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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서론: 면역관문억제제는 암에 대한 인체의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킴으로

써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약제로, 최근에는 다양한 고형암의 2차 치료

제로 쓰이고 있다. 고형암 환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과 이로 

인한 합병증 발생의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매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장하는데, 면역관문억제제를 투여 받는 고형암 환자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면역원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면역관문억제

제 또는 세포독성 항암제를 투여 받는 고형암 환자 사이에서 인플루엔

자 예방접종의 면역원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했다. 

 

방법: 2018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과 분당서울대학

교병원에서 면역관문억제제 또는 세포독성 항암제를 투여 받는 고형

암환자를 1 : 2의 비율로 전향적으로 모집했다. 불활성화 4가 인플루

엔자 백신을 항암제 투여 일에 1회 근육주사 했으며, 접종 직전과 접

종 4주 후에 채취한 혈액을 이용하여 면역원성을 평가했다. 적혈구응

집억제 검사로 체액성 면역반응을, 유세포분석으로 세포매개 면역반

응을 평가했으며, 일차 평가변수는 혈청방어율(적혈구응집억제 항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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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가 1:40 이상인 사람의 분율)로 정했다. 그 외에도 적혈구응집억제 

항체 기하 평균 역가, 혈청 양전율(접종 전에 비하여 HAI 항체 역가가 

네 배 이상 상승한 사람의 분율)을 평가했다. 세포매개 면역반응으로

는 백신에 의해 유도된 H1N1 또는 H3N2에 특이적인 작용 사이토카

인(IL-2, IL-4, interferon-γ[IFN-γ])또는 용해 과립(CD107a)을 생산하

는 CD4+ T 림프구와 CD8+ T 림프구의 분율, 다기능 림프구(작용 사

이토카인 또는 용해과립을 두 개 이상 생성하는 림프구)의 분율을 평

가하고 두 군 사이에서 비교했다. H1N1과 H3N2 둘 다에서 CD4+, 

CD8+ 다기능 림프구가 모두 증가한 것을 적절한 세포매개 면역반응

으로 정의하여 임상적 특성이나 혈청학적 면역원성 지표와의 관련성

을 평가하였다. 

 

결과: 연구 기간 동안 총 154명의 환자를 모집했으며, 그 중 46명의 면역

관문억제제를 투여 받는 환자와 90명의 세포독성 항암제를 투여 받는 

환자에서 체액성 면역원성을 평가했다. 혈청방어율은 면역관문억제제 

투여군에서 세포독성 항암제 투여군보다 높았다(면역관문억제제 투여

군 대 세포독성 항암제 투여군, 분율 [95% 신뢰구간]; H1N1, 76 [69—

89] 대 68 [58—78]. P = 0.111; H3N2, 89 [80—98] 대 70 [60—80], P = 

0.005; B-Yamagata, 83 [71—94] 대 54 [44—65], P = 0.002; B-Victo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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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74—96] 대 48 [37—58], P <0.001). 혈청 양전율과 적혈구응집억제 

항체 기하 평균 역가도 면역관문억제제 투여군에서 더 높았다. 연령, 

고형암의 종류, 예방접종 전 적혈구응집억제 항체 역가로 보정했을 

때도 면역관문억제제 투여군은 혈청방어를 획득한 바이러스주의 수와 

독립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회귀 계수, 0.79; 95% 신뢰구간, 

0.32—1.26; P = 0.001) 

각각 11명, 29명의 면역관문억제제 또는 세포독성 항암제를 투여 

받는 고형암 환자에서 세포매개 면역반응을 분석했다. 예방접종에 의

해 유도된 H1N1에 특이적으로 IL-4(면역관문억제제 투여군 대 세포독

성 항암제 투여군, 중위수; 0.0259% 대 0.0001%; P = 0.004), IFN-γ를 

생성하는 CD4+ T 림프구(0.0150% 대 0.0001%, P = 0.006), H1N1에 특

이적으로 IL-2(0.0043% 대 0.0001%, P = 0.009), IL-4(0.0320% 대 

0.0001%, P = 0.004), IFN-γ(0.0279% 대 0.0001%, P <0.001), 

CD107a(0.0199% 대 0.0001%, P = 0.041)를 생성하는 CD8+ T 림프구, 

H3N2에 특이적으로 IFN-γ(0.0249% 대 0.0001%, P = 0.008)를 생성하

는 CD4+ T 림프구, H3N2에 특이적으로 CD107a(0.0230% 대 0.0001%, 

P = 0.012)를 생성하는 CD8+ T 림프구의 분율은 면역관문억제제 투여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예방접종 전과 후의 H3N2에 특이적인 CD4+ 

다기능 T 림프구(면역관문억제제 투여군 대 세포독성 항암제 투여군, 



iv 

 

중위수; 2.879 대 0.673; P = 0.003)와 CD8+ 다기능 T 림프구(1.344 대 

0.547, P = 0.025)의 배수변화도 면역관문억제제 투여군에서 유의하게 

더 컸다. 적절한 세포매개 면역반응은 면역관문억제제 투여군과 독립

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조정된 승산비 [95% 신뢰구간], 11.7 

[1.2—110.5], P = 0.031). 

 

결론: 면역관문억제제를 투여 받는 고형암 환자에서 세포독성 항암제를 

투여 받는 고형암 환자에서보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체액성, 세포

매개 면역원성이 높았다.  

……………………………………………………………………………… 

 

주요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면역관문억제제, 면역원성, 체액성 

면역반응, 세포매개 면역반응 

학번: 2017-3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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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고형암 환자에서 인플루엔자의 임상적 중요성 

인플루엔자는 급성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기침과 가

래, 인후통과 같은 호흡기 증상과 발열과 오한, 근육통 등의 전신적 증

상을 일으킨다[1]. 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중이나 후에

는 폐렴, 중이염, 세기관지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급성 악화, 심근염

과 같은 다양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 만성 질환자에서 합병증의 발

생 위험이 더 높다[2]. 심질환자, 폐질환자, 신장질환자, 당뇨 환자나 면

역억제제 사용자, 만성 요양기관 거주자, 65세 이상 고령자, 6–23개월의 

유아, 임산부 등이 이러한 합병증 발생의 고위험군이다.  

고형암 환자도 인플루엔자 합병증의 고위험군이다[3]. 고형암 환자에

서 기저 질환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나 인플

루엔자 관련 폐렴 발생률과 사망률이 더 높았다[4, 5]. 또, 급성 감염증에 

의해 항암치료가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일도 흔하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기저 질환 치료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6]. 따라

서, 고형암 환자에서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가

장 대표적인 방법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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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형암 환자에서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백신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주의 항원을 포함하고 있어

서 숙주의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약제이다[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적

혈구응집소(hemagglutinin)와 neuraminidase의 변이를 지속적으로 일으키

기 때문에, 국제보건기구에서는 매년 유행이 예상되는 바이러스 주를 선

정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각국에서는 그 내용을 참고하여 매년 새로운 

백신을 생산한다[2]. 인플루엔자 백신에는 불활성화 백신과 비강 분무형

의 약독화 생백신이 있는데, 고형암환자를 포함한 면역저하자에게는 불

활성화 백신이 사용된다[7]. 백신 포함 주와 실제 유행 바이러스 주 사이

의 일치 정도, 환자의 기저 질환, 연령 등이 인플루엔자 백신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8, 9].  

그런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면역원성은 기저 질환이 없는 사람

보다 고형암 환자에서 더 낮은 경향을 보인다(표 1)[10-18].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고형암 환자의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는 근거도 부족하다[19, 

20]. 하지만, 불활성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의 위험성은 매우 낮고 인플

루엔자 관련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는 이득은 훨씬 크기 때문에, 고형암 

환자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통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6,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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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evious reports on immunogenicity of influenza vaccination in adult patients with solid cancers. 

Article Populations Measure of immunogenicity Response 

Ganz et al., 1978 [10] 
Patients with cancer (n=17); 

controls (n=15) 
HAI titer ≥40 41–47% vs. 67% controls 

Stiver et al., 1978 [11] 
Breast cancer (n=13); controls 

(n=27) 
4-fold increase in HAI titer 50% vs. 93% controls 

Anderson et al., 1999 [12] Lung cancer (n=59) HAI titer ≥40 83% 

Brydak et al., 2001 [13] 
Breast cancer (n=9); controls 

(n=19) 
HAI titer ≥40 89% vs. 100% controls 

Ramanathan et al., 2002 [14] 
Patients with cancer (n=133) 

for 3 years 
HAI titer ≥40 21–60%  

Vilar-Compte et al., 2006 [15] Breast cancer (n=146) HAI titer ≥40 47.2% 

Puthillath et al., 2011 [16] 
Colorectal cancer (n=85) 

with/without CTx 
HAI titer ≥40 70% 

Berglund et al., 2014 [17] Patients with cancer (n=96) HAI titer ≥40 62–70% 

Keam et al., 2017 [18] Patients with cancer (n=83) HAI titer ≥40 67–80% 

HAI, hemagglutination inhibition; CTx, chem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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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면역원성 평가 

전통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면역원성 평가에는 체액성 면역

반응의 지표인 적혈구응집억제(hemagglutination inhibition[HAI])항체 역가

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23]. 혈청방어율은 HAI 항체 역가가 1:40 이상인 

사람의 분율인데, 가장 흔히 사용되는 면역원성의 지표이다[24]. 그 외에

도, 기하 평균 항체 역가(geometric mean titer, GMT)나 혈청 양전율(예

방접종 전에 비하여 접종 후 HAI 항체 역가가 네 배 이상 상승한 사람

의 분율)등도 자주 이용된다.  

한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세포매개 면역반응에 대한 연구는 부

족하여 표준화된 평가 방법이 없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방어 평가 

지표(correlates of protection)도 없는 형편이다[25]. 하지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인플루엔자 특이적인 항체가 없는 자원자의 비강 내에 주입

했을 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배출 감소 또는 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이 

인플루엔자 항원 특이적인 T 림프구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26, 

27]. 따라서, 인플루엔자 조절 혹은 예방에 세포매개 면역반응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세포매개 면역반응에 대한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세포매개 면

역반응을 평가한 주요 연구들을 표 2에 정리했다[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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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evious reports regarding cell-mediated immune response after influenza vaccination 

Article Populations Measured CMI Methodology 

Bernstein et al., 1998 [28] 
elderly (n=80); young (n=30) 

volunteers 
interferon-γ, IL-6, IL-10 ELISA 

Kang et al., 2004 [29] 
elderly (n=13); young (n=10) 

volunteers 

interferon-γ (CD69+), IL-7, 

CCR7/CD45RA 
ELISA, FACS 

Co et al., 2008 [30] healthy adults (n=30) interferon-γ, CFSE, CD45RA ELISpot, FACS 

Holvast et al., 2009 [31] SLE (n=38); controls (n=38) interferon-γ (CD69+), IL-2, TNFα ELISpot, FACS 

Holvast et al., 2010 [32] WG (n=24); controls (n=24) interferon-γ (CD69+), IL-2, TNFα ELISA, ELISpot, FACS 

Prinsen et al., 2012 [33] 
chronic fatigue syndrome (n=20); 

controls (n=20) 
interferon-γ, IL-4, IL-5, IL-10 ELISA 

Wilkins et al., 2012 [27] healthy controls (n=41) interferon-γ, CD38+Ki67+ CD4/CD8 ELISpot, FACS 

Egli et al., 2015 [34] 
SOT recipients (n=47); controls 

(n=11) 

interferon-γ, IL-4, 17-plex 

cytokines 
ELISA, FACS 

Hequet et al., 2016 [35] 

kidney and heart transplant 

recipients receiving anti-T cell 

therapy (n=71) 

interferon-γ, IL-2, TNFα, memory 

B cell 
ELISpot, FACS 

Doorn et al., 2017 [36] not applicable (protocol interferon-γ, IL-2, TNFα, CD107a ELISpot, FA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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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Hoft et al., 2017 [37] 

live attenuated (n=19); 

inactivated (n=18) influenza 

vaccination 

interferon-γ, CFSE ELISpot, FACS 

Richards et al., 2018 [38] healthy controls (n=45) interferon-γ, IL-2, granzyme B ELISpot 

Laubli et al., 2018 [39] 
lung cancer (n=23); controls 

(n=11) 

CCL2, CXLC10, CCL17, 

CCR7/CD45RA 
FACS 

L’Huillier et al., 2019 [40] 
high dose (n=30); standard dose 

(n=30) SOT patients 
interferon-γ, IL-2, IL-4, TNFα FACS 

CMI, cell-mediated immunity; IL, interleukin; ELISA,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FACS, fluorescence-activated cell 

sorting; CFSE, carboxyfluorescein succinimidyl ester; SLE,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ELISpot, enzyme-linked immunosorbent 

spot; WG, Wegener’s granulomatosis; SOT, solid organ trans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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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형암 치료에서 면역관문억제제 사용의 확대 

면역관문억제제는 cytotoxic T lymphocyte associated antigen 4(CTLA-

4), programmed death 1(PD-1), programmed death-ligand 1(PD-L1), 

lymphocyte-activation gene 3, T-cell immunoglobulin and mucin domain-

containing 3, T-cell immune receptor with immunoglobulin and ITIM 

domain, indoleamine-2,3-dioxygenase, CD73 등에 작용하여 T 림프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인체가 암에 대항하는 능력을 증강시킨다[41, 42]. 

