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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Article

장기이식 거부반응과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서의 CAR Treg 세포치료제의 가능성:
Treg 세포치료제 임상시험 현황과 CAR T 세포치료제 허가 정보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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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Perspectives on Emerging CAR-Treg Cell Therapy: Based on Treg Cell
Therapy in Clinical Trials and the Recent Approval of CAR-T Cel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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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 T cells (Treg) naturally rein in immune attacks, and they can inhibit rejection of transplanted organs and even reverse
the progression of autoimmune diseases in mice. The initial safety trials of Treg against graft-versus-host disease (GVHD) provided
evidence that the adoptive transfer of Treg is safe and capable of limiting disease progression. Supported by such evidence, numerous clinical trials have been actively investigating the efficacy of Treg targeting autoimmune diseases, type I diabetes, and organ
transplant rejection, including kidney and liver. The limited quantity of Treg cells harvested from peripheral blood and subsequent
in vitro culture have posed a great challenge to large-scale clinical application of Treg; nevertheless, the concept of CAR (chimeric
antigen receptor)-Treg has emerged as a potential resolution to the problem. Recently, two CAR-T therapies, tisagenlecleucel
and axicabtagene ciloleucel, were approved by the US FDA for the treatment of refractory or recurrent acute lymhoblastic leukemia.
This approval could serve as a guideline for the production protocols for other genetically engineered T cells for clinical use as
well. The phase I and II clinical trials of these agents has demonstrated that genetically engineered and antigen-targeting T cells
are safe and efficacious in humans. In conclusion, both the promising results of Treg cell therapy from the clinical studies and
the recent FDA approval of CAR-T therapies are paving the way for CAR-Treg therapy in clinical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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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Treg 세포 및 CAR-Treg 세포치료제 개발현황
1) 장기이식과 면역조절 T 세포(regulatory T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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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치료로 평가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고
령화로 인해 장기 부전 환자의 수가 지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며(1) 장기이식 및 이식 장기의 유지 치료를 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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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흉선 유래 Treg 이외에도 흉선 밖에서 유도된 소량의

지난 수십 년간 장기이식 면역거부반응 억제 약물은 주

Treg인 말초 Treg (pTreg)도 존재한다(33). 말초 Treg의 특

로 저분자 화합물 형태로 개발되었는데, 비특이적인 면역

성은 흉선 유래 Treg 만큼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만성

억제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부작용과 합병증들이 문제

염증이 발생한 조직이나 이식 조직에서 주로 생성되고

로 대두되고 있고(2-5) 동종 조직에 대해 급성 면역거부반

(34), 구강 및 내장에서 면역 관용의 유도를 담당한다는

응을 완화하는 데에는 효과를 보이나 만성 거부반응은 완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35). 말초 Treg은 두 가지 소분류로

벽하게 억제하지 못하여(6,7) 이식편 소실에 이르는 경우

구분할 수 있는데 높은 IL-10 분비량을 가진 Type-I 면역

도 상당수에 이른다(8-10). 신장과 간 이식을 살펴보면 이

조절 T 세포(Type-I regulatory T-cell; Tr1)와(36,37), 높은

식편 10년 생존율은 수십 년 동안 눈에 띌 정도로 개선되

형질전환 생장 인자(transforming growth factor, TGF)-의

지 못하였다(11,12). 또한, 비특이적인 면역억제는 병원미

분비량을 가진 T helper 3 (Th3) 세포가 있다(38).

생물에 대한 면역 반응을 손상시키고 악성 종양에 대한 면
역 감시 기능을 저하시킨다(9). 특히 장기이식 후 1년이

2) 장기이식 및 자가 면역 질환에서의 Treg 세포 치료 가능성

지난 시점부터는 감염 및 암 발생이 이식 관련 사망의 주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치료법으로서 Treg의 가능성은

요 원인으로 부각된다(13-15). 최근 들어 면역억제제의 비

1995년에 Sakaguchi 연구진에 의해서 자가면역질환에 대

특이적인 반응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항체 의약

해 처음 밝혀졌다(22). CD25+ 표현형 개체들이 제거된

품과 같은 특이적 면역억제제가 도입되어 사용되기 시작

CD4+T 세포를 투여한 무흉선 누드(nude) 마우스에서 다

하였다(16). 아울러 면역 거부반응을 억제하여 이식편 생

양한 자가면역질환 증상들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그에 이

존율을 보존하기 위한 각종 첨단 유전자 및 세포 치료 기

어 추가적으로 CD4+CD25+ T 세포를 투여함으로써 자가

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7).

면역질환의 발병을 막을 수 있었다(22). 다른 실험에서는

새로운 치료기술 중에서도 이식편 수혜자의 면역 체계

CD4+CD25- T 세포 투여와 동시에 동종 피부이식 혹은 이

에서 공여자 특이적인 내성을 이끌어내는 면역조절 T 세포

종(xenogeneic) 단백질 면역을 동시에 진행하였는데,

(regulatory T cell; Treg) 치료법이 주목 받고 있다(18,19).

CD4+CD25- T 세포를 투여한 실험군 마우스에서 대조군

T 세포의 한 종류인 Treg는 체내 면역 관용을 유지하는데

보다 현저하게 높아진 면역 반응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20,21). 1995년에 Sakaguchi

면에 CD4+CD25+ T 세포를 이어서 추가 투여한 실험군

등의 연구에서 CD4+CD25+T 세포가 자가 면역을 억제하

마우스에서는 면역 반응이 유의하게 완화되었다(22).

