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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비뇨생식계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은 기원하는 기관에 따

라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각각의 기원 부위에 따라 신

세포암, 방광암, 전립샘암 등으로 분류가 되며, 수술이 불가

능한 진행성인 경우 전혀 다른 기전의 약제들로 치료받게 

된다. 종양의 발생빈도로 비교하면 각각의 비뇨생식기암은 

전 세계적으로는 약 200만 명 이상이 비뇨생식기암으로 진

단받고 있으며, 전립샘암의 경우 서구권에서는 남성 암 중

에 가장 발생률이 높다.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빈도

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전립샘암에 의한 사망이  

2017년 대비 9.4%가 상승하였다[1]. 수술이나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뇨생식기암은 장기생존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며, 대부분 사망하게 되어 효과적인 치료

와 치료법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면역관문억제제를 이용한 진행성 비뇨생식기암 치료면역관문억제제를 이용한 진행성 비뇨생식기암 치료
정 은 희·김 세 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내과

Treatment of advanced urogenital cancers with 
immune checkpoint inhibitors
Eun Hee Jung, MD · Se Hyun Kim, MD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ngnam, 
Korea

Received: April 6, 2021   Accepted: April 27, 2021

Corresponding author: Se Hyun Kim
                            E-mail: sehyunkim@snubh.org

© Korean Med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
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The development of immune checkpoint inhibitors has improved the long-term survival of patients with several types of 
cancers, including bladder and renal cell carcinomas. Atezolizumab, an anti-programmed death-ligand 1 monoclonal 
antibody, became the first immune checkpoint inhibitor to receive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pproval 
for the treatment of advanced bladder cancer in 2016. Four additional immune checkpoint inhibitors have shown a 
durable efficacy and have been approved for the treatment of metastatic bladder cancers with progressive disease 
after treatment with platinum-containing chemotherapy. Currently, trials are exploring the effectiveness of these 
immune checkpoint inhibitors for first-line or perioperative cancer treatments. The treatment paradigm for advanced 
and metastatic renal cell carcinomas has also evolved rapidly since the introduction of immune checkpoint inhibitors. 
Various combinations with immune checkpoint inhibitors, such as nivolumab plus ipilimumab and pembrolizumab 
plus axitinib, have shown better efficacy than the treatment with sunitinib as first-line treatment for metastatic renal 
cell carcinoma. The challenges include the development of biomarkers to guide the selection of optimal patients to 
receive the therapies, the optimization of the sequences of immune checkpoint inhibitors, and the determination of 
more effective combinations with immune checkpoint inhib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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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관문억제제는 세포독성 항암제, 표적치료제에 이어

서 개발되었고, 현재 다양한 암종의 임상시험 결과에서 효

능을 입증하여 전이성 암 환자들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비뇨생식기암 분야에서도 전이성 방광암과 전이성 신세포

암에서 허가되어 있으며, 전이성 전립샘암에 대해서도 임

상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 논문에서는 과거에 시행된 비뇨

생식기암 중 방광암과 신세포암의 대표적인 임상시험의 결

과를 효능 위주로 정리해보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한다.    

방광암의 면역관문억제제 치료

방광암의 90%는 병리학적으로 요로상피암에 해당하며, 

이 중 근육침윤성 방광암은 피부암, 폐암과 더불어 종양의 

돌연변이 부담이 높게 보고된 암종들의 하나이다. 따라서, 

면역관문억제제의 개발이 시작된 1상 임상연구에서부터 좋

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이것을 토대로 대규모 3상 임상시험

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시판허가를 받게 되었다. 미국 식품

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서는 다섯 

가지의 면역관문억제제(pembrolizumab, nivolumab, ate-

zolizumab, durvalumab, avelumab)가 백금기반 항암치료

를 받은 진행성 전이성 방광암 환자를 대상으로 허가되어 

있다[2]. 이어서 백금기반 항암치료가 부적합한 환자의 일

차요법 또는 일차요법 이후 백금기반 항암치료 이후 유지

요법에서 연구를 진행하였고, 최근의 일부 연구들은 수술 

전/후 보조요법으로써 그 유용성을 탐색하였다. 국내에서는  

2021년 3월 현재 시판허가가 승인되어 건강보험 급여인정 

치료로 처방되고 있는 atezolizumab을 기준으로 기술해보

고자 한다. 