CTLA-4 억제제인 ipilimumab이 동물 실험에서 뛰어난 치료 성적을 보여

준 이후[43], CTLA-4 억제제뿐 아니라 PD-1 억제제인 pembrolizumab, 

nivolumab, PD-L1 억제제인 atezolizumab, avelumab, durvalumab 등이 비

소세포폐암, 신장암, 두경부암, 흑색종, 방광암 등 다양한 고형암 환자의 

생존을 향상시키는 것이 전향적 임상시험을 통해 밝혀졌다[44-48]. 따라

서, 면역관문억제제는 최근 다양한 암종의 표준 2차 치료제로 광범위하

게 사용되고 있다. 

 

5. 현재까지 연구의 문제점과 연구의 필요성 

면역관문억제제의 적응증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면역관문억제

제를 투여 받는 고형암 환자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면역원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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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밝혀진 것이 부족하다. 면역관문억제제를 투여 중인 23명의 폐암 

환자와 건강인 11명 사이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면역원성을 비교한 

연구가 있었는데, 비록 두 군 사이에 HAI 항체 GMT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피험자 수가 너무 적었고 GMT 이외의 면역원성 지표들에 대

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결론을 일반화하기 어려웠다[39].  

일반적인 고형암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통상적으로 권고

된다는 것을 근거로 면역관문억제제를 투여 받는 고형암 환자에게도 인

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환자에서 인플루엔자 예

방접종의 면역원성에 대한 자료가 마련되어야 한다. 임상 의사들이 예방

접종의 면역원성에 대해 우려를 갖는 것이 예방접종 시행률을 높이는 데

에 주요한 걸림돌이 된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49], 면역관문억제제를 

투여 받는 고형암 환자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면역원성을 밝힘으로

써 예방접종 시행률을 높이고, 이 환자들이 인플루엔자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면역관문억제제를 투여 받는 고형암 환자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면역원성을 전향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이 연구를 시행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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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 가설과 목적 

본 연구에서는 면역관문억제제를 투여 받는 고형암 환자와 세포독성 

항암제를 투여 받는 고형암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혈청방어율을 비롯하여 HAI 항체 GMT, 혈청 양전율, 세포매개 면역반응 

정도를 전향적으로 비교해보고자 했다. 면역관문억제제는 T 림프구를 활

성화시키기 때문에, 면역관문억제제 투여군에서 세포독성 항암제 투여군

에 비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따른 체액성 면역반응과 세포매개 면

역반응이 더 활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포독성 항암제를 투여 받는 고형암 환자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은 통상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환자군을 비교 대상으로 설정

하고 두 군 사이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면역원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

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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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및 대상자 

가. 연구 설계 

면역관문억제제를 투여 받는 환자와 세포독성 항암제를 투여 받는 

고형암 환자를 1 : 2로 모집하여 전향적 환자-대조군 관찰 연구를 시행

했다. 2018년 9월에서 2018년 11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과 분당서울대학

교병원 혈액종양내과 외래에서 환자들을 모집했다. 참여 의사를 확인하

고 동의서를 취득한 후 선정기준과 제외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했고, 예

방접종 직전과 접종 후 21—35일 후에 면역원성 평가를 위한 혈액을 채

취했다.  

미국 감염학회 지침에서는 다음 차수 항암치료 2주 이상 전에 예방

접종을 시행할 것을 권하고 있지만[50], 3주 주기 세포독성 항암치료 중 

항암치료 1일째와 11일째에 시행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면역원성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보고가 있고[18], 참여자들의 내원과 채혈 횟수를 최

소화하기 위해 항암제가 투여되는 날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1회 근육주사 

했다. 국제보건기구의 2018/2019절기 북반구 권장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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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ngapore/GP1908/2015 IVR-180(H1N1), A/Singapore/INFIMH-16-

0019/2016 IVR-186(H3N2), B/Phuket/3073/2013(Yamagata), and 

B/Maryland/15/2016 NYMC BX-69A(Victoria) 네 종류의 바이러스 주를 각

각 15 μg씩 포함한 GC Fluquadrivalent PFS injection [2018/2019](GC 

Pharma, Yongin, Korea)를 사용했다. 

선정기준은 i) 면역관문억제제(nivolumab, pembrolizumab, 

atezolizumab, ipilimumab 등) 또는 세포독성 항암제 치료를 받고 있는 고

형암 환자, ii) 당해 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 iii) 

20세 이상의 성인, iv)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ECOG) 일상

생활 수행능력지수 0 또는 1에 해당하는 환자, v) 실험실 검사 결과에서 

간기능과 신기능 저하가 뚜렷하지 않은 환자(총빌리루빈 정상상한범위의 

1.5배 이내, 아스파르테이트 아미노전달효소(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와 알라닌 아미노전달효소(alanine aminotransferase, ALT),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alkaline phosphatase, ALP) 정상상한범위의 2.5배 이내, 혈

청 크레아티닌 정상상한범위 이내), vi) 연구 내용을 이해하고 자발적으

로 동의서를 작성한 환자였다.  

제외기준은 i) 계란 알레르기 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금기증을 가

진 환자, ii)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인간 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

된 환자, iii) 자가면역질환이 있는 환자, iv)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 v)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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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감염이 있는 환자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의학연구 윤리 

심의위원회의 승인 후 진행하였으며(각각 IRB No. H-1806-088-951, B-

1808/484-402), ClinicalTrials.gov 에 등록하여 진행상황을 게시했다(NCT 

03590808). 

 

나. 평가 변수와 목표 피험자 수 

일차 평가변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대표적인 면역원성 평가지

표인 혈청방어율로 정했다. 이차 평가변수로는 HAI 항체 GMT, 혈청 양

전율, 그리고 백신에 의해 유도된 인플루엔자 항원에 특이적인 작용 사

이토카인(IL-2, IL-4, interferon-γ[IFN-])이나 용해 과립(CD107a)을 생성

하는 CD4+ T 림프구와 CD8+ T 림프구의 분율, 두 개 이상의 작용 사이

토카인이나 용해 과립을 생성하는 다기능 림프구의 분율로 정했다. 

목표 피험자 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문헌을 참고하여 각 군의 혈청

방어율을 가정했다. 면역관문억제제 투여군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혈청방어율은 기저 질환이 없는 일반인과 비슷하게 85%로 가정했으며, 

세포독성 항암제 투여군의 혈청방어율은 65%로 가정했다. 일차 평가변

수에 대하여 단측검정을 하고 α-오류를 0.05, β-오류를 0.2로 설정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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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면역관문억제제 투여군에 43명, 세포독성 항암제 투여군에 86명의 환

자가 필요했다. 최종적으로, 중도탈락률을 10%로 가정하여 각 군마다 48

명, 95명의 환자를 모집하기로 정했다. 

 

2. 임상자료 수집 

문진과 전자 의무기록 확인을 통해 환자의 성별과 연령, ECOG 일상

생활 수행능력지수, 고형암의 종류, 항암치료의 목적(근치적, 보조적, 선

행적, 고식적), 항암제의 종류와 해당 항암제의 사용 차수, 고형암 이외

의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만성 폐질환), 2017/2018절기와 최근 3년 이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여부를 수집했다.  

또한, 연구 참여 시점에서 총 백혈구 수와 절대 호중구수, 절대 림프

구수, 헤모글로빈과 혈소판 수, 총빌리루빈, AST, ALT, ALP, 혈청 크레아

티닌을 수집하고 제외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했다.  

 

3. HAI 평가 

가. 실험 방법 

혈청방어율과 HAI 항체 GMT, 혈청 양전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HAI 



14 

 

검사를 시행했으며[51],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70 ℃에 보관해 둔 환자의 혈청에 receptor-destroying 

enzyme(RDE, Cosmos Biomedical, Derbyshire, UK)을 3 배 부피만

큼 첨가하고 밤 동안 37℃ 수조에 보관했다.  

②  56℃ 수조에 30분 간 검체를 보관하여 RDE를 불활성화했다.  

③ 상온으로 식힌 후 생리식염수를 첨가하여 혈청의 최종 희석 농도

를 1 : 10으로 맞추었다.  

④ V-bottom 96-well plate의 A열에 50 μL의 희석된 혈청을 담고, B

―H열에는 25 μL의 phosphate-buffered saline(PBS)을 분주했다. 

A열에서 25 μL를 덜어 B열에 희석하고, B열에서 25 μL를 덜어 

C열에 희석하였으며, 같은 방식으로 H열까지 희석했다.  

⑤ 각 well에 4 hemagglutinin units(/ 25 μL)를 첨가한 후 잘 혼합되

도록 섞고 30분간 상온에 방치했다.  

⑥ 모든 well에 50 μL의 0.5% turkey erythrocyte(Lampire Biologicals, 

Pipersville, PA, USA)를 분주하고 혼합한 후 30분 간 상온에 방치

했으며[51], 적혈구응집이 완벽히 억제되는 마지막 희석비율을 항

체 역가로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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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체액성 면역원성의 지표 평가 

얻어진 예방접종 전과 접종 후의 HAI 항체 역가를 비교하여, 혈청방

어율, HAI 항체 GMT, 혈청 양전율을 구했다[51]. 혈청방어율은 예방접종 

후 HAI 항체 역가가 1:40 이상인 환자의 분율로 정했고, 밑을 10으로 한 

항체 역가의 로그 변환값을 이용한 평균을 GMT로 정했다. 혈청 양전율

은 예방접종 전 항체 역가가 1:10 미만에서 예방접종 후 1:40 이상으로 

증가했거나, 1:10 이상에서 네 배 이상 역가가 상승한 환자의 분율로 정

했다.  

 

4. 세포매개 면역반응 분석 

가. 실험 방법 

예방접종 전과 후에 채취한 혈액에서 분리해 둔 말초혈액 단핵구를 

이용하여, CD4+ T 림프구와 CD8+ T 림프구에서 A/Singapore/GP1908/2015 

IVR-180(H1N1) 또는 A/Singapore/INFIMH-16-0019/2016 IVR-186(H3N2) 바

이러스 주의 hemagglutinin에 특이적으로 IL-2, IL-4, IFN-, CD107a를 발

현하는 세포의 분율을 유세포분석법으로 판독했다[29, 36,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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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agglutinin 단백질은 GC Pharma(Yongin)로부터 제공받았으며, 106 

cells/mL 로 희석한 말초혈액 단핵구에 1 μg/ml 농도로 24시간 동안 자

극했다. anti-CD28/CD49d antibody(Abs, clone L293/L25, BD Bioscience, 

Mississauga, ON, Canada)을 5 μg/mL 농도로 첨가하여 함께 자극했다. 