는 능력을 가진 사실이 발견된 후(22), 자가면역질환이나

이 연구결과에서 착안하여 Treg을 환자의 혈액으로부터

장기이식에서 CD4+CD25+T 세포 기능에 대한 집중적 연

안전하게 추출, ex vivo에서 증식시켜 다시 투여하는 방법

구가 진행되었다(18). 이후 CD8+(23), CD8+28-(24), CD4-

이 자가면역질환은 물론, 이식편대숙주병의 치료에서 면

CD8-TCR+(25), NK Treg(26), IL-10 생성 Tr1(27), TGF-b

역억제제 투여로 발생하는 합병증을 완화하고 질병의 치

생성 Th3 등 Treg 세포는 여러 종류로 분류되었고(28), 이

료에도 직접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치료 방법으로 제

중에서 CD4+CD25+FoxP3 (forkhead-box protein 3)+ 표

안되었다(18). 하지만 초기에는 임상에서의 적용이 부적

현형 T 세포가 가장 통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의 Treg로

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실제 말초에 존재하는 Treg의 양은

자리잡게 되었다(8,28-32).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많은 양의 Treg이 주입 되어

흉선 유래 Treg (tTreg/nTreg)의 특징은 FoxP3의 발현량

야만 면역 관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동물실험 결과 때

이 높다는 것이다(21). FoxP3 유전자가 결실되어 있거나

문이었다(39). 2004년에 Treg을 분리할 수 있고, 증식을 유

돌연변이가 있는 사람에서는 심각한 다발성 자가면역반응

도할 수 있는 자극성 항체들이 결합된 비드가 발명된 이후

질병인 IPEX 증후군(immune dysregulation polyendocrin-

에서야 Treg의 대량 증식이 가능해졌다(40). 이후 다양한

opathy enteropathy X-linked syndrome)이 발생한다는 사

동물실험이 진행되었고 장기이식(41), 이식편대숙주병

실이 Treg에서 FoxP3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게 되었다(21).

(42), 다발성 경화증(43), 1형 당뇨병(44), 류마티스 관절

이 밖에도 CD4의 높은 발현량, 인터류킨(interleukin, IL)-2

염(45) 등에서 Treg의 유효성이 입증되었다. Treg이 임상

수용체 알파-체인(alpha chain)인 CD25의 높은 발현량,

에서는 이식편대숙주병에 대하여 처음으로 적용되었고 그

IL-7 수용체 알파-체인인 CD127의 낮은 발현량을 흉선 유

결과가 2009년에 Trzonkowski 연구진에 의해 발표되었다

래 Treg의 특징으로 간주한다(19).

(46). 2005년에 HLA 일치 형제로부터 골수 이식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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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세의 백인 여성에게 이식 4개월 만에 만성 이식편대숙

낮추는 1상 및 2상 임상시험으로 현재 진행 중이다. 하지

주병이 발병하였다. 스테로이드 투여 감량을 시도할 때마

만 ONE trial이나 ThRiL study에 참여 중인 연구진 대부분

다 심각한 폐쇄성 세기관지염을 겪어 결국2년 동안 다량

이 이식 수혜자의 혈액에서 Treg 혹은 억제성 세포군을 분

의 면역억제제 투여에 의존하였다. 2008년에 골수 공여자

리 추출하여 항체 비드를 이용하여 세포 증식 및 활성화를

로부터 추출된 CD4+CD25+CD127- 표현형 Treg을 투여

거쳐 다시 투여하는 방법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받았고, 이후 기관지확장제 투여를 중단했음에도 불구하

(53). 이 방법의 문제점은 이식 수혜자 혈액 내 Treg 세포

고 환자의 폐 기능이 호전되었으며 투여하던 세 종류의 면

는 공여자 항원 특이적이지 않을뿐더러 비특이적인 면역

역억제제(prednisone, tacrolimus, mycophenolate mofetil

억제로 인하여 일반 면역억제제 투여와 같은 부작용이 발

[MMF]) 중 MMF 투여의 중단과 prednisone의 대폭 감량

생할 가능성이 있다(54,55). 실제로 많은 실험 결과들이 다

이 가능해졌다. 2011년에는 Brunstein 연구진이 악성 혈액

클론성 활성화를 통하여 생산한 Treg보다 공여자 항원 특

종양으로 이중 제대혈 이식(double umbilical cord blood

이적 활성화를 거치는 Treg이 훨씬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

transplantation)을 받은 환자 23명에게 Treg을 투여한 임상

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18,39,42,55-61).

결과를 발표하였다(30). 이중 제대혈 이식은 단일 제대혈

2011년에 Sagoo 연구진은 anti-CD3/anti-CD28을 이용한

이식(single umbilical cord blood transplantation)에 비해 2

다클론성 활성화를 거친 Treg을 HLA 불일치 공여자 수지

등급 급성 이식편대숙주병의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

상세포와 공동배양(co-incubation)하여 항원 특이적으로

난 결과에 기초하여 이중 제대혈 이식 수혜자에 대한 Treg

활성화한 Treg의 효능을 실험하였다(55). 먼저 진행된 실

임상시험이 구성되었다. 환자와 4-6/6의 HLA 일치성을 보

험에서 연구진은 다클론성 활성화를 거친 Treg와 항원 특

이는 제 3의 제대혈 샘플들로부터 CD4+CD25+ 표현형

이적 활성화를 거친 Treg을 분석한 결과, 활성화되었을 때

Treg만을 분리하는 과정을 거쳐 Treg이 추출되었고 항

공통으로 CD69와 CD71의 발현량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CD3와 CD28에 대한 다클론성 활성화(polyclonal activa-

발견하였다. 이후 anti-CD3/anti-CD28 항체가 코팅된 비

tion)를 거쳐 투여되었다. Treg을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드, 혹은 HLA 불일치 수지상세포와 공동 배양한 Treg군으

서 2∼4등급 급성 이식편대숙주병의 발병률이 61%인 것

로부터 CD69+CD71+ Treg(활성화된 Treg)를 유세포분석

에 반해 Treg을 투여한 환자군에서는 발병률이 43%에 그

(flow cytometry)을 통해 분리하였다. 연구진은 CFSE dilu-

치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만성 및 급성 이식편대숙주병

tion assay를 통해 두 Treg 실험군에서 효과기 T 세포

에서 Treg세포 투여가 보조 치료 요법으로서 효과를 보인

(effector T cell) 증식 억제 효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항원 특이적 Treg는 효과기 세포에 대한 억제능력이 제삼

위와 같은 초기 임상시험 결과에 기초하여 세계 각국에

자 수지상세포로 자극했을 때보다 훨씬 뛰어났다. 한편 다

서 다양한 질병에 대한 Treg 적용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

클론성 Treg는 자극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비슷한 억제 능

다(8,18,47-51). 이중 가장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The

력을 보였다. 또한, 마우스에 사람 피부를 이식한 후 공여

ONE Study (www.onestudy.org)는 신장 이식 수혜자를 대

자 항원 특이적 Treg을 투여한 결과, 다클론성 Treg을 투

상으로 하며 유럽 연합의 지원을 받는 1상 임상시험이다

여했을 때보다 이식편 손상이 적었고 효과기 T 세포의 이

(52). 참여국은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식편 침투 또한 적었다. 같은 해 Veerapathran 연구진은 항

