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암환자에서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 

-bitor)와 같은 면역항암제를 이용한 면역요법(immuno-

therapy)의 급여 확대 및 허가사항이 늘면서, 면역항암제

를 투약 받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1]. 이에 따라 면역

항암제를 안전하게 투약 받을 수 있도록, 담당 의사가 환자

들의 면역항암제 독성과 부작용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졌

다. 면역항암제의 부작용 관리의 가장 중요한 점은 면역항

암제에 의한 독성 증상을 조기 인식하고, 독성 grade를 평

가하여, 각 독성에 따라 면역항암제를 중단하는 것이다. 심

각한 면역항암제 독성은 면역항암제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Grade 3-4 독성에서는 면역억제제인 코티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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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 incidence of adverse toxic reactions to immunotherapy using immune checkpoint inhibitors 
is 2-10% in the respiratory system and 3.9% to 12% in the neurologic system. The severity of adverse effects 
increases when combined immunotherapeutic agents are administered. 
Current Concepts: In cases of high-grade toxicity, it is important to discontinue immunotherapy immediately. 
In cases of grade 3 to 4 toxicity, immunosuppressive corticosteroid therapy is the first-line treatment. Short-term 
steroid treatment does not affect anti-tumor efficacy. It is thus necessary to use steroids for an appropriate 
period then carefully taper the steroid dose to prevent recurrence. If no improvement is achieved within 48-72 
hours after the administration of steroids, it is essential to initiate multidisciplinary treatment involving related 
departments and add immunosuppressive drugs. If the patient is administrated immunotherapy again, it may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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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and Conclusion: The primary goals for effective management of immunotherapy-related adverse 
events are early recognition of symptoms and immediat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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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로이드(corticosteroid) 요법이 주된 치료이다[2]. 면역항

암제 독성에 대하여 단기간 스테로이드를 치료하는 것은 항 

종양 효과를 감소시키지 않는다[3]. 그래서 적절한 기간 동

안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조심스럽게 

감량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테로이드 투약 이후 48-72시

간 이내 호전되지 않는다면, 면역억제제를 추가하여 투약해 

볼 수 있고, 관련 과와 다학제 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면역항암요법 시 나타날 수 있는 호흡기 및 신

경계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논의

하고자 한다.

면역항암요법의 부작용: 호흡기 부작용

면역항암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폐렴의 발생률은 

programmed cell death 1 (PD-1) inhibitor를 투약

하는 경우 4% 미만, programmed cell death-ligand 

1 (PD-L1) inhibitor의 경우 2%, anti-cytotoxic T 

lymphocyte antigen-4 (CTLA-4) inhibitor의 경우, 

1% 미만으로 나타난다[4]. 높은 grade의 폐렴 발생률

은 anti-PD1/PD-L1과 anti-CTLA-4 복합요법에서 

10%로, 단독요법의 1-5%에 비하여 더 빈번히 나타난

다[5]. 면역항암제 투약부터 폐렴발생으로 치료를 시작

하기까지 평균 발병 기간은 약 2.3-2.6개월 정도이다

[6,7].

1. 진단

면역항암제에 의한 호흡기 독성의 주된 증상은 마른기침, 

발열, 흉통, 호흡곤란이다. 일반적으로 흉부컴퓨터단층촬영

(chest computed tomography)에서 폐실질의 국소 또는 미

만성 염증 소견이 나타난다. 이러한 흉부컴퓨터단층촬영 소

견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젖빛유리음영(ground-glass 

opacity), 기질화 폐렴(organizing pneumonia), 망상결절

(reticulonodular) 음영이 나타나거나 혼합된 형태로 나타난

다.

면역항암제 투약에 따른 호흡기 독성의 grade는 Table 1

에 요약되어 있다[8].