여러 단클론항체-형광 중 anti-CD4 Abs(BD Bioscience)와 anti-CD107a(BD 

Bioscience) Abs은 항원과 같은 시점에 첨가했으며, 세포 내 사이토카인 

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monensin(0.67 μL/mL, Golgistop
TM
, BD 

Bioscience), brefeldin A(1 μL/mL, Golgiplug
TM
, BD Bioscience)를 자극 종

료 네 시간 전에 처리했다. Leukocyte activation cocktailTM(2 μL/mL, 

Phorbol-myristate-acetate/ionomycin[PMA/I] 포함, BD Bioscience)을 네 시

간 처리하거나 아무 항원도 처리를 하지 않은 군을 양성 및 음성대조군

으로 활용했다. 실험에 사용한 단클론항체-형광의 목록을 표 3에 정리했

고, 상세한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말초혈액 단핵구 분리 

① 50 mL conical tube에 complete medium(RPMI 1640, 10% fetal 

bovine serum, 10 mM HEPES, 2 mM L-glutamine, 100 U/L 

penicillin/streptomycin, 50 μM 99% β-mercaptoethanol 포함)과 

혈액을 1 : 1로 섞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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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onoclonal antibodies used in this study 

Target Clone Fluorochrome Catalog number 

CD3 mouse, CHT1 BV510 BD #563109 

CD4 mouse, RPA-T4 BB515 BD #564419 

CD8 mouse, SK1 PerCP BD #347314 

IL-2 mouse, 5344.111 APC BD #341116 

IL-4 rat, MP4-25D2 BV421 BD #566274 

Interferon-γ mouse, B27 PE-Cy
TM
7 BD #557643 

CD107a mouse, H4A3 PE BD #560948 

CD69 mouse, FN50 BV605 BD #562989 

CD28/CD49d mouse, L293/L25 - BD #347690 

 

② 희석한 혈액을 ficoll tube에 조심스럽게 흘려 넣었다.  

③ 실온에서 1,800 rpm으로 20분 간 break off 상태로 원심분리했다. 

④ Plasma를 7 mL 가량 버린 뒤 단핵구층을 따서 50 mL conical 

tube에 넣고 complete medium으로 30 mL까지 채웠다. 

④  실온에서 1,500 rpm으로 5분 간 break off 상태로 원심분리했다  

⑥ 상층액을 버리고 complete medium 10 mL을 넣은 후, 실온에서

600 rpm으로 5분간 원심분리했다. 

⑦ 상층액을 버리고 complete medium 1 mL로 세포를 풀었다. 



18 

 

⑧ 말초혈액 단핵구 희석액 10 μL, PBS 80 μL, tryphan blue 10 μ

L을 섞고, 혼합액 10 μL을 혈구계에 옮겨 세포 수를 셌다. 

⑨ 세포 수를 세는 동안 실온에서 1,500 rpm으로 5분 간 원심분리했

다.  

⑩ 세포 수에 따라 1 × 10
7
 cells/mL가 되도록 freezing 

medium(CellBanker2, Zenoaq, Fukushima, Japan)을 넣고 분주하여 

1 mL씩 따로 cryotube에 담아 질소탱크(–70℃)에 보관했다. 

 

2) 항원 자극 

① 보관해 둔 말초혈액 단핵구를 꺼내어 신속하게 녹인 후, 

complete medium 10 mL를 담아 둔 15 mL conical tube에 1 mL 

피펫을 이용하여 옮겼다.  

② 상온에서 1,500 rpm으로 5분 간 원심분리 하고 상층액을 따라버

린 후, 하층액을 가볍게 두드려 풀어주고 complete medium 1 mL

을 첨가했다. 

③ 말초혈액 단핵구 희석액 10 μL, PBS 80 μL, tryphan blue 10 μ

L을 섞고, 10 μL만 hemocytometer에 옮겨 평가가 가능한 세포 

수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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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상온에서 1,500 rpm으로 5분 간 원심분리한 후 culture 

medium(5% fetal bovine serum + 1% penicillin/streptomycin)을 첨

가하여 106 cells/mL 농도로 희석했다. 

⑤ 각 검체를 네 쌍의 FACS tube로 분주하여 아래 네 가지 조건으

로 37℃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했다. 

i) 항원 첨가 없음 

ii) A/Singapore/GP1908/2015 IVR-180(H1N1) 바이러스주의 

hemagglutinin 1 μg/mL과 anti-CD28/CD49d Abs(clone 

L293/L25, BD Bioscience)를 5 μg/mL 농도로 첨가 

iii) A/Singapore/INFIMH-16-0019/2016 IVR-186(H3N2) 바이러스주

의 hemagglutinin 1 μg/mL과 anti-CD28/CD49d Abs를 5 μ

g/mL 농도로 첨가 

iv) 마지막 네 시간째에 Leukocyte activation cocktail
TM
(BD 

Biosciences)를 2 μL/mL 농도로 첨가 

⑥ 모든 tube에 마지막 네 시간째에 monensin(Golgistop
TM
, BD 

Bioscience)를 0.67 μL/mL, brefeldin A(GolgiplugTM, BD Bioscience)

를 1 μL/mL 농도로 첨가했다. 

⑦ Mouse anti-CD4(clone RPA-T4)–BB515(BD Bioscience) Abs 5 μ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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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mouse anti-CD107a(clone H4A3)–PE BD Bioscience Abs 10 μL

는 항원 첨가 시점에 함께 넣었으며, 음성대조군에는 처음부터 첨

가했다. 

 

3) 세포 내 사이토카인 염색 

① 배양한 세포액을 상온에서 1,500 rpm으로 5분 간 원심분리했다. 

② 상층액을 따라버린 후 가볍게 두드려 풀어준 하층액에 PBS 1 mL

을 넣고 상온에서 1,500 rpm으로 5분 간 원심분리했다. 

③ 상층액을 버리고 하층액을 풀어준 뒤, PBS를 첨가하여 10
6
 

cells/mL으로 희석했다. 

④ 각 tube에 1/20으로 희석한 fixable dead cell stain 

buffer(LIVE/DEAD
TM
, 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MA, USA)

를 2 μL/mL 농도로 첨가하고 차광한 상태로 상온에서 30분 간 

방치했다.  

⑥  상온에서 1,500 rpm으로 5분 간 원심분리하고 상층액을 버린 

후, 고정용액(BD Cytofix/Cytoperm
TM
, BD Bioscience) 250 μL를 

첨가하고 차광한 상태로 4℃에서 20분간 방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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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상온에서 1,500 rpm으로 5분 간 원심분리하고 상층액을 버린 

후, 1× 세척용액(BD Perm/Wash
TM
, BD Bioscience) 2 mL을 첨가

하여 세척 및 원심분리하는 것을 2회 반복했다. 

⑦ 상층액을 버리고 하층액을 풀어준 후 1× 세척용액 50 μL를 넣

고, 형광 단클론항체들을 첨가하고 차광한 상태로 4℃에서 30분 

간 방치했다. 

i) Mouse anti-CD3(clone UCHT1)–BV510 Abs, mouse anti-

CD69(clone FN50)–BV605 Abs, mouse anti-IFN-γ(clone B27)–PE-

Cy
TM
7 Abs, mouse anti-IL-2(clone 5344.111)–APC(모두 BD 

Bioscience) Abs는 5 μL씩 사용하고, mouse anti-CD8(clone 

SK1)–PerCP(BD Bioscience) Abs는 20 μL씩, rat anti-IL-4(clone 

MP4-25D2)–BV421(BD Bioscience) Abs는 1.5 μL씩 사용했다. 

ii) BV로 표지된 항체 사이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Brilliant 

stain buffer(BD Bioscience)를 50 μL씩 첨가했다. 

⑧  1× 세척용액 2 mL를 첨가하고 상온에서 1,500 rpm으로 5분 간 

원심분리하고 상층액을 버린 후 staining buffer(1× PBS, 1% fetal 

bovine serum, filtered 0.09% sodium azide 포함)을 100 μL씩 넣

고 유세포분석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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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매 실험마다 compensation을 위한 한 쌍의 단일염색 tube를 준비

했다. 대조군을 위한 unstained tube와 LIVE/DEAD
TM
 단일염색을 

위한 세포액은 항원을 첨가하지 않은 tube의 세포 희석액을 10% 

덜어 마련했고, 나머지 각 형광에 대한 단일염색 tube는 

compensation beads(UltraComp eBeadsTM, Thermo Fisher)를 한 방

울씩 떨어뜨리고 각각 한 종류씩의 단클론항체-형광을 첨가하여 

마련했다. Unstained tube 및 단일염색 tube는 형광 첨가를 제외

하고는 실험군과 동일한 순서로 처리했다.  

⑨  유세포분석은 FACSCanto(BD Bioscience)를 이용하여 시행했고, 

그 결과는 Flowjo software(Version 10, Tree Star, Ashland, OR, 

USA)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나. 세포매개 면역반응의 평가 

Forward 및 side scatter 양상을 보고 림프구 영역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 단일 세포를 추린 다음, LIVE/DEAD
TM
 에 염색되지 않는 살아 

있는 세포를 분석에 이용했다. 이후 각각 CD3+, CD4+ 림프구와 CD3+, 

CD8+ 림프구 중에서 IL-2, IL-4, IFN-γ, CD107a의 발현 분율을 측정했

다. 이 때, 활성화되지 않은 림프구에 의한 비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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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69도 발현한 세포만을 측정했다. 양성 판정을 위한 경계선은 양성 및 

음성대조군을 비교하여 결정했으며, CD69에 대한 양성 판정 기준은 한 

환자에서는 동일하게 적용했다. 실험 과정이 정립된 것을 확인하기 위하

여, 똑같은 조건에서 인플루엔자 항원 대신 CEF peptide pool(Mabtech, 

Stockholm, Sweden) 2 μl/mL로 네 시간 처리하여 항원 자극이 잘 되는

지 확인했다.  

비특이적인 사이토카인 또는 과립 생성을 보정하기 위해 항원을 처

리한 검체의 사이토카인 또는 과립 발현 분율에서 음성대조군 검체의 발

현 분율을 뺐다. 또, 예방접종 후 검체의 사이토카인 또는 과립 발현 분

율에서 예방접종 전 검체의 발현 분율을 뺀 값을 예방접종에 의한 T 림

프구 반응으로 정했다. 예방접종에 의한 T 림프구 반응이 없는 경우 그 

값은 1로 치환했다. 각 사이토카인 혹은 과립의 발현 정도를 면역관문억

제제 투여군과 세포독성 항암제 투여군 사이에서 비교했다. 

Boolean gating 기능을 이용하여 여러 사이토카인 또는 과립을 생성

하는 림프구의 분율을 알아봤다. IL-2, IL-4, IFN-γ, CD107a 중 두 개 이

상을 생성하는 림프구를 다기능(polyfunctional) 림프구로 정의하고[40, 

52], 두 군 사이의 분율을 비교했다. H1N1, H3N2에 대한 HAI 항체 역가

나 혈청 방어 획득 여부와 각 사이토카인 또는 과립 생성의 상관관계도 

분석했다. H1N1, H3N2 두 종류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주 모두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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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접종 전에 비해 예방접종 후 다기능 CD4+ T림프구와 CD8+ T 림프구

가 증가한 경우를 적절한 세포매개 면역반응으로 정의했고, 임상정보나 

혈청방어율, 혈청 양전율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5. 부작용 평가 

예방접종 후 부작용은 접종 후 2—4일 사이 전화 방문과 접종 후 

21—35일 사이 외래 방문 때 설문지 작성을 통하여 확인했다. 국소 부작

용과 전신적 부작용은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등급을 나누었다[53]. 예방

접종과의 관련성은 관련성 낮음, 관련이 있을 수 있음, 관련성 높음으로 

구분했으며, 백신 관련 부작용은 관련이 있을 수 있음 이상인 부작용으

로 정의했다[54].  

면역 관련 부작용의 발생 여부는 예방접종 후 6개월까지 사전에 정

한 방법에 따라 관찰했다. 2—4주 간격으로 종양내과 외래를 방문할 때

마다 임상 진찰을 시행했고, 흉부 방사선 검사, 전 혈구 검사, 혈청 화학

검사는 적어도 매 월 시행했으며 갑상선 기능검사를 매 8주마다 시행했

다. 그 외에도 임상적으로 필요한 검사가 있으면 추가로 시행했다. 면역 

관련 부작용의 중증도도 지침에 따라 분류했다[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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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분석 방법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변수의 특징에 따라 평균과 표준편차 또는 

중위수와 사분위수범위를 제시했으며, 독립 t 검정 또는 Mann-Whitney 

U 검정으로 두 군 사이의 차이의 유의성을 평가했다. 범주형 변수에 대

해서는 비율을 제시했고, chi-squared test 또는 Fisher의 정확한 검정으

로 차이의 유의성을 평가했다.  