있다. 이 임상시험은 새로운 세포치료제를 개발하고 시험

원 제공 수지상세포가 자극물로 존재할 때의 효과기 세포

하여 면역억제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신장 이식

50% 억제율을 통하여 다클론성 Treg와 항원 특이적 Treg

환자들의 ‘이식 후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 효과를 비교하였다(62). Treg대 효과기세포 비율

ONE study가 이전 임상시험과 다른 점은 Treg 세포 이외

(Treg:Teff)에서 Treg가 다클론성일 때는 1:18까지 높아졌

에 수지상세포나 대식세포 등 다른 억제성 세포군도 시험

을 때야 억제율 50%에 도달할 수 있었지만, 항원 특이적

범주 안에 넣었다는 것이다. ONE study의 목표는 통일된

Treg는 1:1,275의 비율로도 효과기 세포 억제율 50%를 달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모든 세포치료제 후보의

성할 수 있었다(62). 이로써 특정한 항원에 대해서 면역

유효성을 정확히 비교하고 안전성을 테스트하여 어떤 세

억제가 필요한 질병에서 항원 특이적 Treg의 중요성이 입

포치료제가 가장 포괄적인 임상 적용이 가능할 것인지 결

증되었고 현재는 신장(DART study)과 간(delta study) 이

정하는 것이다(51). 간이식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ThRiL

식 수혜자에 대해 공여자 특이적 Treg을 이용한 임상시험

study 또한 Treg을 이용하여 면역억제제에 대한 의존도를

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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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이식 및 자가 면역 질환에서의 CAR (chimeric antigen receptor)-Treg 세포 치료 가능성

는 항 마이엘린 희소돌기아교세포 당단백질(myelin oligodendrocyte glycoprotein, MOG) 유전자가 포함된 CAR 벡

이상의 실험 결과를 고려할 때 Treg 투여를 통하여 두

터인 CARαMOG를 투여하여, Treg세포를 형질 도입한 후

가지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 번째로 특정 MHC

치료 효과를 관찰하였다(67). CARMOG가 형질 도입 되

타입 혹은 공여자 특이적인 Treg 세포를 생산할 수 있다면

어있는 Treg세포와 모의 형질이 도입된 일반 CD4+T 세포

장기이식 및 이식편대숙주병에서 효과적인 Treg 적용이

를 비교하였을 때 투여 후 7일 이후부터 CARMOG Treg

가능해진다. 그리고 자가면역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특정

세포를 투여한 실험군 마우스에서만 유의한 증상 호전이

장기나 기관을 타겟하여 활성화된 염증 부위에 우선적으

관찰되었고 실험 25일째에는 CARMOG Treg 세포를 투

로 동원될 수 있는 Treg은 매우 유용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여한 실험군 마우스에서 증상이 완벽히 호전되었다(67).

를 가능하게 할 방법으로 CAR-Treg 세포치료제가 제안되

또한, 약물을 이용하여 자가면역성 뇌척수염증 증상을 재

었다.

유발시켰을 때, 일반 CD4+T 세포를 투여한 실험군 마우스

CAR-T 세포는 타겟 세포의 특징적인 항원을 인지하는

는 2일 만에 재발했지만, CARMOG 형질 전환 Treg세포

키메라 항원 수용체(chimeric antigen receptor, CAR)를 T

를 투여한 실험군 마우스는 경미하게 증상을 보인 한 마리

세포 표면에 삽입한 세포치료제다. CAR는 scFv 항체 절편

의 쥐를 제외한 나머지 아홉 마리의 쥐에서 증상이 재발되

(antibody domain), 막통과 도메인(transmembrane domain),

지 않았다(67).

세포 내 신호전달도메인(signaling domain)을 통하여 T 세

자가면역질환에서 CAR-Treg의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포 활성화를 유도한다. 동물실험에서 CAR 유전자가 도입

장기이식에서도 MHC를 타겟하는 CAR를 Treg에 삽입함

된 Treg 세포의 유효성이 자가면역질환의 치료에서 직간접

으로써 이식편 근처에 Treg을 집중시키고 이식편 거부반

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2008년에 Elinav 연구진에 의해 진

응을 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험이 진행되었다.

행된 동물실험은 Treg을 포함한 모든 T 세포 표면에 2,4,6-

Boardman 연구진이 2016년 발표한 결과에서 HLA-A2

trinitrophenol (TNP) 항원에 대한 키메라 수용체를 발현하

CAR를 삽입한 Treg가 다클론성 Treg보다 HLA-A2에 대한

게 하는 유전 형질 도입 마우스 라인을 생산하여 이용하였

자극이 있을 때 효과기 T 세포를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다

다. 해당 형질 도입 마우스에서 분리 추출한 CAR-Treg을

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10). 또한, HLA-A2+ 표현형의

2,4,6-trinitrobenzene sulphonic acid (TNBS)로 급성 대장염

사람 피부를 마우스에 이식하였을 때 HLA-A2 CAR Treg

을 유도한 야생형 마우스에 투여한 결과 대장염으로 인한

을 투여한 마우스에서 이식편 손상이 가장 적었다. 이 연구

마우스 사망률이 25%에 그쳤다. 이는 야생형 Treg을 투여

결과는 CAR-Treg의 임상 적용 가능성을 제시해주었다.

받은 대조군 사망률인 65%와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는
결과였다(63). 이뿐만 아니라 연구진은 Treg 투여 전에 세
포를 염색하여 in vivo 형광 이미징으로 세포 위치와 양을

2. CAR-T 세포치료제 tisagenlecleucel
1989년도에 이스라엘 Eshhar 연구진에 의해 CAR-T세

추적하였다(63). 대장염 유도 마우스에 야생형 Treg을 투

포치료제의 개념이 처음 소개된 이후(68) 다양한 동물 실

여하였을 시에는 하복부에서 지속성이 떨어지는 약한 형

험 및 임상시험을 통해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입증되었

광 반응만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TNP 특이적 CAR-

다(18,69). 2012년 펜실베니아 대학교와 노바티스(Novartis)

Treg을 투여하였을 때는 복부에서 일주일 가까이 강하고

사가 CD19을 타겟하는 CAR-T 세포치료제의 임상시험을

지속적인 형광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CAR-Treg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추가로 다양한 제약회사가 임상시험

이 염증 부위 특이적인 이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하

에 참여하면서 CAR-T 세포치료제는 더욱 주목 받기 시작

였다(63).