Grade 1은 무증상이면서 폐의 한개의 폐엽 또는 폐실질의 

25% 미만인 경우이며, 조영제를 사용한 흉부컴퓨터단층촬

영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Grade 2는 호흡곤란, 기침, 흉통과 같은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계속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이다. 잠재적인 바이

러스성 병원체 확인을 위하여 비강 면봉(nasal swab)을 시

행한다. 객담배양(세균성, 진균, 항산균[acid-fast bacilli]), 

혈액배양, 소변항원검사(폐렴구균, 레지오넬라)를 시행한

다. 3-4주 뒤 조영제를 사용한 흉부컴퓨터단층촬영을 재 

촬영하여 평가한다. 침습적인 방법으로 기관지폐포세척

(Bronchoalveolar lavage)을 시행하는 기관지경 검사를 고

려한다.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경기관지 폐 생검을 고려

한다.

Grade 3는 심한 호흡곤란, 저산소혈증이 동반되면서 모

Table 1. Grade and management of pulmonary toxicity induced by immunotherapy

Grade Symptom Management

1 Asymptomatic 
One lobe of the lung or <25% of lung parenchyma

Delay ICI therapy and monitor symptoms every 2 to 3 days 
If symptom worsen, treat as grade 2 or 3-4

2 New or worsening symptoms 
Dyspnea, shortness of breath, cough, chest pain  
Increased oxygen requirement

Withhold ICI therapy 
Start antibiotics if suspicion of infection  
If no evidence of infection or no improvement, prednisolone 1 mg/kg/day 
If no improvement after 48 hours of prednisolone, manage as per grade 3-4

3-4 Severe new symptoms 
New or worsening hypoxia,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Discontinue ICI therapy 
(Methyl)prednisolone 1 to 2 mg/kg/day 
Empiric antibiotics 

Progression If not improvement or worsening after 48 hours management grade 
3-4 

Add toclizumab 8 mg/kg or infliximab 5 mg/kg±IVIG 
Consider MMF or cyclophosphamide 
Continue with intravenous corticosteroid

ICI, immune checkpoint inhibitors; IVIG, intravenous immunoglobulin; MMF, mycophenolate mofetil.
Modified from Haanen J et al. Ann Oncol 2022;33:1217-123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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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폐엽 또는 폐실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이며, grade 4

는 생명을 위협하는 호흡기 손상인 경우이다. 흉부컴퓨터단

층촬영과 임상증상에 대한 심장 원인을 배제하기 위한 심장

평가를 고려한다. 침습적인 방법으로 기관지폐포세척을 시

행하는 기관지경 검사를 고려하며,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경기관지 폐 생검을 고려한다.

2. 치료

면역항암제 투약에 따른 호흡기 독성은 grade에 따라 치

료가 다르다(Table 1) [8].

Grade 1은 면역항암제의 중단을 고려한다. 임상적으로 증

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 4-6주 이내에 흉부컴퓨터단층

촬영을 다시 한다.

Grade 2는 면역항암제 투약을 중단한다. 감염이 완전

히 배제가 되지 않는다면, 경험적 광범위 항생제(비정형 병

원체[atypical pathogen] 포함)를 사용한다. 프레드니손

(prednisone)/메틸프레드니손 1-2 mg/kg/일 투약하고, 투

약 후 48-72시간 이내 호전되지 않는다면 grade 3의 치료

를 따른다.

Grade 3 이상은 영구적으로 면역항암제 투약을 중단한다. 

환자의 면역력 저하가 동반되어 있음을 고려한다. 감염이 완

전히 배제가 되지 않는다면, 경험적 광범위 항생제(비정형 

병원체 포함)를 사용한다 메틸프레드니손 1-2 mg/kg/일을 

투약하여 48시간이나 반응을 평가하여 증상이 개선되면 6

주 이상에 걸쳐서 천천히 용량을 감량한다. 48시간 이후에

도 증상 개선이 없으면, 토실리주맙(toclizumab) 1회 용량 

8 mg/kg 필요한 경우 2주마다 투약하거나[9], infliximab 5 

mg/kg 주사 1회 투약하거나 필요한 경우 2주마다 반복한다

[6,10,11]. 생명을 위협하는 grade 4의 경우, 스테로이드 외

에 토실리주맙이나 infliximab을 가능한 빨리 같이 사용하

는 것이 권장된다. Intravenous immunoglobulin 총 용량 

2 mg/kg를 2-5일에 나누어 투약한다[12]. Mycophenolate 

mofetil 1-1.5 g 하루 2회 투약하며[13], 이 약은 스테로

이드 불응성 폐렴을 즉시 개선할 가능성은 없지만, 스

테로이드를 끊은 없는 경우에 임상적 이점이 있다. 또한 

cyclophosphamide 투약을 고려할 수 있다[10].