혈청방어율과 혈청 양전율에 대해서는 분율과 95% 신뢰구간을 제시

했으며, 두 군 사이의 분율 차이의 95% 신뢰구간도 함께 제시했다. HAI 

항체 GMT는 로그 전환한 역가의 평균과 95% 신뢰구간으로 제시했다. 

체액성 면역원성과 관련된 항목은 단측검정했으며, 나머지 항목에 대해

서는 양측검정했다. 임상적 특성들과 혈청방어를 나타낸 바이러스주의 

개수 사이의 독립적인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선형 회귀분석을 시

행했고, 연령과 단변수 분석에서 P 값이 0.05 미만이었던 변수를 포함했

다. 

세포매개 면역반응 정도는 CD4+ T 림프구 또는 CD8+ T 림프구 중 

각각의 사이토카인 또는 과립을 발현하는 세포수의 백분율로 나타냈으

며, 중위수와 사분위수범위로 나타냈다. HAI 항체 역가와 사이토카인 또

는 과립 발현 분율의 상관관계는 선형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고, 혈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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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획득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에서의 백신에 의해 유도된 인플루

엔자 특이적인 사이토카인 또는 과립 발현분율을 heatmap으로 나타냈다

(http://www1.heatmapper.ca/expression/). 적절한 세포매개 면역반응 여부

와 임상정보 또는 체액성 면역반응 사이의 관련성은 로지스틱 회귀분석

으로 평가하였고, 이 때 P 값 0.05를 기준으로 한 전진 변수선택법을 사

용하였다.  

체액성 면역반응과 세포매개 면역반응 비교 모두에서 다중 비교에 

의한 효과를 감안하기 위하여 Benjamin-Hochberg 방법을 사용했다. 모

든 통계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version 22 software package; 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했다. P <0.05 이면 유의한 차이가 있다

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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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1. 대상 환자 

연구 기간 동안 면역관문억제제 투여군에 49명, 세포독성 항암제 투

여군에 105명의 환자를 모집했다. 선정 및 제외기준 확인 후 각각 48명, 

95명의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했다. 이후 각각 1명, 3명의 환

자가 항암 치료를 그만 받게 되어 각각 47명, 92명의 환자에게서 인플루

엔자 예방접종의 부작용을 평가할 수 있었다. 예방접종 후 혈액 채취를 

하지 못한 총 3명의 환자를 추가로 제외한 후, 각각 면역관문억제제 투

여군 46명, 세포독성 항암제 투여군 90명의 환자에서 체액성 면역원성 

평가를 할 수 있었으며 사전에 계산해 둔 필요 대상자수를 충족했다(그

림 1).  

연구에 포함된 환자들의 임상적 특징을 표 4에 나타내었다. 두 군 

모두에서 남자 환자가 더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양 군 모두 63세였다. 

각각 57%, 58%의 환자가 ECOG 일상생활 수행능력지수 0이었고, 당뇨 

환자가 면역관문억제제 투여군에서 더 많았다(12/47, 26% 대 10/92, 11%; 

P =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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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low diagram of this study 

 

PBMC, 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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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Baselin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receiving ICI or cytotoxic 

chemotherapy 

Characteristic 
ICI  

(n = 47) 

Cytotoxic CTx  

(n = 92) 
P value 

Male 37 (79) 63 (69) 0.203 

Age, mean (± SD) 63 (± 9) 63 (± 10) 0.791 

Age >60 years 29 (63) 59 (66) 0.772 

ECOG performance status   0.985 

  0 27 (57) 53 (58)  

  1 20 (43) 39 (42)  

Comorbidity    

  Hypertension 14 (30) 17 (19) 0.130 

  Diabetes 12 (26) 10 (11) 0.025 

  Chronic pulmonary disease 1 (2) 5 (5) 0.664 

Cancer type   <0.001 

  Lung 33 (70) 38 (41)  

  Colorectal 0 (0) 15 (16)  

  Breast 0 (0) 15 (16)  

  Kidney 5 (11) 3 (3)  

  Lymphoma 0 (0) 6 (7)  

  Head and neck  1 (2) 5 (5)  

  Melanoma 5 (11) 0 (0)  

  Others
a
 3 (6) 10 (11)  

Purpose of chemotherapy   <0.001 

  Palliative 47 (100) 52 (57)  

  Adjuvant 0 (0) 24 (26)  

  Neoadjuvant 0 (0) 11 (12)  

  Curative 0 (0) 5 (5)  

Chemotherapeutic agents   NA 

  Nivolumab 26 (55) -  

  Pembrolizumab 17 (36) -  

  Atezolizumab 4 (9) -  

  Platinum-containingb - 46 (50)  

  Taxane-containing - 11 (12)  

  Doxorubicin-containing -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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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her cytotoxic agentsc - 25 (27)  

Cycle of current 

chemotherapy 

  <0.001 

  1 2 (4) 5 (5)  

  2 2 (4) 21 (23)  

  3 3 (6) 24 (26)  

  ≥4 40 (85) 42 (46)  

 Median (IQR) 8 (5—14) 3 (2—5) 0.001 

Laboratory values before 

vaccination, mean (± SD) 

   

  White blood cells, ×10
3
/mm

3
 7.5 (± 2.6) 5.9 (± 2.2) <0.001 

  Absolute neutrophil count, 

×10
3
/mm

3
 

4.6 (± 2.2) 3.6 (± 2.0) 0.010 

  Absolute lymphocyte count, 

×10
3
/mm

3
 

1.9 (± 0.6) 1.5 (± 0.6) <0.001 

  Hemoglobin, g/dL 13.1 (± 1.7) 11.8 (± 1.5) <0.001 

  Thrombocytes, ×103/mm3 246.0 (± 92.8) 270.7 (± 99.2) 0.160 

Previous influenza vaccination    

  Previous year (2017/2018 

vaccine) 

19 (40) 33 (36) 0.599 

  Within 3 years 20 (43) 34 (37) 0.522 

Baseline HAI antibody titer ≥

1:40
d
 

   

  H1N1 9 (20) 27 (30) 0.192 

  H3N2 15 (33) 36 (40) 0.400 

  B–Yamagata  8 (17) 19 (21) 0.607 

  B–Victoria  10 (22) 10 (11) 0.098 

Data are presented as n (%) unless specified otherwise.  

CTx, chemotherapy; ICI, immune checkpoint inhibitor; SD, standard 

deviation; ECOG,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NA, not 

available; IQR, interquartile range; HAI, hemagglutination inhibition 

a Other types of cancers in the ICI group included bladder cancer (n = 

1), adrenocortical carcinoma (n = 1), and sarcoma (n = 1), whereas 

those in the cytotoxic chemotherapy group included advanced gastric 

cancer (n = 3), esophageal cancer (n = 3), sarcoma (n = 2), thymic 

cancer (n = 1), and mesothelioma (n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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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wo platinum-containing regimens were paclitaxel + carboplatin. 

c Other chemotherapeutic regimens included pemetrexed (n = 8), 

irinotecan-containing (n = 5), capecitabine (n = 4), methotrexate-

containing (n = 4), gemcitabine (n = 2), and etoposide (n = 2).  

d Only those included in immunogenicity analysis had baseline titers 

available. 



32 

 

두 군 모두에서 가장 흔한 암은 폐암이었고, 투여 중인 면역관문억제제

는 대부분 nivolumab 또는 pembrolizumab이었다. 사용 중인 항암제의 투

여 차수는 면역관문억제제 투여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중위수 [사분위

수], 8 [5—14] 대 3 [2—5], P <0.001). 면역관문억제제 투여군은 전체 환

자가 고식적 목적의 항암치료 중이었고, 전체 백혈구와 절대 호중구수, 

림프구수, 헤모글로빈은 세포독성 항암제 투여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최근 3년 이내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비율과 예방접

종 전 HAI 항체 역가가 1:40 이상인 환자의 분율은 두 군 사이에 유의미

한 차이가 없었다. 연구에 포함된 환자 중 2018/2019 절기 동안 인플루

엔자 감염이 확진된 환자는 없었다. 

 

2. 체액성 면역반응  

혈청방어율과 혈청 양전율 결과를 표 5에 나타내었다. 일차 평가변

수였던 혈청방어율은 H1N1을 제외한 모든 바이러스 주에서 면역관문억

제제 투여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면역관문억제제 투여군 대 세포독성 

항암제 투여군, 분율 [95% 신뢰구간]; H1N1, 76 [69—89] 대 68 [58—78]. 

P = 0.111; H3N2, 89 [80—98] 대 70 [60—80], P = 0.005; B-Yamagata, 83 

[71—94] 대 54 [44—65], P = 0.002; B-Victoria, 85 [74—96] 대 48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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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P <0.001). 혈청 양전율도 마찬가지로 H1N1을 제외한 모든 바이러스 

주에서 면역관문억제제 투여군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면역관문억제제 

투여군 대 세포독성 항암제 투여군, 분율 [95% 신뢰구간]; H1N1, 57 

[42—71] 대 39 [29—49], P  = 0.086; H3N2, 52 [37—67] 대 27 [17—36], 

P  = 0.006; B-Yamagata, 54 [39—69] 대 30 [20—40], P = 0.007; B-

Victoria, 65 [51—80] 대 28 [18—37], P <0.001). 예방접종 전 HAI 항체 

GMT로 보정한 예방접종 후 억제 항체 GMT는 모든 바이러스 주에서 면

역관문억제제 투여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표 6, 면역관문억제제 투여군 

대 세포독성 항암제 투여군, 기하 항체 역가 [95% 신뢰구간]; H1N1, 89 

[58—137] 대 50 [37—68], P = 0.007; H3N2, 72 [55—94] 대 54 [43—67], 

P = 0.017; B-Yamagata, 64 [50—82] 대 35 [28—43], P = 0.001; B-Victoria, 

92 [69—122] 대 32 [25—40], P <0.001).  

혈청방어 혹은 혈청 양전 요건을 갖춘 바이러스 주의 개수는 면역관

문억제제 투여군에서 세포독성 항암제 투여군보다 많았다(그림 2). 아울

러, 60세 이상의 연령, 고형암의 종류, 예방접종 전 HAI 항체 역가로 보

정했을 때도 면역관문억제제 투여군은 독립적으로 유의미하게 혈청방어

를 나타낸 바이러스주의 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7, 회귀 계수, 

0.79; 95% 신뢰구간, 0.32—1.26; P = 0.001). 

잠재적으로 면역원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령, 과거 인플루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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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eroprotection and seroconversion rates in the ICI and cytotoxic chemotherapy groups, after receiving a 2018/2019 

season influenza vaccination 

Variable Influenza strain 

Percentage of patients (95% CI) 

Difference (95% CI) P valuea ICI  

(n = 46) 

Cytotoxic CTx  

(n = 90) 

Seroprotection 

H1N1 76 (63—89) 68 (58—78) 8 (-8—24) 0.111 

H3N2 89 (80—98) 70 (60—80) 19 (6—32) 0.005 

B-Yamagata 83 (71—94) 54 (44—65) 28 (13—44) 0.002 

B-Victoria 85 (74—96) 48 (37—58) 37 (22—52) <0.001 

Seroconversion 

H1N1 57 (42—71) 39 (29—49) 18 (0—35) 0.086 

H3N2 52 (37—67) 27 (17—36) 26 (8—43) 0.006 

B-Yamagata 54 (39—69) 30 (20—40) 24 (7—42) 0.007 

B-Victoria 65 (51—80) 28 (18—37) 37 (21—54) <0.001 

CTx, chemotherapy; ICI, immune checkpoint inhibitor; CI, confidence interval 
aAdjusted to pre-vaccination hemagglutination inhibition antibody titers. P values for seroprotection rates were calculated with 

the Benjamin-Hochberg method of adjusting for multiple comparisons with four st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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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Geometric mean HAI antibody titers pre- and post-vaccination  

Strain Pre/Post 

GMT (95% CI) 
GMT ratio 

ICI/cytotoxic (95% CI) 
P valuea

 ICI  

(n = 46) 

Cytotoxic CTx  

(n = 90) 

H1N1 
Pre 12 (9—15) 16 (13—19) 0.7 (0.5—1.0) 0.043 

Post 89 (58—137) 50 (37—68) 1.8 (1.1—2.9) 0.007 

H3N2 
Pre 20 (15—26) 25 (20—31) 0.8 (0.6—1.2) 0.116 

Post 72 (55—94) 54 (43—67) 1.3 (1.0—1.9) 0.017 

B-Yamagata 
Pre 16 (13—20) 16 (13—18) 1.0 (0.8—1.3) 0.463 

Post 64 (50—82) 35 (28—43) 1.8 (1.3—2.6) 0.001 

B-Victoria 
Pre 16 (13—20) 13 (11—15) 1.2 (1.0—1.6) 0.060 

Post 92 (69—122) 32 (25—40) 2.9 (2.0—4.3) <0.001 

CTx, chemotherapy; HAI, hemagglutination inhibition; GMT, geometric mean titer; ICI, immune checkpoint inhibitor; CI, 

confidence interval 

a P-values for post-vaccination GMT were adjusted for pre-vaccination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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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Numbers of seroprotective and seroconverted strains in the ICI and cytotoxic chemotherapy groups.  

