의 재활성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38
3,595명의 RA 환자에서 11년 이상 리툭시맙 장기 치료를
추적한 연구에서(14,816 patient-years), 리툭시맙 치료에 따
른 심각한 감염 위험성은 3.76/100 patient-years로 보고되
었으며, 장기적인 재치료에 따른 심각한 감염 위험성은 증
39
가하지 않았다. 2015년 우리가 발표한 100명의 NMOSD
환자에서 67개월의 리툭시맙 치료 연구에서 1명의 환자가
심한 건선으로 사이클로스포린과 스테로이드를 1년 이상
리툭시맙과 병용하다가 폐렴과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지만,
리툭시맙 단독 치료를 유지한 나머지 99명의 환자에서 리
툭시맙 치료 중단이 필요한 심한 기회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다.18 반복되는 리툭시맙 치료는 저감마글로불린혈증
을 유발할 수 있는데, 저자들의 연구에서 5년 이상 리툭시
맙 치료받은 41명의 환자의 각각 53%, 29%, 10%에서 IgM,
IgG, IgA의 감소가 관찰되었으나, 이와 연관된 기회 감염
의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다.18 RA 연구에서 리툭시맙 치료
전 낮은 IgG 수치를 갖는 환자는 리툭시맙 치료에 따른 심
한 감염의 위험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어 유럽에서는 리
툭시맙 치료 전후 혈중 면역글로불린을 모니터링하고, 낮
은 IgG 수치를 갖는 환자에서는 감염의 위험성에 대하여
40
근접 감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진행성 다초점성 백질병증(progressive multifocal leukoencephalopathy, PML)은 John Cunningham (JC) 바이러스
감염의 재활성화에 의해 드물게 발생하는 치명적인 뇌병
증으로 면역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에서 발생한다. JC
바이러스는 대부분 어릴 때 무증상으로 감염되어 건강한
성인의 약 60% 이상에서 JC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갖는
다.41 리툭시맙 치료는 RA 환자 25,000명중에 1명의 환자
에서 PML의 발생 위험을 갖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으나,
RA에서 PML이 발생한 대부분의 환자가 다른 여러 면역
억제 치료 기왕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리툭시맙 단독 치
료에 의한 PML의 위험성은 아직 불분명하다.42 NMOSD에
43
서는 AZA 사용하던 환자에서 PML 보고가 1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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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리툭시맙 치료에 따른 PML 보고는 없다. 저자
들의 연구에서 4년 이상 리툭시맙 유지 치료를 받은 78명
의 NMOSD 환자의 69%가 JC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양성
을 보였으나, PML의 발생은 없었으며, 치료 전 JC 바이러
스 항체에 음성을 보였던 24명의 환자에서 리툭시맙 치료
후 JC 바이러스 항체 양성으로 전환된 환자는 아무도 없었
다.44
NMOSD 환자의 리툭시맙 치료에 대한 앞선 연구들에
서 사망은 약 2%(9/393명)에서 보고되었는데(Table 1), 주
요 사망 원인은 치료에 따른 감염보다는 연수부위의 심한
24
재발과 같은 질환 자체의 중증도와 연관이 있었으며, 대
부분의 사망이 질환으로 인한 심한 장애를 치료 전부터
이미 갖고 있었던 환자에게서 발생하였다.20 최근 이탈리
아에서 21명의 NMOSD 환자에서 리툭시맙 치료의 경과를
보고한 연구에서 백혈구감소증과 연관된 심한 감염은 환
자들이 이미 앞선 면역억제 치료 때문에 리툭시맙 치료
22
전부터 백혈구 감소증이 지속되던 상태였다. 이러한 결
과들은 리툭시맙 치료 전 면역억제 치료 기왕력이 많고,
질환으로 인한 심한 장애를 이미 가진 환자에서 리툭시맙
의 지연된 치료 시작이 오히려 기회 감염의 위험성을 높
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 론
질환의 발병률이 낮고, 한번의 재발로도 심한 장애를 초
래할 수 있는 질환의 특징 때문에 아직까지 NMOSD에서
class I의 근거를 갖는 치료제는 없으나, NMOSD에서 리툭
시맙 치료의 효과 및 안정성에 대한 보고는 계속 증가하
고 있다. 리툭시맙은 현재까지 보고된 다른 면역억제 치료
제와의 비교에 있어서도 우월한 효과를 보여 1차 면역억
제치료에도 불구하고 재발이 지속되는 경우 2차 치료제로
서 권고되고 있다. 이러한 리툭시맙 치료 효과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CD19항원에 결합하여 B 세포를 소실시키는 항
체가 개발되어 현재 2, 3상 연구 중이다(Clinical Trials.gov
identifiers: NCT02200770). CD19항원은 B 세포 분화단계에
서 CD20 항원보다 전 B 세포(pre-B cell)부터 형질아세포
(plasmablast)까지 보다 광범위하게 분포하므로, 형질아세
포의 직접적인 소실을 통해 효과적으로 질환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NMOSD에서 리툭시
맙 치료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다. AZA
와 MMF를 이용한 면역 억제 치료시 약 1/3 이상의 환자
가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재발을 경험하는 것을 고
려할 때,27-29,45-49 리툭시맙 치료는 모든 NMOSD 환자에서
2차 치료제로만 선택되어야 하는지, 1차 치료제로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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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을 때의 득과 실은 어떠한지, 어떤 환자에서 리툭시맙
을 1차 치료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저자들은 최근 NMOSD 환자에서 1차 경구 면역 억
제 치료시 실패할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에 대해 조
50
사하였는데, 어린 나이에 발병할수록, 그리고 치료 전 심
한 재발이 있었던 환자에서 AZA 또는 MMF에 대한 치료
실패할 위험성이 높았다. 1차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서 리
툭시맙으로 전환하였을 때, 90%에서 리툭시맙 치료에 좋
은 반응을 보였으나, AZA 또는 MMF 치료시의 재발 때문
에 처음 면역억제치료 시작할 때와 비교하여 영구적인 신
경학적 장애의 진행이 관찰되었다.50 이러한 결과는 일부
환자에서는 리툭시맙을 1차 치료제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을 시사한다. 향후 NMOSD 환자 치료 알고리즘에서
리툭시맙의 위치 및 리툭시맙의 적합한 유지치료 방법, 치
료 기간, 그리고 장기적인 치료의 안정성 등에 대해서 지
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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