3. 면역항암제를 다시 투약하는 경우

Grade 1 폐렴일지라도 방사선 소견이 계속 악화를 보일 

경우 면역항암제를 중단한다. Grade 2는 grade 1 이하로 

좋아지고, 환자가 스테로이드를 중단하면 면역항암제를 다

시 투약한다. 또는 폐렴은 grade 1 이하로 좋아지면서 환자

가 프레드니손을 10 mg/일 이하로 복용 중이면 다시 면역

항암제를 투약한다. Grade 3-4는 영구적으로 면역항암제

를 중단한다.

면역항암요법의 부작용: 신경계 부작용

면역항암제 투약에 따른 신경계 독성의 grade와 치료 원

칙은 Table 2에 요약되어 있다[8]. 면역항암제 투약 후 신

경계 부작용의 발생률은 메타분석을 통한 전향적 임상시험

(59건의 임상시험, n=9,208) [14]에서 CTLA-4 inhibitor는 

3.9%, PD-1 inhibitor는 6%, 복합요법에서는 12%로 보고

Table 2. Grade and management of neurologic toxicity induced by immunotherapy 

Grade Symptom Management

1 Mild symptom Continue ICI therapy

2 Moderate symptom Delay ICI therapy 
Prednisolone 0.5 mg/kg/day

3-4 Severe symptom, limiting self-care ADL Discontinue ICI therapy 
(Methyl)prednisolone

1 to 2 mg/kg/day intravenous or oral

Progression Rapid progression with bulbar and/or respiratory symptom and/or myocarditis 
Persisting bulbar symptom 
Unresponsiveness to corticosteroid within first 7 to 14 days

IVIG 2 g/kg/day within 3 to 5 day 
Plasma exchange

ICI, immune checkpoint inhibitors;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VIG, intravenous immunoglobulin.
Modified from Haanen J et al. Ann Oncol 2022;33:1217-123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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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발병시기는 6주에서 13주까지로 다양하다[15]. 두통, 

뇌병증, 수막염이 가장 흔하고, 대부분 낮은 grade이다. 일

반적으로 grade 3-4의 신경계 부작용 발생률은 1% 이하이

다. 하지만 뇌염과 중증근무력증(myasthenia gravis)이 발

행한 경우에서는 사망한 보고가 있다[16].

1. 진단

1) 중증근무력증

중증근무력증은 근위 사지 근육의 운동 의존성 근육 약화 

및 안검하수와 복시 같은 안구증상이 동반된다. 다른 신경계 

독성과는 달리 면역항암제 투약 이후 평균 29일만에 일찍 발

생한다[15]. 아세틸콜린수용체 항체(acetylcholine receptor 

antibodies)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환자를 진단하는 데 중요

하여, 환자의 2/3이 양성으로 나온다[17]. 진단에 꼭 필요하

지 않지만 근육 특이적인 티로신키나제항체(anti–muscle-

specific tyrosine kinase antibodies) 검사를 시행한다. 폐

기능검사로는 음압 흡기(negative inspiratory force)와 폐

활량(vital capacity)을 확인한다. 혈액검사로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C-reactive protein, creatine kinase, 

adolase와 anti-striational antibody 검사를 시행한다. 호

흡부전이 있거나, creatine phosphokinase 수치가 상승되

어 있으면, 심근염(myocarditis)이 동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전도나 트로포닌(troponin)을 검사하거나, 가능하다

면 심초음파(transthoracic echocardiography)를 시행한다

[15]. 근전도검사(electromyography, EMG) 및 신경전도검

사(nerve conduction study, NCS)도 시행하고, 뇌와 척추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은 증상

에 따라 중추신경계의 침범을 배제하기 위해 시행한다.