 

* P <0.05, ** P <0.01.  

ICI, immune checkpoint inhib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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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Univariable and multivariable analyses of the number of seroprotective strains 

Characteristic 

Univariable analysis Multivariable analysis 

Regression coefficient  

(95% CI) 
P value 

Regression coefficient  

(95% CI) 
P value 

ICI (vs. cytotoxic chemotherapy) 0.93 (0.46—1.40) <0.001 0.79 (0.32—1.26) 0.001 

Male –0.52 (–1.03—0.00) 0.051   

Age >60 years –0.12 (–0.61—0.37) 0.627 –0.36 (–0.82—0.10) 0.127 

ECOG performance status 0.07 (–0.41—0.55) 0.769   

Diabetes 0.13 (–0.51—0.76) 0.699   

Hypertension 0.16 (–0.40—0.72) 0.567   

Chronic pulmonary disease 0.47 (–0.67—1.62) 0.413   

Lung cancer (vs. other cancers) 0.78 (0.33—1.23) 0.001 0.66 (0.21—1.11) 0.004 

Cycle number of current chemotherapy 0.35 (0.01—0.06) 0.017   

Previous influenza vaccination     

  Previous year (2017/2018 vaccine) 0.06 (–0.42—0.54) 0.808   

  Within 3 years –0.02 (–0.50—0.47) 0.948   

Baseline HAI antibody titer ≥1:40     

  H1N1 0.69 (0.17—1.21) 0.009 0.71 (0.22—1.20) 0.005 

  H3N2 0.49 (0.01—0.97) 0.045 0.45 (0.00—0.90) 0.051 

  B–Yamagata 0.27 (–0.32—0.85) 0.374   

  B–Victoria  0.69 (0.03—1.34) 0.039 0.38 (–0.22—0.97) 0.218 

CI, confidence interval; ICI, immune checkpoint inhibitor; ECOG,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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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ubgroup analyses on seroprotection rates according to age, previous vaccination, and baseline titers 

 

Variable Influenza strain 
Percentage of patients (95% CI) 

Difference (95% CI) P value 
ICI Cytotoxic CTx 

Age ≤60 years  

(n = 48) 

H1N1 76 (54—99) 74 (58—91) 2 (-25—29) 0.438 

H3N2 94 (82—100) 61 (43—79) 33 (7—59) 0.002 

B-Yamagata 94 (82—100) 58 (40—76) 36 (14—58) 0.001 

B-Victoria 94 (82—100) 42 (24—60) 52 (31—74) <0.001 

Age >60 years 

(n = 94) 

H1N1 76 (59—92) 64 (52—77) 12 (–9—32) 0.134 

H3N2 86 (73—100) 75 (63—86) 12 (–6—29) 0.092 

B-Yamagata 75 (59—92) 53 (39—66) 23 (3—44) 0.015 

B-Victoria 79 (64—95) 51 (38—64) 29 (8—49) 0.003 

Previously 

unvaccinated 

(n = 84) 

H1N1 78 (61—95) 68 (56—81) 9 (–12—31) 0.191 

H3N2 93 (82—100) 68 (56—81) 24 (8—40) 0.002 

B-Yamagata 89 (76—100) 53 (39—66) 36 (18—54) <0.001 

B-Victoria 93 (82—100) 40 (27—53) 52 (36—69) <0.001 

Previously vaccinated 

(n = 52) 

H1N1 74 (52—95) 67 (50—84)  7 (–20—34) 0.303 

H3N2 84 (66—100) 73 (57—89) 12 (–12—35) 0.165 

B-Yamagata 74 (52—95) 58 (40—75) 16 (–11—44) 0.121 

B-Victoria 74 (52—95) 61 (43—78) 13 (–14—40) 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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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x, chemotherapy; CI, confidence interval; ICI, immune checkpoint inhibitor; HAI, hemagglutination inhibition

Variable Influenza strain 
Percentage of patients (95% CI) 

Difference (95% CI) P value 
ICI Cytotoxic CTx 

All baseline HAI 

antibody titer <1:40 

(n = 51) 

H1N1 81 (60—100) 57 (40—74) 24 (–3—51) 0.038 

H3N2 81 (60—100) 54 (37—72) 27 (0—54) 0.025 

B-Yamagata 75 (51—99) 40 (23—57) 35 (7—64) 0.009 

B-Victoria 94 (80—100) 43 (26—60) 51 (30—72) <0.001 

Any baseline HAI 

antibody titer ≥1:40  

(n = 85) 

H1N1 73 (57—90) 75 (63—86) –1 (–21—19) 0.452 

H3N2 93 (84—100) 80 (69—91) 13 (–1—28) 0.033 

B-Yamagata 87 (74—100) 64 (51—77) 23 (5—41) 0.007 

B-Victoria 80 (65—95) 51 (37—65) 29 (9—49) 0.003 

Lung cancer 

(n = 71) 

H1N1 76 (60—91) 76 (62—90) 0 (–21—20) 0.479 

H3N2 88 (76—100) 82 (69—94) 6 (–11—24) 0.236 

B-Yamagata 79 (64—94) 68 (53—84) 10 (–11—31) 0.164 

B-Victoria 85 (72—98) 66 (50—82) 19 (–1—39) 0.031 

Other cancer 

(n = 65) 

H1N1 77 (50—100) 62 (48—75) 15 (–14—44) 0.142 

H3N2 92 (76—100) 62 (48—75) 31 (10—52) 0.003 

B-Yamagata 92 (76—100) 44 (30—58) 48 (27—69) <0.001 

B-Victoria 85 (62—100) 35 (21—48) 50 (24—76) 0.001 



40 

 

접종력, 예방접종 전 HAI 항체 역가 1:40 이상 여부, 그리고 폐암 여부에 

따라 층화 분석해 보았을 때에도 혈청방어율은 세포독성 항암제 투여군

보다 면역관문억제제 투여군에서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표 8). 

 

3. 세포매개 면역반응 

말초혈액 단핵구가 수집되지 않았거나 그 수가 부족했던 환자를 제

외하고, 면역관문억제제 투여군과 세포독성 항암제 투여군 각각 11명, 29

명 총 40명의 환자에서 세포매개 면역반응 정도를 비교했다(그림 1). 세

포매개 면역반응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환자에 의한 비뚤림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포매개 면역반응 분석에 포함된 40명과 포함되지 못한 99명의 

임상적인 특징을 비교했을 때, ECOG 일상생활 수행능력 지수와 항암치

료 목적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세포매개 면역반응 분석에 포

함된 환자들의 H3N2 혈청 양전율이 유의하게 낮았다(표 9).  

세포매개 면역반응 분석에 포함된 폐암 환자들의 임상적인 특징을 

표 10에 나타냈다. 성별과 연령, 고형암 이외의 기저질환, 지난 절기와 

최근 3년 이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력, 혈청방어율과 혈청 양전율에도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전체 백혈구와 절대 호중구수, 절

대 림프구수, 헤모글로빈은 세포독성 항암제 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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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Baselin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ho were included or excluded 

in cell-mediated immunity analyses  

Characteristic 
Included  

(n = 40) 

Excluded  

(n = 99) 
P value 

Male 29 (73) 71 (72) 0.926 

Age, mean (± SD) 62 (± 9) 63 (± 10) 0.567 

Age >60 years 27 (68) 69 (70) 0.800 

ECOG performance status   <0.001 

  0 34 (85) 46 (47)  

  1 6 (15) 53 (54)  

Comorbidity    

  Hypertension 8 (20) 23 (23) 0.679 

  Diabetes 8  (20) 14 (14) 0.392 

Cancer type   0.181 

  Lung 18 (45) 53 (54)  

  Colorectal 4 (10) 11 (11)  

  Breast 4 (10) 11 (11)  

  Kidney 0 (0) 8 (8)  

  Lymphoma 4 (10) 2 (2)  

  Head and neck  3 (8) 3 (3)  

  Melanoma 2 (5) 3 (3)  

  Others 5 (13)  8 (8)  

Purpose of chemotherapy   0.005 

  Palliative 26 (65) 73 (74)  

  Adjuvant 6 (15) 18 (18)  

  Neoadjuvant 3 (8) 8 (8)  

  Curative 5 (13) 0 (0)  

ICI (vs. cytotoxic chemotherapy) 11 (28) 36 (36) 0.317 

Chemotherapeutic agents   0.636 

  Nivolumab 7 (18) 19 (19)  

  Pembrolizumab 4 (10) 13 (13)  

  Platinum-containing 12 (30) 34 (34)  

  Taxane-containing 4 (10) 7 (7)  

  Doxorubicin-containing 3 (8) 7 (7)  

  Other cytotoxic agentsb 10 (25) 15 (15)  

Cycle of current chemotherapy   0.959 



42 

 

  1 2 (5) 5 (5)  

  2 6 (15) 17 (17)  

  3 7 (18) 20 (20)  

  ≥4 25 (63) 57 (58)  

 Median (IQR) 4 (3-11) 4 (3-10) 0.914 

Laboratory values before 

vaccination, mean (± SD) 

   

  White blood cells, 10
3
/mm

3
 6.1 (± 2.0) 6.6 (± 2.6) 0.258 

  Absolute neutrophil count, 

×10
3
/mm

3
 

3.7 (± 1.6) 4.1 (± 2.2) 0.283 

  Absolute lymphocyte count, 

×103/mm3 

1.7 (± 0.7) 1.7 (± 0.6) 0.980 

  Hemoglobin, g/dL 12.0 (± 1.5) 12.4 (± 1.8) 0.241 

  Thrombocytes, ×103/mm3 271.4 (± 86.5) 258.6 (± 101.7) 0.486 

Previous influenza vaccination    

  Previous year (2017/2018 

vaccine) 

12 (30) 40 (40) 0.251 

  Within 3 years 12 (30) 42 (42) 0.174 

Seroprotection    

  H1N1 27 (68) 69 (72) 0.610 

  H3N2 25 (63) 79 (82) 0.013 

Seroconversion    

  H1N1 19 (48) 42 (44) 0.689 

  H3N2 15 (38) 33 (34) 0.728 

Data are presented as n (%) unless specified otherwise.  