Atezolizumab은 programmed death ligand 1 (PD-L1)

에 작용하는 단클론항체이며, 전이성 방광암 환자들을 대상

으로 IMvigor210 연구를 시행하여 2016년도에 미국 FDA에

서 치료약제로 허가되었다. IMvigor210 연구는 단일군, 공

개라벨 임상시험이었으며, cisplatin 투약이 적합하지 않은 

환자군인 코호트1과 이전에 백금기반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

군인 코호트2로 나뉘어서 진행되었다[3,4]. 백금기반 항암치

료를 받은 코호트2의 임상적 효과를 확인해보면 전체 310명 

환자의 객관적 반응률은 14.8% (95% confidence interval 

[CI], 11.1%-19.3%)였고, Ventana사의 SP142 항체로 측

정된 종양 주변의 면역세포 PD-L1값이 5% 이상으로 발현

이 높은 환자군(n=100)에서는 반응률을 26.0% (95% CI, 

17.7%-35.7%)로 보고하였다. 약제의 반응이 있는 환자들 

중 약 80% (37/46명)의 환자들은 6개월 이상 유지가 되는 

지속적인 반응을 보고하였다. 안정성 측면에서 3명(0.9%)의 

환자들에서 폐렴, 장염과 같은 면역학적 독성이 보고되었으

나, 대다수의 환자는 약제 내약성이 좋았으며, 20% 이상 확

인된 Common Terminology Criteria for Adverse Events 

(CTCAE) 1-4도의 독성은 빈도별로 무기력감(52%), 식욕부

진(26%), 구역감(25%), 비뇨생식기 감염(21%) 순이었다. 그 

외의 면역학적 부작용은 다른 약제들과 다르지 않았다. FDA

는 대체약제가 없는 전이성 방광암의 이차치료로 신속허가

를 내주게 되었고 확증 임상시험의 결과를 제출할 것을 조건

부로 요구하였다. 

Atezolizumab은 IMvigor210의 코호트1의 결과를 토대

로 2017년에는 cisplatin 투약이 적합하지 않은 요로상피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미국 FDA의 허가를 추가로 획득하였다

[4]. Cisplatin 투약이 적합하지 않은 환자는 다음 중 한 가지

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1) 신기능의 저하(glomerular 

filtration rate>30 but <60 mL/min), 2) CTCAE 2도 이상

의 청력저하, 3) CTCAE 2도 이상의 신경병증, 4)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활동점수 2이다. 전체 119

명의 환자 중 맹검된 독립적인 중앙평가 결과상의 객관적 

반응률은 23.5% (95% CI, 16.2%-32.2%)였다. SP142 항

체로 측정한 PD-L1 발현에 따라서 PD-L1 5% 미만 그룹

의 반응률은 21.8% (95% CI, 13.7%-32.0%)였고, PD-L1 

5% 이상 그룹의 반응률은 28.1% (95% CI, 13.8%-46.8%)

였다. 전체 환자 중 8명(6.8%)의 환자가 완전반응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응 지속기간의 중앙값은 도달하지 않

았으며, 객관적 반응이 있는 환자의 82%가 6개월 이상 효

과가 유지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미국 FDA에서는 

cisplatin 투약에 적합하지 않으면서 PD-L1 발현값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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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atezolizumab의 사용을 승인하였다[5]. 국내에서

도 cisplatin 투약이 적합하지 않은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 

중 SP142로 측정한 PD-L1 발현값이 5% 이상인 경우 ate-

zolizumab을 사용할 수 있다. 

KEYNOTE-045 연구와 KEYNOTE-052 연구는 항pro-

grammed death 1 (PD-1) 항체인 pembrolizumab의 효능

을 전이성 요로상피암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였다[6,7]. 