하였다. 2017년 7월, 미국 식품의약처(FDA) 자문위원회가

심각한 자가면역질환 중 하나인 다발성 경화증에서도

CAR-T 요법의 승인을 만장일치로 권고하였고, 2017년 8

CAR-Treg 세포의 치료 효과가 입증되었다. 다발성 경화증

월에 노바티스사의 백혈병 치료제인 tisagenlecleucel

환자에서는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Treg 세포의 억제성 활

(Kymriah, CTL019)을 3∼25세 난치성(refactory) 또는 재

동이 감소하는 것이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보고되었는데

발성(relapsed) 급성 B 림프구성 백혈병(B cell acute lym-

(64-66), Treg 세포 투여를 통하여 부족한 면역 억제능력

phoblastic leukemia, ALL)에 대한 치료제로 승인하였다.

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67).

임상시험에서 치료 3개월 만에 전체 관해율 83%라는 전례

Fransson 연구진은 FoxP3 유전자와 중추신경계를 타겟하

없는 효과를 보인 CAR-T 세포치료제의 첫 미국 FDA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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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CAR-T 세포치료제의 긍정적인 전망은 물론, 이에 대

therapy)를 받고, 이어서 tisagenlecleucel 주입 직전, 환자

한 허가 경쟁이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했다는 것을

체내 현존하는 림프구 감소를 위한 화학 요법(lymphodepleting

의미한다. 미국 내 경쟁에서 노바티스사에 한 발 뒤처진

chemotherapy)을 받게 된다.

카이트파마사(Kite Pharmaceuticals)가 유럽 내 허가 경쟁

각 환자의 백혈구분리반출 샘플 batch로부터 각 환자를

에서는 우위에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고 2017년 초 카이

위한 하나의 tisagenlecleucel batch가 제조되는 것을 원칙

트파마가 일본 다이이찌산쿄사와 CAR-T 치료제 개발과

으로 하고, 각 환자 batch 마다 전용 장비, 재료 및 인력이

상업화에 대한 협력을 체결하여 아시아 시장에까지 진출

지정된다. 단, 이러한 원칙에 따라 동시에 한 시설에서 여

을 노리고 있다.

러 환자 batch를 제조할 수 있다. 제품과 접촉하는 소모품

현재 국내에도 면역 세포치료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은 모두 폐기 가능한 일회용 소모품으로 한정하였다. 노바

연구진들이 많은 만큼 세계적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까지

티스는 검증된 Good X Practice (GxP) IT 솔루션(표준 혈

진출하기 전에 자체적인 기술 개발로 CAR-T세포치료제를

액은행에서 쓰이는 것과 동일)에 의해 관리되는 새로운 고

상업화할 가능성도 있다. 첫 CAR-T 세포치료제로 허가를

유성 보존 체인(chain of identity) 시스템을 수립하고, 기

받은 노바티스사의 tisagenlecleucel에 대한 FDA 허가 및 규

존에 검증된 고유성 보존 체인 (Foundation for the Accred-

제 사항을 점검하고, CAR-Treg 세포치료제에 대한 식품의

itation of Cellular Therapy [FACT]에 의해 인증된 실험 절

약품안전처 승인에 있어 FDA 지침 적용을 대비하는 것은

차들과 International Society of Blood Transfusion [ISBT]-

의미 있는 일이다.

128 표준에 따름) 또한 사용하였다. 4가지의 주요 식별 인
자(이름, 생년월일, 기증자 식별 번호[DIN] 또는 백혈구분

1) CAR-T 세포치료제 제조 공정

리반출 ID, 그리고 개인 고유 식별 인자인 batch ID)가 공

Tisagenlecleucel은 환자 본인의 세포를 시재료로 이용하

정 과정에서 이용되었고, 한 번에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만

는 자가 면역 세포치료제로, 제조 공정은 고순도 T 세포 집

작업하도록 전담팀을 구성하여 팀 간 인력 이동이 없도록

단을 생성하도록 고안되었다. 전반의 제품 품질 검사는 제

하였다.

품 출시 전에 완료되었으며, Tisagenlecleucel의 외관, 특징,

환자의 백혈구분리반출 샘플 내 세포 구성이 실제로는

순도, 양, 역가 및 안전성에 관련하여 제조된 batch 간의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tisagenlecleucel 제조 공정

일관성 또한 검증되었다.

은 원하지 않는 세포인 단핵 세포 및 B 계열 세포를 제거

Tisagenlecleucel 제조 공정의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이

하는 공정 단계를 포함한다. T 세포의 개체 분리 및 선택

요약할 수 있다. 우선 환자들의 혈액으로부터 혈액 단핵 세

적 증식 단계를 통해 환자에서 유래한 다양한 시재료 세포

포를 채집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백혈구분리반출술(leuka-

구성으로부터 고순도의 T 세포 집단을 생성해낼 수 있음

pheresis)을 시행한다. 채집된 세포들은 냉동 보관되어 전

이 증명되어 있다.

o

용 택배 서비스를 통해 제조 시설로 운송되고, 이후 −120 C

공정 과정의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환자의 백혈구분

이하에서 보관한다. 이때 각 백혈구분리반출 샘플은 한 번

리반출 샘플의 세포 조성을 분석하고, 0일째에 T 세포 개

에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만 작업하는 전용 팀에 할당한다.