2) 길랑-바레 증후군

길랑-바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은 급성 다

발성신경병증(acute polyneuropathy)으로 발병률은 0.2-

0.4%이다[18]. 양측 근위부 약화, 운동 실조, 원위감각 장

애, 자율신경 장애 및 뇌신경을 침범한다. 중환자실 입원 치

료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신경과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

다. 척추의 압박성 병변을 배제하기 위해 조영제 유무와 관

계없이 척추 MRI를 시행하고,  뇌척수액검사를 시행한다. 

혈청검사로, 길랑-바레 증후군은 아형 확인을 위해 anti-

ganglioside antibody 검사를 시행한다. 밀러 피셔(Miller-

Fisher) GQ1b는 운동 실조증 및 안면근 마비가 동반되기도 

한다. 폐기능검사로 음압 흡기과 폐활량을 확인하고, 조기에 

EMG 및 NCS를 시행한다.

3) 말초신경병증

Grade 1은 환자가 기능이나 증상에 신경이 쓰일 정도가 

아닌 상태를 말하며, 말초신경병증을 유발하는 약물, 감염, 

대사/내분비 장애, 환경 노출, 혈관 또는 자가면역질환, 외상 

등 다른 원인 확인이 필요하다.

Grade 2는 환자가 신경 쓰일 정도의 증상 또는 일부 일상

생활 제한이 있는 정도로 통증은 있지만, 쇠약이나 보행장애

는 없다. 말초신경병증을 유발하는 다른 원인 확인 및 신경

과와 협진이 필요하다. EMG 및 NCS를 시행한다.

Grade 3은 자가 관리가 안되어 도움이 필요하며, 쇠약, 보

행장애 및 호흡기 약화가 동반된다. 예를 들어 다리 약화, 족

하수(foot drop), 급격한 감각변화가 동반된다.

4) 무균성 뇌수막염

두통과 목 경직(neck stiffness)이 발열과 동반하거나 또

는 동반하지 않고 나타날 수 있다. 뇌염과 달리 인지 장애가 

없다. 뇌하수체를 포함한 조영제 유무에 관계없는 뇌 MRI를 

시행한다[19]. 뇌척수액검사를 시행하여 개방압력을 측정하

고 세포 수, 단백질, 포도당, 그람염색, 배양, 단순포진바이

러스(herpes simplex virus, HSV)와 다른 바이러스의 중합

효소사슬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올리고클

론띠(oligoclonal band)를 측정한다. 환자가 뇌병증이면, 자

가면역검사 뇌병증 패널을 시행한다. 정상 포도당으로 상승

된 백혈구, 정상 배양. 정상 그람 염색 및 단백질 상승이 동

반된다. 세포학상 반응성 림프구 및 조직구(histiocyte)가 보

일 수 있다.

5) 뇌염

혼동(confusion)과 행동변화가 나타나고, 경련 및 의식 

저하도 전형적인 증상이다. 신경과와 협진이 필요하고, 조

영제 관계없이 뇌 MRI 및 뇌척수액검사를 시행한다. 뇌 

MRI에서는 자가면역 병증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T2/

FLAIR 변화를 보인다[20]. 무증상 경련을 확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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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파검사(electroencephalography)를 시행한다. Complete 

blood count,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C-reactive 

protein 시행 및 혈관염이 의심될 때 antineutrophil 

cytoplasmic antibody를 시행한다. Thyroid peroxidase 및 

thyroglobulin을 포함한 갑상선기능검사를 시행한다. 자가

면역 뇌병증과 부수종양증후군 관련 패널(paraneoplastic 

panel)을 시행한다[21].