ICI, immune checkpoint inhibitor; SD, standard deviation; ECOG,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NA, not available; IQR, interquartile 

range; HAI, hemagglutination in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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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included in analyses on cell-

mediated immune response 

Characteristic 
ICI  

(n = 11) 

Cytotoxic CTx  

(n = 29) 
P value 

Male 9 (82) 20 (69) 0.694 

Age, mean (± SD) 65 (± 8) 61 (± 9) 0.190 

Age >60 years 8 (73) 16 (55) 0.473 

ECOG performance status   1.000 

  0 9 (82) 25 (86)  

  1 2 (18) 4 (14)  

Comorbidity    

  Hypertension 3 (27) 5 (17) 0.660 

  Diabetes 2 (18) 6 (21) 1.000 

Cancer type   0.008 

  Lung 9 (82) 9 (31)  

  Colorectal 0 (0) 4 (14)  

  Breast 0 (0) 4 (14)  

  Lymphoma 0 (0) 4 (14)  

  Head and neck  0 (0) 3 (10)  

  Melanoma 2 (18) 0 (0)  

  Othersa 0 (0) 5 (17)  

Purpose of chemotherapy   0.043 

  Palliative 11 (100) 15 (52)  

  Adjuvant 0 (0) 6 (21)  

  Neoadjuvant 0 (0) 3 (10)  

  Curative 0 (0) 5 (17)  

Chemotherapeutic agents   NA 

  Nivolumab 7 (64) -  

  Pembrolizumab 4 (36) -  

  Platinum-containing - 12 (41)  

  Taxane-containing - 4 (14)  

  Doxorubicin-containing - 3 (10)  

  Other cytotoxic agentsb - 10 (35)  

Cycle of current chemotherapy   0.452 

  1 0 (0) 2 (7)  

  2 1 (9)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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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 (9) 6 (21)  

  ≥4 9 (82) 16 (55)  

 Median (IQR) 12 (5-21) 4 (3-5) 0.029 

Laboratory values before 

vaccination, mean (± SD) 

   

  White blood cells, 103/mm3 8.0 (± 1.6) 5.4 (± 1.5) <0.001 

  Absolute neutrophil count, 

×10
3
/mm

3
 

4.8 (± 1.7) 3.2 (± 1.4) 0.005 

  Absolute lymphocyte count, 

×10
3
/mm

3
 

2.3 (± 0.7) 1.4 (± 0.6) <0.001 

  Hemoglobin, g/dL 12.9 (± 1.8) 11.7 (± 1.3) 0.026 

  Thrombocytes, ×103/mm3 264.8 ± 52.9) 273.8 (± 96.9) 0.773 

Previous influenza vaccination    

  Previous year (2017/2018 

vaccine) 

4 (36) 8 (28) 0.704 

  Within 3 years 4 (36) 8 (28) 0.704 

Seroprotection    

  H1N1 8 (73) 19 (66) 1.000 

  H3N2 8 (73) 17 (59) 0.486 

Seroconversion    

  H1N1 7 (64) 12 (41) 0.208 

  H3N2 5 (46) 10 (35) 0.716 

Data are presented as n (%) unless specified otherwise.  

CTx, chemotherapy; ICI, immune checkpoint inhibitor; SD, standard 

deviation; ECOG,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NA, not 

available; IQR, interquartile range; HAI, hemagglutination inhibition 

a Other types of cancers in the cytotoxic chemotherapy group included 

advanced gastric cancer (n = 2), esophageal cancer (n = 1), sarcoma (n 

= 1), and mesothelioma (n = 1).  

b Other chemotherapeutic regimens included pemetrexed (n = 2), 

irinotecan-containing (n = 2), capecitabine (n = 2), methotrexate-

containing (n = 2), gemcitabine (n = 1), and etoposide (n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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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epresentative flow cytometry gating strategy of a post-vaccination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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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gating strategy의 대표적인 예를 그림 3에 제시했다. 실험 방

법이 확립된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인플루엔자 항원 대

신 CEF peptide pool(Mabtech)을 2 μl/mL 농도로 네 시간 자극했을 때, 

CD69+ 림프구 분율이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것을 통하여 항원 자극 조건

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그림 4).  

그림 5에 항원 자극 조건에 따른 CD4+ T 림프구의 IL-2의 발현 양

상의 예를 나타내었으며, 인플루엔자 항원 자극에 의하여 CD69 양성 

CD4+ T 림프구의 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통하여 hemagglutinin 

항원 자극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표 11). 

 

Table 11. Proportions of activated (CD69+) CD4+ T cells according to 

different antigen stimulation in post-vaccination samples. 

Populations Proportion (%) 
P value  

(vs. unstimulated) 

Unstimulated 3.53 (1.89—5.98) - 

H1N1 6.16 (3.77—10.02) <0.001 

H3N2 5.42 (2.86—7.80) 0.010 

PMA/I 34.5 (10.35—50.55) <0.001 

Data are presented as median (interquartile range). 

 

예방접종에 의해 유도된 IL-2, IL-4, IFN-γ, CD107a 발현 CD4+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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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epresentative example of gating of activated (CD69+) interferon-γ producing CD8+ T cells upon CEF peptide pool 

st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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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Representative example of gating of activated (CD69+) IL-2 producing CD4+ T cells, in a post-vaccination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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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구 또는 CD8+ T 림프구 분율의 중위수와 사분위수범위를 그림 6과 

그림 7에 제시하고 두 군 사이에서 비교했다. H1N1에 특이적으로 IL-

4(면역관문억제제 투여군 대 세포독성 항암제 투여군, 중위수; 0.0259% 

대 0.0001%; P = 0.004), IFN-γ를 생성하는 CD4+ T 림프구(0.0150% 대 

0.0001%, P = 0.006), H1N1에 특이적으로 IL-2(0.0043% 대 0.0001%, P = 

0.009), IL-4(0.0320% 대 0.0001%, P = 0.004), IFN-γ(0.0279% 대 0.0001%, 

P <0.001), CD107a(0.0199% 대 0.0001%, P = 0.041)를 생성하는 CD8+ T 

림프구, H3N2에 특이적으로 IFN-γ(0.0249% 대 0.0001%, P = 0.008)를 생

성하는 CD4+ T 림프구, H3N2에 특이적으로 CD107a(0.0230% 대 0.0001%, 

P = 0.012)를 생성하는 CD8+ T 림프구의 분율은 면역관문억제제 투여군

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그림 8에 H1N1, H3N2에 대한 백신에 의해 유도

된 특이적인 T 림프구 분율의 중위수를 모아서 정리하였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전과 예방접종 후의 인플루엔자 항원 특이적인 

사이토카인 또는 과립을 발현하는 림프구수의 배수 차이를 그림 9와 그

림 10에 나타냈다. 배수차이는 H1N1 특이적으로 IL-4, IFN-γ를 생성하

는 CD4+ T 림프구, IL-2, IL-4, IFN-γ, CD107a를 생성하는 CD8+ T 림프

구, H3N2 특이적으로 IL-2, CD107a를 생성하는 CD8+ T 림프구에서 면역

관문억제제 투여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인플루엔자 항원 특이적인 다기능 림프구의 배수변화는 면역관문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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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Proportions of vaccine-elicited influenza-specific CD4+ T cells upon A/H1N1 and A/H3N2 stimulation. 

 

Data are presented as median and interquartile range. P values for each strain were calculated with the Benjamin-Hochberg 

method of adjusting for multiple comparisons with four cytokines 

ICI, immune checkpoint inhibitor; CTx, chemotherapy; IFN-γ, interferon-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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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Proportions of vaccine-elicited influenza-specific CD8+ T cells upon A/H1N1 and A/H3N2 stimulation. 

 

Data are presented as median and interquartile range. P values for each strain were calculated with the Benjamin-Hochberg 

method of adjusting for multiple comparisons with four cytokines 

ICI, immune checkpoint inhibitor; CTx, chemotherapy; IFN-γ, interferon-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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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Proportions of vaccine-elicited influenza-specific T cells upon A/H1N1 and A/H3N2 stimulation. 

 

 

Data are presented as median values. P values for each strain were calculated with the Benjamin-Hochberg method of 

adjusting for multiple comparisons with four cytokines 

ICI, immune checkpoint inhibitor; CTx, chemotherapy; IFN-γ, interferon-γ 

* P <0.05, ** P <0.02,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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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Pre- and post-vaccination fold changes of proportions of influenza-specific CD4+ T cells upon stimulation with A/H1N1 

and A/H3N2. 

 

Data are presented as median and interquartile range. P values for each strain were calculated with the Benjamin-Hochberg 

method of adjusting for multiple comparisons with four cytokines 

ICI, immune checkpoint inhibitor; CTx, chemotherapy; IFN-γ, interferon-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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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Pre- and post-vaccination fold changes of proportions of influenza-specific CD8+ T cells upon stimulation with 

A/H1N1 and A/H3N2. 

 

Data are presented as median and interquartile range. P values for each strain were calculated with the Benjamin-Hochberg 

method of adjusting for multiple comparisons with four cytokines 

ICI, immune checkpoint inhibitor; CTx, chemotherapy; IFN-γ, interferon-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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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Pre- and post-vaccination fold changes of proportions of influenza-specific polyfunctional CD4+ and CD8+ T 

lymphocytes upon A/H1N1 and A/H3N2 stimulation.  

 

Data are presented as median and interquartile range. 

ICI, immune checkpoint inhibitor; CTx, chem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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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 투여군에서 더 큰 경향이었고, 그 차이는 H3N2에 대한 CD4+ 다기

능 림프구, H3N2에 대한 CD8+ 다기능 림프구에서 유의했다(그림 11).  

H1N1, H3N2에 대한 혈청방어를 획득한 환자에서 각 항원에 특이적인 

IL-2, IL-4, IFN-γ, CD107a 발현이 더 활발한 경향이 있었지만, 그 차이

가 유의하지는 않았다(그림 12, 그림 13). 각각 H1N1과 H3N2에 대해 HAI 

항체 역가와 각 사이토카인 또는 과립 발현 분율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을 때,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었다(표 12, 표 13).  

적절한 세포매개 면역반응을 보인 환자는 면역관문억제제 투여군에

서는 10명(91%)이었고, 세포독성 항암제 투여군에서는 13명(45%)이었다(P 

= 0.012). 적절한 세포매개 면역반응과 임상적 특성 혹은 혈청방어율, 혈

청 양전율과 의 관계를 비교하였을 때, 적절한 세포매개 면역반응은 면

역관문억제제 투여와 독립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표 14, 조정

된 승산비 [95% 신뢰구간], 11.7 [1.2—110.8], P =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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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Heatmap of influenza-specific cytokine/granule-producing CD4+ and CD8+ T cells in response to stimulation with 

influenza A/H1N1 according to seroprotection.  

 

Each row represents a single patient. Values are expressed as Z-score per column. IFN-γ, interferon-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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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Heatmap of influenza-specific cytokine/granule-producing CD4+ and CD8+ T cells in response to stimulation with 

influenza A/H3N2 according to seroprotection.  

 

Each row represents a single patient. Values are expressed as Z-score per column. IFN-γ, interferon-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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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Relationship between vaccine-elicited H1N1-specific cell-

mediated immune response and post-vaccination hemagglutination 

inhibition antibody titer 

Vaccine-elicited response 
Regression coefficient  

(95% CI) 
P value 

Adjusted  

P value*
 

CD4 
   

  IL-2 -0.17 (-0.77―0.43) 0.568 0.863 

  IL-4 -0.11 (-0.88―0.66) 0.771 0.863 

  IFN-γ 0.34 (0.03―0.65) 0.034 0.136 

  CD107a 0.02 (-0.18―0.21) 0.863 0.863 

CD8    

  IL-2 0.07 (-0.10―0.23) 0.429 0.572 

  IL-4 0.33 (0.04-0.62) 0.026 0.104 

  IFN-γ 0.06 (-0.20―0.32) 0.626 0.626 

  CD107a 0.09 (-0.01―0.19) 0.077 0.154 

Polyfunctional    

  CD4+ 0.07 (-0.30―0.44) 0.704 0.744 

  CD8+ 0.02 (-0.12―0.17) 0.744 0.744 

* P values for each strain were calculated with the Benjamin-Hochberg 

method of adjusting for multiple comparisons with four cytok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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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Relationship between vaccine-elicited H3N2-specific cell-

mediated immune response and post-vaccination hemagglutination 

inhibition antibody titer 

Vaccine-elicited response 
Regression coefficient  

(95% CI) 

P 

value 

Adjusted  

P value*
 

CD4 
   

  IL-2 -0.02 (-0.28―0.24) 0.874 0.874 

  IL-4 -0.10 (-0.28―0.08) 0.259 0.518 

  IFN-γ -0.16 (-0.39―0.07) 0.156 0.518 

  CD107a -0.00 (-0.04―0.03) 0.818 0.874 

CD8    

  IL-2 0.08 (-0.67―0.82) 0.838 0.838 

  IL-4 0.03 (-0.11―0.17) 0.657 0.838 

  IFN-γ 0.03 (-0.07―0.11) 0.580 0.838 

  CD107a 0.01 (-0.02―0.03) 0.726 0.838 

Polyfunctional    

  CD4+ 0.02 (-0.06―0.11) 0.578 0.578 

  CD8+ 0.02 (-0.05―0.10) 0.526 0.578 

* P values for each strain were calculated with the Benjamin-Hochberg 

method of adjusting for multiple comparisons with four cytok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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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humoral responses according to the adequateness of cell-mediated immune response.   