체 분리를 수행한다. 단핵구와 B 계열 세포의 비율은 유세

해동 후, CAR 삽입 및 성장에 유해한 단핵 세포 및 B 계열

포분석으로 측정한다. T 세포의 활성화는 항 anti-CD3/

림프 아세포 등의 세포를 제거하는 T 세포의 개체 분리

anti-CD28 단일 클론 항체가 결합된 면역자기비드(immun-

(enrichment) 절차를 시행한다. 이후 anti-CD3/anti-CD28 항

omagnetic bead; Dynabeads

체가 코팅된 비드로 T 세포를 ex vivo에서 활성화시키고

TM
Systems [CTS] )를 사용하여 수행한다. 세포-비드 혼합물

항 CD19 CAR transgene을 가지고 있는 최소 사이즈의 자

은 비드에 결합된 CD3+/CD45+ T 세포를 수집하기 위해

체 불활성 렌티바이러스 벡터로 형질 도입을 시행한다. 형

자기 분리(magnetic separation) 과정을 거치게 된다. 비드

Ⓡ

CD3/CD28 Cell Therapy

질 도입을 거친 T 세포를 이후 ex vivo에서 증식시킨 후,

결합 세포들은 수집 후 렌티바이러스 벡터 형질 도입 과정

세척 및 제제화 후 동결 보존한다. 제품 출하를 위한 전체

을 거치게 된다. 렌티바이러스 벡터 형질 도입은

품질 검사를 냉동 보관된 최종 제품의 출하 전에 완료하

CD19-targeting CAR를 코딩하는 최소 크기의 자체 불활성

고, 세포를 임상 현장으로 운송하여 환자에게 투여한다.

렌티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하고, 형질 감염은 연속 2일에

이러한 tisagenlecleucel 제조과정 동안 환자는 백혈병 진행

걸쳐 2회 수행한다. 두 번째 형질 감염 후인 3일째에 세포

억제를 위해 연결성 화학적 항암치료(bridging chemo-

내로 삽입되지 못한 벡터 및 잔류 벡터 입자를 제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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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배양 중인 세포를 세척한다. 세척된 세포는 일회용

발현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벡터는 재조합 RCL

배양 시스템에 다시 배양하게 되고 배양은 세포 수가 수확

(replication-competent lentivirus) 생성을 방지하고 발암성

에 충분한 양이 될 만큼 수일 동안 지속한다. 총 생존 세포

(oncogenicity)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다. 렌티

수가 필요한 최소 세포 수에 도달하면 자기 분리 장치를

바이러스 벡터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문제 가능성

사용하여 세포를 비드에서 분리하고, 수거 및 세척한다.

이 있는 유전자 삽입 위치에 벡터의 선호도가 없다는 점과

세포는 각 환자 투여량에 대한 세포 수에 기초하여 저온

문제적 위치에 삽입된 벡터를 포함하는 세포들이 무분별

제형 배지에서 제형화 한다. 각 환자 투여량에 해당하는

하게 증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한 연구 등을 포함하

세포 수에 따라 세포는 개별 저온 백(bag)과 바이알(vial)

여 다양한 유전자 삽입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Tisagenle-

에 분배한다. 최종 생산물은 예비냉각 제어된 냉동고에서

cleucel 제조에 사용되는 렌티바이러스는 Good Manufacturing

보관한다. 냉동 보존된 tisagenlecleucel 백은 최종 출시 및

Practices (GMP)를 따라 일회용 소모품을 사용하여 제조

출하 시까지 안전한 접근 제한 구역에서 상시 모니터링되

되었으며, 견고하고 특성화된 제조 공정을 따라 생산되며

는 액체 질소 저장 탱크의 액체 질소 증기 상에 저장된다.

품질 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광범위한 검사를 거친다.

이때 제품 수명은 9개월로 제한된다. 급성 백혈구성 백혈

Tisagenlecleucel 렌티바이러스 벡터 원료는 확실하고 예측

병(acute lymphoblastic leukemia, ALL) 소아 환자에서 최

할 수 있게 환자 T 세포 내로 CD19-targeting CAR 형질

종 투여 용량은 환자의 체중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 체

도입을 유도함으로써 환자 세포가 CD19+ 백혈병 세포를

중이 50 kg 이하인 환자의 경우, 최종 제품은 kg 당 0.2∼

표적화 및 사멸시키는 능력을 부여함이 입증된 바 있다.

6

5.0×10 개의 형질 도입된 T 세포가 단회 투여량으로 처방
8

되며, 체중이 50 kg을 초과하는 환자의 경우, 0.1∼2.5×10
개의 형질 도입 T 세포가 단회 투여량으로 처방된다.

벡터 및 제품 테스트 결과 현재까지 RCL 발생이 없었으며
유전 삽입성 종양 발생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투여 후 3개월 시점에서 관찰하였을 때 형질 도입 효율,

각 환자 특정의 tisagenlecleucel 제품의 안전성, 순도, 특

혹은 transgene 양성 개체 수와 best overall response 간 상

징 및 효능을 유지하기 위한 특정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

관관계는 관찰되지 않았고,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호전 양

다. 이 프로세스는 안전성 및 순도 테스트를 통하여 제품

상을 보였다. Cytokine release syndrome (CRS)의 중증도는

내 오염 물질 및 불순물이 없음을 확인하고, CAR trans-

형질 도입 효율이나 transgene 개체 수와 상관관계가 없었

gene의 존재를 보장하며, 역가 테스트를 통하여 유효한

고 역가 시험에서 측정된 IFN- 분비와 CRS 등급 사이에

CAR 발현 및 사이토카인 분비를 보장한다. 역가 테스트는

서 또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최종 tisagenlecleucel 제품에서 CD19 발현 세포와 상호작
용하여 분비되는 인터페론- (IFN-)를 ‘형질 도입 세포

2) CAR-T 세포치료제 임상시험

당 분비량’으로 측정하여 발현된 유전자 서열(CAR-19)의

Tisagenlecleucel의 효능과 안전성은 150명 이상의 난치

생물학적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개별 환자 batch 간에

성(refactory) 또는 재발성(relapsed) 급성 B 림프구성 백혈

형질 도입된 세포 당 IFN- 분비량에는 차이가 있지만, 동

병(B cell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ALL) 소아 및 젊은

일 벡터로부터 제조된 tisagenlecleucel batch들을 비교했을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3가지 임상시험에서 평가되었다.

때에는 일관된 평균 IFN- 분비량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

Study B2101J는 필라델피아 아동 병원에서 실시된 단일

아 서로 다른 제품 batch 간에 관찰된 변동성은 시재료로

군, 공개, 단일 기관, 1상/2a상 임상시험으로, 난치성 또는

쓰인 환자 세포 및 환자 다양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

재발성 CD19+ B 세포 악성 종양(CD19+ 백혈병 또는 림

고 있다.