6) 횡단 척수염

뇌와 척추의 MRI 검사와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한다. 혈

청검사로 비타민 B12,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rapid plasma reagin, 항학항체(antinuclear antibody, 

ANA), anti-RO/La antibody, aquaporin-4 IgG, myelin 

oligodendrocyte glycoprotein IgG, 부수종양증후군 관

련 패널의 anti Hu와 anti-collapsin response mediator 

protein (CRMP)5/CV2를 시행한다. 변비 확인 및 방광스캔

을 이용하여 소변정체를 확인한다.

2. 치료

1) 중증근무력증

Grade 2 (중등도)는 Myasthenia Gravis Foundation of 

America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22], class 1 (안구증상만 

나타남)과 class 2 (경미한 전신 악화증상)를 포함한다[19]. 

영구적으로 면역항암제를 중단한다. 입원 치료가 원칙이며, 

피리도스티그민(pyridostigmine) 30 mg 하루 3회를 점진적

으로 최대 용량까지 증량하며, 증상에 따라 최대 하루에 4회 

120 mg을 경구로 투약한다. 매일 프레드니손 20 mg 투약

을 고려하며, 3-5일 마다 5 mg씩 추가하여 목표 용량 1mg/

kg/일까지 증량하지만 최대 하루 100 mg 이상은 투약하지 

않는다. 증상이 개선되면, 스테로이드 용량을 감량한다.

Grade 3-4는 Myasthenia Gravis Foundation of 

America의 class III-IV에 따른 심각한 약화가 동반된 근무

력증 위기(myasthenic crisis)로 정의한다[22]. 영구적으로 

면역항암제를 중단한다. 입원 시 필요하다면 중환자실 모니

터링이 필요할 수 있다. 메틸프레드니솔론 1-2 mg/kg/일 

투약하며 증상 개선 시 스테로이드를 감량한다. 혈장분리반

출술(plasma pheresis) 또는 intravenous immunoglobulin 

(IVIG) 투약을 고려한다[23]. 혈장분리반출술 또는 IVIG 투

약에 불응성인 경우, 리툭시맙(rituximab) 375 mg/m2를 매

주 4회 투약하거나 2회만 투약 시 리툭시맙 500 mg/m2를 2

주마다 투약할 수 있다[24]. 폐기능 평가를 빈번하게 시행하

면서 매일 신경학적 평가를 한다. 근무력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약제인 베타차단제, 시프로플록사신(ciprofloxacin), 마

그네슘 주사를 피한다.

2) 길랑-바레 증후군

길랑-바레 증후군은 모든 grade에서 영구적으로 면역항

암제를 중단한다. 중환자실 수준의 모니터링이 가능한 입원 

치료를 한다. IVIG 또는 혈장분리반출술을 시행하며, 5일간 

매일 메틸프레드니손 1 g/일을 투약한 후 4주 동안 천천히 

감량한다[19]. 빈번하게 신경학적평가 및 폐기능을 모니터

링 하면서 자율신경기능 장애도 모니터링한다. 통증 시, 비

마약성 진통제인 gabapentin, pregabalin, duloxetine 등의 

약제를 투약한다.

3) 말초신경병증

Grade 1의 경미한 말초신경병증의 경우에는 면역항암제

를 유지하지만, 중단을 고려한다. 일주일에 한 번 증상 악화 

정도를 확인한다.

Grade 2의 초기에는 경과관찰 또는 경증에서 계속 증상이 

진행되는 경우 프레드니손 0.5-1 mg/kg 경구투약을 시작

한다. 계속 증상이 지속 악화 시 메틸프레드니손 2-4 mg/

kg/일 투약을 시작한다. 통증 시 gabapentin, pregabalin, 

duloxetine 등의 약제를 투약한다.

Grade 3는 길랑-바레 증후군 치료와 유사하다. 영구적으

로 면역항암제를 중단한다. 중환자실 수준의 모니터링이 가

능한 입원 치료를 한다. IVIG 또는 혈장분리반출술을 시행

하며, 5일간 매일 메틸프레드니손 1 g/일을 투약한 후 4주 

동안 천천히 감량한다. 빈번하게 신경학적평가 및 폐기능을 

모니터링 하면서 자율신경기능장애도 모니터링한다. 통증 시 

gabapentin, pregabalin, duloxetine 등의 약제를 투약한다.