Characteristic 
Adequate CMI 

response (n = 23) 

Inadequate CMI 

response (n = 17) 

Univariate Multivariate 

P value adjusted OR P value 

Male 18 (78) 11 (65) 0.477   

Age, mean (± SD) 65 (± 8) 59 (± 10) 0.041   

Age >60 years 17 (74) 7 (41) 0.037 3.8 (0.9―16.7) 0.074 

ECOG performance status   0.216   

  0 18 (78) 16 (94)    

  1 5 (22) 1 (6)    

Comorbidity      

  Hypertension 4 (17) 4 (24) 0.702   

  Diabetes 5 (22) 3 (18) 1.000   

Cancer type   0.326   

  Lung 13 (57) 5 (29)    

  Colorectal 1 (4) 3 (18)    

  Breast 1 (4) 3 (18)    

  Lymphoma 2 (9) 2 (12)    

  Head and neck  1 (4) 2 (12)    

  Melanoma 1 (4) 1 (6)    

  Others
a
 4 (17) 1 (6)    

Purpose of chemotherapy   0.098   

  Palliative 18 (78) 8 (47)    

  Adjuvant 3 (1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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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oadjuvant 0 (0) 3 (18)    

  Curative 2 (9) 3 (18)    

ICI (vs. cytotoxic chemotherapy) 10 (44) 1 (6) 0.012 11.7 (1.2―110.5) 0.031 

Cycle of current chemotherapy   0.969   

  1 1 (4) 1 (6)    

  2 3 (13) 3 (18)    

  3 4 (17) 3 (18)    

  ≥4 15 (65) 10 (59)    

 Median (IQR) 5 (3―16) 4 (3―7) 0.081   

Previous influenza vaccination      

  Previous year (2017/2018 vaccine) 9 (39) 3 (18) 0.143   

  Within 3 years 9 (39) 3 (18) 0.143   

Seroprotection      

  H1N1 16 (70) 11 (65) 0.746   

  H3N2 15 (65) 10 (59) 0.680   

  Number of seroprotective strain 3 (± 1) 2 (± 1) 0.629   

Seroconversion      

  H1N1 11 (48) 8 (47) 0.962   

  H3N2 9 (39) 6 (35) 0.804   

  Number of seroconverted strain 2 (± 2) 2 (± 2) 0.667   

Data are presented as n (%) unless specified otherwise.  

CMI, cell-mediated immune; SD, standard deviation; ECOG,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ICI, immune checkpoint 

inhib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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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부작용 

부작용에 대한 평가는 면역관문억제제 투여군 47명과 세포독성 항암

제 투여군 92명에서 가능했다(표 13). 전신 부작용 중에서는 발열이 가장 

흔했지만 모든 전통적인 부작용은 grade 1 이었고 양 군 사이에 유의미

한 빈도 차이는 없었다.  

면역관문억제제 투여군 47명 중 3명을 추적할 수 없었고 2명이 암의 

진행으로 사망했다. 추적 기간 중 면역 관련 부작용이 생긴 것은 4명(9%)

이었고, 모두 grade 1 이었다. 면역 관련 부작용은 폐장염, 갑상선기능저

하, 신염, 염증성 관절염이 각각 1예씩 있었다. 각 사례의 임상정보를 표 

14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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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Vaccine-related adverse events  

Adverse events 

Number (%) 

P value ICI  

(n = 47) 

Cytotoxic CTx 

(n = 92) 

Conventional adverse event
a
 3 (6) 12 (13) 0.231 

Local adverse events 1 (2) 2 (2) 0.986 

    Pain or tenderness 1 (2) 2 (2)  

    Redness 0 (0) 0 (0)  

    Induration or edema 0 (0) 0 (0)  

    Itching 0 (0) 0 (0)  

Systemic adverse events 3 (6) 10 (11) 0.543 

    Fever 1 (2) 3 (3)  

    Myalgia 2 (4) 1 (1)  

    Fatigue 1 (2) 2 (2)  

    Dizziness 0 (0) 2 (2)  

    Headache 1 (2) 0 (0)  

    Systemic allergic reaction 0 (0) 1 (1)  

    Nausea or vomiting 0 (0) 1 (1)  

Immune-related adverse events
b
 4 (9) - NA 

  Pneumonitis 1 (2) -  

  Hypothyroidism 1 (2) -  

  Nephritis 1 (2) -  

Inflammatory arthritis 1 (2) -  

ICI, immune checkpoint inhibitor; CTx, chemotherapy; CI, confidence 

interval; NA, not available 

a
 All were grade 1.

 

b 
All were grade 1. Nephritis was a possible immune-related adverse 

event (irAE) and others were likely irA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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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Clinical information of patients who had immune-related adverse events 

ECOG,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ICI, immune checkpoint inhibitor

Characteristic #1 #2 #3 #4 

Sex Male Male Male Male 

Age 69 64 68 64 

ECOG 1 1 0 0 

Comorbidity Diabetes, hypertension Diabetes, hypertension - - 

Cancer type 
Non-small cell lung 

cancer 

Non-small cell lung 

cancer 

Non-small cell lung 

cancer 

Non-small cell lung 

cancer 

ICI used Nivolumab Nivolumab Nivolumab Nivolumab 

Cycle of ICI 4 3 21 30 

Influenza vaccination 

within 3 years 
Yes No No No 

Immune-related 

adverse events 
Pneumonitis Hypothyroidism Nephritis Inflammatory arthr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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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본 연구에서는 면역관문억제제 또는 세포독성 항암제를 투여 받는 

고형암 환자 사이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면역원성을 비교했다. 그 

결과, 2018/2019절기 4가 불활성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혈청방어율은 

면역관문억제제 투여군에서 세포독성 항암제 투여군보다 높았다. 뿐만 

아니라, 이차 평가변수였던 HAI 항체 GMT, 혈청 양전율, 백신에 의해 

유도된 H1N1 혹은 H3N2에 특이적인 IL-2, IL-4, IFN-γ, CD107a 발현 T 

림프구, 다기능 림프구의 분율도 면역관문억제제 투여군에서 더 높은 경

향을 보였다.  

면역관문억제제는 다양한 면역관문에 작용하여 T 림프구의 활성화

를 유도하는 약물이다. 따라서, 면역관문억제제를 투여한 환자의 말초혈

액 단핵구에 staphylococcal enterotoxin B나 PMA/I와 같은 비특이적 자극

을 주었을 때, IL-2, IL-4, IFN-γ, CD107a를 비롯한 다양한 작용 사이토

카인 혹은 용해 과립의 분비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었다[56-58]. 한편, 

본 연구의 면역관문억제제 투여군에서 흔히 사용한 nivolumab, 

pembrolizumab, 그리고 atezolizumab 등의 약제들은 2—3주 간격으로 반

복 투여하는 약물인데, 이들의 혈중 반감기는 22—27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는 기간 동안 면역관문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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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 결과 면역관문억제제 투여

군에서 세포독성 항암제 투여군에 비하여 체액성, 세포매개 면역반응이 

더 활발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 면역관문억제제 

투여군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면역원성이 더 높았다.  

 

고형암 환자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면역원성은 건강인에 비하

여 낮다는 보고가 많았다(표 1)[1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위험도는 매우 낮고 인플루엔자와 인플루엔자의 합병증의 위

험을 줄일 수 있다는 이득이 크기 때문에, 고형암 환자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통상적으로 권장하고 있다[6]. 면역관문억제제를 투여 받는 

고형암 환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 받고 있지

만, 면역관문억제제를 투여 중인 고형암 환자에서의 인플루엔자 예방접

종의 면역원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적다.  

면역관문억제제를 투여 받는 고형암환자의 HAI 항체 GMT가 기저 

질환이 없는 사람의 HAI 항체 GMT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39], 불과 23명의 면역관문억제제 투여자와 11명의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을 분석한 소규모 연구이고 혈청방어율이나 혈청 양전율 자료

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그 결론을 일반화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본 연

구 결과에 따르면 면역관문억제제 투여군에서 세포독성 항암제 투여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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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혈청방어율, HAI 항체 GMT, 혈청 양전율, 세포매개 면역반응 모

두 우수한 경향을 보였고, 그 차이는 임상적 요인들로 보정하였을 때에

도 독립적으로 유의했다. 또한, 혈청방어를 보이거나 항체 양전이 된 바

이러스주의 개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그 차이는 유의미한 수준이었

다. 이러한 결과는 면역관문억제제 투여를 받는 환자에서 인플루엔자 예

방접종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최초의 전향적 근거이다.  

유럽 기준에 따르면 18세에서 60세까지의 건강인에서는 혈청방어율

이 70% 이상, 60세 이상에서는 혈청방어율이 60% 이상일 때 적절한 면

역원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59], 본 연구에서 나타난 면

역관문억제제 투여군의 혈청학적 면역원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 

예방접종의 면역원성에 대한 임상 의사들의 우려가 예방접종 시행률을 

높이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49], 본 연구의 결과는 인플

루엔자 예방접종의 면역원성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면역관문억제제를 투

여 받는 고형암 환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연구에 포함된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면역관문억제제 투여군과 세포

독성 항암제 투여군의 특성을 비교했을 때, 암종의 분포나 항암치료의 

목적, 현재 투여 중인 항암제의 차수, 백혈구수나 절대 호중구수, 절대 

림프구수, 헤모글로빈 등에서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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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이는 면역관문억제제 투여의 적응이 되는 암종이 한정되어 있

고, 면역관문억제제는 현재 고식적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며, 혈액학

적 부작용이 적고 2—3주 주기로 반복 투여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임상 정보들로 보정하였을 때에도, 혈청방어

를 획득한 바이러스 주의 개수는 면역관문억제제 투여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표 7).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면역원성 평가에는 주로 혈청방어율이나 

HAI 항체 GMT, 혈청 양전율과 같은 혈청학적 면역원성의 지표들을 활용

했다. 반면, 예방접종 후 세포매개 면역반응을 측정하는 방법은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서, 실험 기법이나 평가 대상이 연구마다 크게 달랐다(표 

2)[28-40]. 고전적으로는 효소결합 면역흡착 측정법(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이나 ELISpot 검사법을 이용하여 사이토카인을 정

량 하는 방식으로 세포매개 면역반응 정도를 측정했지만, 특정한 세포집

단에서의 면역반응을 알기 위해서는 유세포분석법을 사용해야 한다[60].  

세포매개 면역반응의 평가 대상도 각 연구마다 달랐다. 사이토카인

으로는 Th1 면역반응의 지표인 IFN-γ, IL-2, TNF-α, Th2 면역반응의 

지표인 IL-4을 자주 평가했고, 세포독성능의 지표로서 CD107a, granzyme 

B, perforin 등을 평가하기도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D4+ T 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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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CD8+ T 림프구에서 인플루엔자 항원에 특이적인 사이토카인 또는 

과립 형성 세포의 비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유세포분석을 시행했으며, IL-

2, IFN-γ, IL-4, CD107a를 분석하여 다방면의 세포매개 면역반응 정도를 

탐색적으로 평가했다. 림프구 활성화의 지표인 CD69의 발현 여부도 평

가하여 항원 특이적으로 활성화된 림프구만의 반응을 측정했다. 