프종) 환자에서 tisagenlecleucel의 장기간 지속성, 생체 내

벡터 및 벡터를 이용한 형질 도입 세포의 선별, 설계,

증식, 항 종양 활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총 등록 환자

시험 및 모니터링에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수는 71명이었고, 이 중 55명의 환자에게 tisagenlecleucel

특히 우려되었던 점들은 유전적 삽입이 2차 발암으로 이

이 투여되었다. 이 임상시험은 해당 환자 집단에서 최초의

어질 가능성과 벡터 요소가 재조합하여 병원성 바이러스

CAR-T 임상 연구였다. 등록 기준은 1세 이상 24세 이하의

를 생산할 가능성 등이 있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CD19+ B 세포 악성 종양 환자이며, 2년 이하의 생존이 예

위해 최소 크기의 자가 불활성 렌티바이러스 벡터를 선택

측되고 자가 및 동종조혈모세포이식 등의 치료가 가능하

하여 감마 레트로바이러스에 비해 향상된 안전성을 제공

지 않은 경우였으며, 최대 3회의 tisagenlecleucel 투여와 폭

하는 동시에 T 세포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transgene을

넓은 투여 용량 범위가 허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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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B2205J는 미국에서 시행된 단일군, 공개, 다기관,

batch는 세포 생성물 분비, CD19 발현 표적 세포에 대한

2상 임상시험으로 제품에 대한 주요 임상시험으로 간주된

기능적 반응, 공정 내 데이터 및 세포 조성 측면에서 모두

Study B2202와 설계 및 연구 목표가 유사하였다. Study

유사하였다. Study B2202의 모든 tisagenlecleucel batch는

B2202보다 일찍 시작되었으므로 좀 더 긴 시간 동안 추적

독일 Leipzig의 Fraunhofer-Institut für Zelltherapie und

조사가 가능하였으나, 등록 환자 35명, tisagenlecleucel 투

Immunologie에서 생산된 환자 batch 5개를 제외하고 모두

여 환자 29명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작은 규모의 임상시험

Novartis Morris Plains 제조 시설에서 제조되었다. 모든 ti-

이었다. Study B2202와는 tisagenlecleucel 임상 및 제조 현

sagenlecleucel batch는 같은 출처의 렌티바이러스 벡터를

장의 지리적 위치가 다른 점도 있었다.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Study B2202는 제품 등록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한 임상

정량적 중합 효소 연쇄 반응(qPCR)을 사용하여 말초 혈

시험으로써 다국가, 다기관, 단일군, 공개, 2상 임상시험으

액 및 골수에서 tisagenlecleucel transgene(개체 수/g 게놈

로 진행되었으며, 난치성 또는 재발성 CD19+ B 세포 악성

DNA)의 양을 모니터링했다. 관심 대상 수치에는 tisa-

CD19+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tisagenlecleucel의 효과 및

genlecleucel 투여 이후 변형된 T 세포의 증식 정도의 최대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대상 환자는 3세에서 21세의 환자

치를 나타내는 Cmax, 임상 반응의 최초 평가일인 28일 째

들로 구성되었으며, 총 88명의 환자가 등록되어 68명의 환

에서의 transgene 수치인 AUC0-28d와 AUC0-84d 등이 있

자에게 tisagenlecleucel 투여가 이루어졌다.

었다. 또한, 유세포 분석(flow cytometry)을 통한 평가도

Tisagenlecleucel의 효능에 대해 긍정적이었던 초기 데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측정 가능한 양의 transgene이 남

터는 펜실베니아 대학의 Cell and Vaccine Production

아있는 날짜와 해당 시점에서의 transgene 양을 나타내는

Facility에서 생산된 제품으로부터 얻은 결과였으며 Study

‘Tlast’와 ‘Clast’는 체내에서 transgene의 지속성에 대한 수

B2101J에서 모든 환자에 대한 제품과 Study B2205J에서

치로 인정되었다.

환자 26명에 대한 제품이 이 시설에서 제조되었다. 이후 펜

세포 동역학적 데이터의 분석에서 이끌어 낸 일차적 결

실베니아 대학과 노바티스의 협력으로 뉴저지주 Morris

론은 3가지 임상시험(Study B2202, B2205J 및 B2101J)에

Plains의 노바티스 공장에 tisagenlecleuce 생산 공정이 전달

서 모두 유사하였다. Cmax와 AUC0-28d는 Study B2202와

되었다. 제품의 외관, 특성, 순도, 양, 역가 및 안전성 등의

B2205J에서 tisagenlecleucel에 반응성이 없었던 NR (no re-

제품 품질을 일관되게 보장하는 제조 프로세스 및 분석 테

sponse) 환자군보다 CR (complete remission)이나 CRi

스트가 추가로 개발되었다(Table 1)(70). 이후 두 제조 시

(complete remission with incomplete blood count recovery)

설 간 제품 상동성 검사(site-to-site product comparability

환자, 즉, tisagenlecleucel에 대해 반응을 보인 환자군에서

exercise)가 진행되었다. 두 시설 간 제품 비교에서 각

더 높게 측정되었다(각각 104%와 73.5%). CR 또는 CRi를

Table 1. Quality assurance of tisagenlecleucel
Appearance and description
Color
Identity
Identity by CAR qPCR
Safety
Bacterial endotoxins
Sterility
Mycoplasma
Determination of VSV-G DNA by qPCR
Purity
Percentage of viable T cells
Determination of transduction efficiency by CAR qPCR
Cell viability

Impurities
Determination of residual beds by microscopy
Percentage of viable CD19+ B cells
Quantity
Total cell count
Number of viable cells (calculated)
Dose (calculated)
Potency
Determination of CAR expression by flow cytometry
Release of IFN- in response to CD19- expressing target cells

Abbreviations: CAR, chimeric antigen receptor; IFN, interferon; qPCR, quantitative polymerase chain reaction; VSV-G,

vesicular stomatitis viru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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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 환자에서 transgene 농도가 최대치로 올라가기까지의

포 수 등의 제조 출시 특성(manufacturing release charac-

시간인 Tmax의 중앙값은 ‘투여 후 10일’이었고, 이것은

teristics)과 세포 동역 매개변수 사이에도 유의한 상관관계

NR 환자에서 관찰된 ‘투여 후 20일’과 대비되는 결과였다.