4) 무균성 뇌수막염

Grade 1의 경우 스테로이드 투약을 보류한다. Grade 3-4

인 경우 영구적으로 면역항암제를 중단한다. 입원 치료가 필

요하며 PCR 결과가 나올 때까지 acyclovir 주사제 투약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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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다. 세균 및 바이러스성 감염을 배제한 뒤 프레드니손 

0.5-1 mg/kg/일을 투약하거나 증상이 중등도 이상 시 메틸

프레드니손 1-2 mg/kg/일 투약한다.

5) 뇌염

Grade 1의 경우 독성이 있으면 면역항암제 치료를 보류하

고, grade 2는 프레드니손 0.5 mg-1 mg/kg 투약을 고려할 

수 있다. Grade 3 이상은 영구적인 면역항암제 중단이 필요

하고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HSV1과 HSV2 PCR 결과가 나

올 때까지는 acyclovir 주사제 투약을 고려한다. 메틸프레드

니손 1-2 mg/kg/일을 투약 고려한다. 증상이 심각하거나 

계속적인 증상 악화 또는 올리고클론띠가 나타나는 경우, 스

테로이드 1 g를 매일 3-5일 투약과 IVIG 또는 혈장분리반

출술 시행을 고려할 수 있다[19]. 자가면역 뇌병증 항체가 양

성이거나, 7-14일 지나도 증상 개선이 제한적인 경우, 리툭

시맙 투약을 고려한다[20].

6) 횡단 척수염

영구적으로 면역항암제를 중단한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

며, 메틸프레드리손 1 g/일 3-5일간 투약한다. IVIG와 혈장

분리반출술을 강력하게 고려한다.

3. 면역항암제를 다시 투약하는 경우

중증근무력증 grade 2-4인 경우, 면역항암제를 영구적으

로 중단한다. 길랑-바레증후군의 모든 grade는 면역항암제

를 영구적으로 중단한다. 말초신경병증은 grade 1-2의 경

우 증상이 grade 1 이하로 해결되거나 환자 증상이 잘 조정

된 경우, 면역항암제를 다시 투약한다[19]. Grade 3-4인 경

우 영구적으로 면역항암제를 중단한다. 무균성 뇌수막염은 

증상이 grade 0으로 해결되면, 면역항암제를 다시 투약한

다. 뇌염은 중증의 뇌염(grade 2-4)은 면역항암제를 영구적

으로 중단한다. 횡단 척수염은 모든 grade에서 면역항암제

를 영구적으로 중단한다.

결론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와 다르게, 면역항암제는 다른 부

작용이 나타난다. 특히 면역항암제의 부작용 증상을 조기 인

지하고, 독성 grade에 따른 적절한 처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

다. 면역항암제의 부작용이 좋아진 후에도 독성 grade에 따

라 영구적으로 면역항암제 재 투약이 금지된다는 것을 인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찾아보기말: 항암제; 면역요법; 면역관문억제제;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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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논문은 최근 암 환자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면역항암치료제인 면

역관문억제제의 부작용 중에서 호흡계와 신경계 부작용에 관하

여 최신문헌을 정리하여 설명해 주고 있다. 최근 면역 항암제는 

비교적 적은 부작용으로 장기간 효과가 유지되는 큰 장점으로 폐

암, 흑색종뿐 아니라 여러 고형암 치료에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전의 항암치료와는 다른 심각한 면역 관련 부작용이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호흡기 및 

신경계 부작용은 치명률이 높고 다양한 감별 진단이 필요하여 의

료 현장에서 진료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 논문은 폐렴에 관해서

는 진단 및 치료, 재투약 기준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드물지만 치명적인 신경계 부작용 관련해서는 중증 근무력증, 길

랑바레증후근, 뇌염, 뇌수막염, 척수염 등 다양한 신경계 부작용

의 임상 양상, 진단, 치료에 대해 정리하여 면역 항암치료를 하는 

임상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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