 

인플루엔자 항원에 특이적인 면역반응을 보이는 림프구의 비율은 

10
6
 CD4+ T 림프구 혹은 CD8+ T 림프구마다 수 백에서 수 천 개 수준

이다[29, 40]. 본 연구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의해 유도된 인플루

엔자에 특이적인 림프구의 수는 기존 문헌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인플루

엔자 항원에 특이적으로 사이토카인 또는 과립을 분비하는 세포의 비율

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실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

했다. 첫째, 인플루엔자 항원 대신 CEF peptide pool을 처리하여 항원 자

극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실험 조건이 정립된 것을 확인했

다(그림 4). 둘째로, 인플루엔자 항원이 단백질임을 감안하고 문헌을 참

고하여 항원 자극 시간을 24시간으로 정했으며, CD28/CD49d도 함께 사

용하여 자극의 효율을 높였다. 셋째로, 비록 인플루엔자 특이적으로 사

이토카인을 분비하는 세포의 분율은 낮았지만, 인플루엔자 항원 자극에 

의하여 CD69 양성 T 림프구의 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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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원 자극이 제대로 되는 것을 확인했다(표 11). 마지막으로, 정밀한 비

교를 위하여 비특이적인 사이토카인 또는 과립 생성이나 예방접종과 무

관한 인플루엔자 특이적인 반응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예방접종 후 실험군의 결과를 항원자극을 하지 않은 음성대조군

과 예방접종 전 실험군의 결과로 보정하여 예방접종에 의한 인플루엔자 

특이적인 반응을 정량화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따른 세포매개 면역반응 정도를 분석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임상적으로 방어 효과와 관련된다고 널리 인정받는 

방어 평가 지표가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Wilkinson 등은 인플루엔자 항

원에 특이적으로 IFN-γ를 생성하는 CD4+ T 림프구 수가 바이러스 전

파, 증상의 중증도, 유병 기간과 유의하게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

고하였다[27]. 한편, Sridhar 등은 인플루엔자 특이적으로 IFN-γ를 생성

하지만 IL-2는 생성하지 않는 CD8+ T 림프구가 증상의 중증도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한 모든 작용 사이토카인

이나 용해 과립의 발현 분율이 면역관문억제제 투여군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이전 연구에서 방어 평가 지표로서 지목된 CD4+ T 림프구 혹

은 CD8+ T 림프구의 인플루엔자 특이적인 IFN-γ는 H1N1-CD4+ T 림프

구, H1N1-CD8+ T 림프구, H3N2-CD4+ T 림프구에서 유의하게 면역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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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제 투여군에서 많았다.  

다기능 T 림프구는 두 개 이상의 작용 사이토카인을 발현하는 T 림

프구를 의미하는데, 감염병의 진행을 막거나 예방접종 후 높은 방어 효

과를 획득하는 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방어 평가 지표로 사

용되기도 한다[61, 62]. 다기능성 평가를 위해 사용된 사이토카인은 연구

마다 다른데, IL-2, IFN-γ, tumor necrosis factor-α와 같은 Th1 면역 작

용 사이토카인들이 가장 흔히 평가되고 있고 CD107a나 granzyme B와 

같은 과립도 분석되기도 한다[52, 63]. 본 연구에서는 IL-2, IFN-γ, IL-4, 

CD107a 네 종류의 사이토카인 또는 과립 중 두 가지 이상을 인플루엔자 

항원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T 림프구를 다기능 림프구로 정의하였는데, 

H3N2에 특이적인 CD4+, CD8+ 다기능 T 림프구의 배수변화는 면역관문

억제제 투여군에서 유의하게 컸다. 이처럼, 잠재적인 방어 평가 지표인 

인플루엔자 특이적인 IFN-γ CD4+ 또는 CD8+ T 림프구, 다기능 T 림프

구 모두 면역관문억제제 투여군에서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H1N1 또는 H3N2 바이러스 주에 대한 HAI 항체 역가나 혈청방

어 획득 여부와 각 사이토카인 또는 과립의 발현 분율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해 보았을 때,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널리 

통용되는 체액성 면역원성의 지표인 혈청방어나 HAI 항체 역가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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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되는 작용 사이토카인 혹은 용해 과립을 밝히지는 못했지만, 더 많

은 연구대상자 수에서 이들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적절한 세포매개 면역반응은 아직 임상상과의 관련성이 

밝혀지지 않은 임의적인 개념이지만, 면역관문억제제 투여군과 독립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앞으로 이 개념과 임상적인 방어 효과 사이의 관련

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세포매개 면역반응 평가에 포함된 환자들은 포함되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ECOG 일상생활 수행능력 지수가 더 낮았고, 고식적 항암치료가 더 

적었으며 H3N2에 대한 혈청방어를 획득한 분율이 유의하게 낮았다(표 

10). 이러한 차이는 세포매개 면역반응 분석에는 전체 환자군에 비하여 

면역관문 억제제 투여군의 비율이 더 낮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또

한, H3N2에 대한 혈청학적 반응이 유의하게 저조한 환자군이었기 때문

에 H3N2에 대한 세포매개 면역반응도 저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면역관문억제제를 투여 받는 고형암환자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면역 관련 부작용이 52%(12/23)에서 발생했고 그 중 절반이 grade 3 

이상이었다는 보고가 있어[39], 면역관문억제제를 투여 받는 환자에서 인

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대규모 

후향 연구들에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면역 관련 부작용의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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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인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64, 65]. Chong 등에 따르면, 면역관문

억제제 투여 2개월 이내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 받은 370명의 고

형암 환자 중 75명(20%)에서 면역 관련 부작용이 발생했는데[65], 이것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 하지 않았던 면역관문억제제 임상시험에서

의 면역 관련 부작용 발생률과 비슷한 정도였다[66, 67]. 본 연구에서 면

역 관련 부작용은 9%에서만 발생해서, 기존 보고보다도 발생률이 더 낮

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안전성 면에서도 면역관문억제제를 투

여 받는 고형암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면역 관련 부작용의 발생률이 낮았던 것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면역관문억제제 투여 초반에 면역 관련 

부작용의 위험이 높다는 보고가 있고[65], 다른 면역관문억제제에 비하여 

CTLA-4 억제제가 면역 관련 부작용 위험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

에[47, 68], 본 연구에 면역관문억제제를 여러 차례 투여 받은 환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CTLA-4 억제제를 투여 받는 환자가 없었던 점 

등이 면역 관련 부작용이 낮았던 것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실제로 여러 차례 항암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들에게 인플루엔

자 예방접종을 시행하게 되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

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또한, 6개월의 추적 기간이 충분치 못했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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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의 면역반

응은 수 개월 이내에 소실되기 때문에[69],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의한 

면역 관련 부작용이 6개월 이후에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 연구에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면역원성을 다방면에서 분석했지만, 실제로 인플루엔자 감염

의 위험을 얼마나 줄이는지는 평가하지 못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는, 세포매개면역

반응의 평가를 일부 한정된 환자에서만 평가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연

구대상이 항암치료를 활발히 받고 있는 환자들이어서 충분한 양의 혈액

을 얻기 어려웠고 초저온 냉동 보관한 말초혈액 단핵구의 생존률도 제한

적이어서 상당수의 환자를 분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선택 비뚤림이 발

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낮은 대상자수로 인해 충분한 검정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셋째로, 면역관문억제제를 투여 받는 환자의 수가 충분히 많

지 않았기 때문에 면역 관련 부작용의 빈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결론을 

내리기가 조심스러웠다. 또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면역관문억

제제 투여군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면역관문억제제 투여군 

사이의 면역 관련 부작용 발생률을 비교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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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면역 관련 부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평

가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고형암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통상

적으로 권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방접종을 의도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서 전향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비윤리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

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고형암 환자가 아닌 정상 면역

력을 가진 사람과 체액성, 세포매개 면역반응 정도를 비교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면역관문억제제 투여군과 정상 면역인 사이의 면역원성 

차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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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면역관문억제제 또는 세포독성 항암제를 투여 받는 고형암 환자에게 

항암제 투여일에 2018/2019절기 불활성화 4가 인플루엔자 백신을 1회 근

육주사 했을 때, 면역관문억제제를 투여 받는 고형암 환자에서 세포독성 

항암제를 투여 받는 환자에서보다 체액성 및 세포매개 면역원성이 더 높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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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Immune checkpoint inhibitors (ICIs), which blocks immune 

checkpoints and consequently de-inhibiting T lymphocyte activation, 

have recently become standard treatment in various types of cancer. 

Solid organ cancer patients are recommended to get influenza 

vaccination annually since they have high risk of having influenza 

and its complication. However, the immunogenicity of influenza 

vaccination in cancer patients receiving immune checkpoint inhibitors 

(ICIs) have not been elucidated. We explored immunogenicity in 

cancer patients receiving ICIs compared to those receiving cytotox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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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otherapy. 

 

Methods: Adult cancer patients receiving ICIs or cytotoxic agents were 

prospectively enrolled in a 1:2 ratio from September to November 

2018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They received an intramuscular 

2018/2019 seasonal quadrivalent influenza vaccine on day 1 of the 

chemotherapeutic cycle. The serum hemagglutination inhibition (HAI) 

antibody titers and cell-mediated immune responses were examined 

before and 4 weeks after vaccination. The primary endpoint was 

seroprotection rate. HAI antibody geometric mean titer, 

seroconversion rate, and vaccine-elicited influenza-specific production 

of IL-2, IL-4, interferon-γ, and CD107a in CD4+ or CD8+ T 

lymphocyte, respectively, and proportions of polyfunctional T 

lymphocyte (which produces more than two influenza-specific 

cytokines or granule) were also examined. Adequate cell-mediated 

immune response was defined as an increment of polyfunctional CD4+ 

and CD8+ T lymphocyte both in H1N1 and H3N2, and its association 

with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humoral immune responses were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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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Among 154 eligible patients, 46 and 90 patients in the ICI and 

cytotoxic chemotherapy groups, respectively, were finally examined 

for HAI antibody titers. Seroprotection rates were higher in the ICI 

group than in the cytotoxic chemotherapy group (H1N1, 76% vs. 68%, 

P=0.111; H3N2, 89% vs. 70%, P = 0.005; B-Yamagata, 83% vs. 54%, 

P=0.002; B-Victoria, 85% vs. 48%, P <0.001) and HAI antibody 

geometric mean titers and seroconversion rates were also higher in 

the ICI group. When adjusted with age, types of cancer, and baseline 

HAI antibody titers, numbers of seroprotective strain were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ICI group (regression coefficient, 0.79; 

95% confidence interval, 0.32—1.26; P = 0.001).  

Cell-mediated immune response were examined in 11 and 29 

cancer patients receiving ICI or cytotoxic chemotherapy, respectively. 

Proportions of vaccine-elicited H1N1-specific IL-4 producing (ICI group 

vs. cytotoxic chemotherapy group, median; 0.0259% vs. 0.0001%; P = 

0.004), IFN-γ producing CD4+ T lymphocytes (0.0150% vs. 0.0001%, P 

= 0.006), H1N1-specific IL-2 (0.0043% vs. 0.0001%, P = 0.009), IL-4 

(0.0320% vs. 0.0001%, P = 0.004), IFN-γ (0.0279% vs. 0.0001%, P 

<0.001), CD107a (0.0199% vs. 0.0001%, P = 0.041) producing CD8+ T 

lymphocytes, H3N2-specific IFN-γ producing CD4+ T lymphocytes 

(0.0249% vs. 0.0001%, P = 0.008), H3N2-specific CD107a (0.0230%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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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 P = 0.012) producing CD8+ T lymphocyte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ICI group than in cytotoxic chemotherapy group. Fold changes 

of pre- and post-vaccination H3N2-specific polyfunctional CD4+ T 

lymphocytes (ICI group vs. cytotoxic chemotherapy group, median; 

2.879 vs, 0.673; P = 0.003) and polyfunctional CD8+ T lymphocytes 

(1.344 vs. 0.547, P = 0.025)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ICI group. 

Adequate cell-mediated immune responses were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ICI group (adjusted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11.7 [1.2—110.5], P = 0.031). 

 

Conclusions: Cancer patients receiving ICIs reach higher levels of 

influenza immunity by vaccination than those receiving cytotoxic 

chemotherapy.  

……………………………………………………………………………… 

Keywords: influenza, vaccination, immune checkpoint inhibitor, 

immunogenicity, humoral immunity, cell-mediated i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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