가 관찰되지 않았다.

Study B2202와 B2205J에서 CR 또는 CRi 환자와 NR 환자

노바티스 사는 제품 출시를 위하여 Study B2202의 임상

로부터 각각 투여 후 최대 380일(Tlast) (중앙값: 102일)과

시험 설계를 비롯한 프로그램 설계에 대해 미국 FDA의

최대 83.9일(중앙값: 27.8일)까지 tisagenlecleucel을 체내에

컨설팅을 받은 바 있다. FDA는 Study B2202의 프로토콜을

서 측정할 수 있었다. Study B2101J에서 CD19-CAR trans-

평가하는 과정에서 단일군 임상시험을 허용하였다. 이는

gene은 780일까지 측정 가능했다(중앙값: 196일). 이 임상

2004년에 출시 허가된 clofarabine에 대한 임상시험과 같

시험에서 CR 또는 CRi 환자 기하 평균 반감기(geometric

이 구제 요법(salvage therapy)이나 완화적 치료(palliative

mean half-life; T1/2)는 20일(CV%: 319.7%)인 반면 NR 환

treatment)가 유일한 선택인 환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

자에서는 2일(CV%: 47.0%)이었다. 결론적으로 말초 혈액

다. 임상시험에서 공식적인 용량 증가 연구(dose escalation

에서의 transgene 수치를 AUC0-28d, Cmax 및 Tlast의 평균

study)는 시행되지 않았고 임상 2상 시험에서 사용된 용량

혹은 중간값으로 비교했을 때 비반응 환자보다 CR 또는

은 Study B2101J와 Study A2201에서 얻은 결과에 근거하

CRi를 보인 반응 환자에서 더 높았다. 다만 이 결론의 제

였다. 임상시험에서의 용량은 체중에 따라 결정되었고 매

한점은 비반응 환자의 수가 매우 적었다는 점이다.

우 광범위한 용량이 테스트 되었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CR 또는 CRi 환자에서 골수 내 transgene 수치는 28일째

바와 같이 투여 용량과 tisagenlecleucel의 체내 증식의 연

에 가장 높았고 이후 감소로 이어졌으며 최대 6개월까지

관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환자는 세포 투여와 관련된 부작

측정할 수 있었다. 이 프로파일의 양상은 골수와 말초 혈

용(발열, 오한 및 메스꺼움)을 줄이기 위하여 아세트아미

액에서 동일했다. 반응을 보이지 않은 NR 환자들은 28일

노펜(acetaminophen), 파라세타몰(paracetamol)과 다이펜

이후 더 이상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이드라민 (diphendyramine), 또는 H1 항히스타민으로

NR 환자들에게서 28일 이후의 골수 샘플은 수집할 수 없

사전 투약을 받았다. 투여 이후 환자에게 감염 관리를 포

었다. 골수 샘플 내에서 transgene 수치는 평균적으로 28일

함하여 면역억제 상태이거나 화학요법 중인 환자에게 제

째 말초 혈액 내 transgene 수치의 44%(3개월, 6개월에 각

공되는 표준 보조 치료(standard supportive care)가 제공되

각 67%, 69%)를 차지했다.

었다.

기본적인 세포 유전학 및 질병 특성, 인종, 체중, 성별
및 질병 상태 등의 내재적 인자들은 세포 동역 매개변수

3) CAR-T 세포치료제의 부작용 분석

(cellular kinetic parameters; AUC0-28d 및 Cmax)에 영향

Tisagenlecleucel 투여에 따른 부작용 중에서 cytokine re-

을 끼치지 못하였다. 임상시험 등록 당시 tumor burden이

lease syndrome (CRS)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이는

높았던 환자는 AUC0-28d 및 Cmax가 더 높았고, 이는 투

tisagenlecleucel의 작용 기작을 고려했을 때 예상된 결과였

여한 tisagenlecleucel이 더 많이 증식하였음을 의미한다.

다. CRS는 약 81.4%의(3/4등급은 44.3%) 환자에서 발생하

이전 치료법,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여부, 항 사이토카인 항

였다. 혈액학적 부작용(hematological events)은 주로 3, 4

체(tocilizumab 및 corticosteriods) 투여 여부 등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발생하였고 림프구 감소 화학요법이나 T 세포

외인성 인자는 tisagenlecleucel의 증식 및 지속에 영향을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부작용과 유사하

미치지 않았다.

였는데(70), 열성 호중구감소증(febrile neutropenia)(36.1%),

Study B2202에서는 환자에게 가능한 가장 높은 용량

백혈구 감소(30.9%), 중성구 감소(28.9%), 혈소판 감소

(the highest feasible dose)의 tisagenlecleucel를 투여하려고

(27.8%)가 주로 관찰되었다. Transaminase의 증가는 30%

노력하였으나,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항상 가능하지는 않

의 환자에게서 관찰되었는데, aspartate transaminase의 증

았다. 투여 용량과 세포 동역 매개변수 간의 명확한 연관

가는 30.9% (3, 4등급은 18.6%), alanine transaminase의 증

성은 없었고, 따라서 투여 용량과 tisagenlecleucel의 증식

가는 29.9% (3, 4등급은 14.4%)의 환자에서 관찰되었다.

률에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결론이 유

발열(41.2%), 식욕 감소(39.2%), 감마글로빈 저하(34.0%),

도되었다. 펜실베니아 대학 및 Morris Plains 시설에서 제

구토(34.0%), 두통(33.0%), 저혈압(32.0%), 구역질(32.0%)

조된 제품들간의 세포 노출 측정 지수의 차이는 없었다.

등이 30% 이상의 환자에게서 발생한 부작용이었다. 이외

또한, T 세포 비율, 형질 도입 효율, 세포 생존력 및 총 세

에 빈맥(21.6%)은 30% 이하의 환자에게 발생하였으나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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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enlecleucel 투여와 연관이 있었다. Study B2202와

신경학적 장애(non-infectious encephalopathy/delirium)

B2205J에 참여한 123명의 환자 중에서 16명의 환자가 ti-

는 T 세포 매개 치료제를 투여한 환자들에서 흔히 발생한

sagenlecleucel 투여 이전에 사망하였는데, 8명의 환자는 질

다. 신경학적 증상의 정확한 발생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

환의 악화로 사망하였고, 6명의 환자는 감염(3명은 폐렴,

으나 흔히 언어상실증, 떨림, 간질 발작, 혼동(12.4%), 선망

2명은 진균 감염, 1명은 패혈증)으로, 2명의 환자는 림프

(8.2%) 및 encephalopathy (9.3%)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

구 감소로 화학요법 기간 중(1명은 다발성 장기 부전, 1명

인되었다. 뇌증은 CRS와 동반되거나 CRS로부터 회복한

은 호흡 부전) 사망하였다. Tisagenlecleucel 투여 30일 이

지 얼마 되지 않은 환자들에게 발생하지만, 자연히 없어지

내 사망한 환자는 4명이었는데, 이중 2명의 환자는 질병의

는 양상을 보인다. Tisagenlecleucel은 신경학적 증상을 보

진행으로, 1명의 환자는 파종성 혈관 내 응고(disseminated

이는 환자와 증상이 없는 환자 모두의 뇌척수액 내에서 발

intravascular coagulation, DIC) 발생 후 cerebral hemor-

견되는 것으로 보아 tisagenlecleucel이 직접적인 신경학적

rhage로, 1명의 환자는 심장 내 mucormycotic mass 형성으

장애의 원인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뇌부종(cerebral

로 인한 색전성 뇌졸중으로 사망하였다. Tisagenlecleucel

edema)은 보고된 바가 없다.

투여 30일 이후에 사망한 환자는 17명이었다. 14명은 질병

Tisagenlecleucel 투여 후 3, 6, 12개월, 이후 매년 환자 혈

의 진행으로, 3명의 환자는 감염(뇌염, 전신성 진균증, 하

액 내 replication-competent lentivirus (RCL) 존재 여부를

기도 세균 감염)으로 사망하였다. 감염 환자 중 뇌염과 전

qPCR을 통하여 검사하였고, 모든 환자에게서 발견되지 않

신성 진균증으로 사망한 환자는 tisagenlecleucel 투여 이전

았다. 렌티바이러스 벡터 삽입 구간 분석은 환자와 12명과

과 이후에 이미 3, 4등급의 호중구감소증에 이환되어 있었다.

건강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생산한 tisagenlecleucel을 대상

T 세포 매개로 일어나는 독성은 대표적으로 B cell apla-

으로 이루어졌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삽입 시 문제가

sia, CRS, macrophage activation syndrome (MAS), 감염, 혈

될 만한 유전자 근처에 선호도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구 감소증, 신경학적 증상, 종양 용해 증후군(tumor lysis

또한 이러한 문제적 위치에 삽입된 벡터를 포함하는 세포

syndrome, TLS) 등이 있다. 이러한 독성은 항 CD3 및 항

들이 무분별하게 증식하는 양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

CD28 항체(72,73), 블리나투모맙(blinatumomab)과 같은

러 최종 제품이 매우 높은 정도의 다클론성(polyclonality)

bispecific T cell engager(74,75), T-cell replete stem cell

을 확보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transplantation(76), 그리고 CAR-T(77)를 이용한 치료에
서 흔히 나타난다. 이러한 독성은 대부분 T 세포나 대식세

결

론

포의 활성화와 증식, 이로 인한 국소적 및 전신적 사이토
카인 생성 및 암세포 사멸 과정에서 기인한 것이다.

Treg 세포치료제는 이식편대숙주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CRS의 임상상은 고열, 떨림, 피로, 식욕부진, 메스꺼움,

임상시험에서 보조 치료 요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구토, 설사, 발한, 두통, 뇌증(encephalopathy), 근육통, 관

사실이 입증된 이후, 신장이식 환자와 간이식 환자를 대상

절통, 발열, 저혈압,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capillary leak),

으로 한 다국가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 동물

저산소증, 파종성 혈관 내 응고, MAS 등이 있다. CRS는

시험 결과에서 다클론성 Treg 세포보다 공여자 항원 특이

tisagenlecleucel 투여 후 8주 이내에 전체 환자의 81.4%(3,

적 활성도를 가지는 세포가 더 뛰어난 효능을 보인다는 사

4등급은 44.3%)에서 발생하였지만 이로 인한 환자의 사망

실이 입증되면서 특정 MHC 타입 혹은 공여자 특이적인

이 보고된 바는 없었다. 평균적으로 tisagenlecleucel 투여

Treg 세포 또는 과활성화된 염증 부위에 집중시킬 수 있는

3일 후 발생하였고, 가장 늦게 발생한 환자는 투여 후 22일

항원 특이적 Treg 세포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째에 발생하였으며 CRS는 평균 8일 동안 지속되었다.

있고 이와 같은 부분을 해소할 방법으로 제시된 CAR-Treg

CRS 환자에게서 혈청 내 IL-6와 IFN-γ, 그리고 ferritin의

연구가 초기 단계에 있다. 최근 치료제로 허가 받은 tisa-

수치 상승을 관찰할 수 있었다. 34%의 환자에게 anti-cyto-

genlecleucel은 CAR-Treg 세포치료제의 개발 및 생산 공정

kine therapy가 처방되었고 이후 증상의 개선이나 호전으

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고 있다. Tisagenlecleucel

로 이어졌다. 환자들에게는 통상적인 보조 치료가 제공되

에서 얻은 임상 결과를 통하여 통상적인 T 세포 관련 치료

었고,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토실리주맙(tocilizumab)의

제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이외에 예측할 수 없었거나 치료

투여가 이루어졌다. 토실리주맙으로도 개선이 없을 시에는

불가능한 부작용 발생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스테로이드 약물 투여가 고려되기도 하였다.

이는 CAR-Treg 세포치료제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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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다만 신경학적 부작용 발생이 다수의 환자에게서

9) Tang Q, Bluestone JA. Regulatory T-cell therapy in trans-

일어나고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점은 CAR-Treg 세포

plantation: moving to the clinic. Cold Spring Harb Perspect

치료제 개발에서 주의할 점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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