KEYNOTE-045 연구는 이전에 백금기반 항암치료 병합요

법으로 치료받은 후 질병의 진행이 확인된 542명의 진행성 

요로상피암 환자를 대상으로 pembrolizumab과 연구자가 

선정한 항암치료(paclitaxel, docetaxel, vinflunine)와 비교

를 하는 대규모 3상 임상연구이다. 일차목표인 전체 생존

기간은 pembrolizumab을 투약 받은 환자군에서 3개월 이

상 유의하게 향상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전체생존 중앙값, 

10.3개월 대 7.4개월). 또한, 22C3 항체로 측정한 PD-L1 

단백발현의 통합 양성 스코어(combined positive score)가 

10% 이상인 군에서 pembrolizumab 8.0개월(95% CI, 5.0-

12.3) 대 연구자 선정 항암치료군의 5.2개월보다 향상되

는 결과를 보여주었다(hazard ratio [HR], 0.57; 95% CI, 

0.37-0.88; P=0.005). 본 3상 임상연구결과를 토대로 미

국 FDA에서는 2017년 5월에 백금을 함유하는 병합요법을 

받았거나 12개월 이내에 선행 또는 보조 항암요법으로 투약 

받고 질병이 진행한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pembrolizumab의 사용을 정규 승인하였다. 

이차요법 이상에서 항암효과를 보여준 면역관문억제제들

은 일차요법 또는 유지요법에서 그 유용성이 탐색되었다. 대

표적으로 JAVELIN Bladder 100 임상시험은 백금제제가 포

함된 항암치료를 받은 후 질병이 진행되지 않은 요로상피암 

환자들에서 항PD-L1 항체인 avelumab의 유용성을 보여준 

연구이다[8]. 연구자들은 cisplatin 또는 carboplatin과 같은 

백금제제가 포함된 항암치료를 4-6회 투약 받은 후 질병의 

진행이 되지 않은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 700여 명을 1:1

로 무작위 배정하여 avelumab 800 mg 매 2주 간격의 유

지요법과 최고의 보존적 치료로 치료하였다. 그 결과, 전체 

생존기간의 중앙값은 avelumab 유지요법군에서 21.4개월  

대 최고의 보존적 치료군에서 14.3개월로 사망 위험비를 

약 31% (HR, 0.69; 95% CI, 0.56-0.86; P=0.001) 개선

하는 효과를 보고하였다. Ventana SP263 항체를 이용하

여 25% 이상 PD-L1 발현이 있는 PD-L1 양성 환자군에

서는 사망 위험비가 0.56 (95% CI, 0.40-0.79; P<0.001)

이었고, PD-L1 음성(25% 미만) 환자군의 사망 위험비는  

0.85 (95% CI, 0.62-1.18)로 보고하였다. 2020년 6월 미

국 FDA는 avelumab을 1차 백금제제를 포함한 항암치료 이

후 진행하지 않은 요로상피암 환자의 유지요법으로 승인하

였다. 

전이성 방광암 환자에서 효과를 입증한 여러 면역관문억

제제들은 수술이 가능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가 진

행되었다. CheckMate 274, IMvigor010, AMBASSADOR 

연구들은 각각 nivolumab, atezolizumab, pembrolizumab

의 근육침윤성 방광암 환자에서 수술 후 재발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를 탐색하는 연구이다. 먼저 발표된 

IMvigor010 연구의 경우 아쉽게도 atezolizumab은 수술 후 

방광암 환자에서 재발의 위험성을 낮추어주지 못하였으나, 

CheckMate 274 연구에서 nivolumab은 재발의 위험을 참

여한 모든 환자에서 30%, 그리고 PD-L1 1% 이상의 환자

에서 약 50%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9,10]. 그 외

에도 단독요법이 아닌 다양한 약제들과의 병합요법 연구들

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방광암 환자들의 치료약제 반응과 

생존율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Table 1) 

[2,3,5,6,8-11].  

신세포암의 면역관문억제제 치료

신세포암은 세포독성 항암치료에 저항성을 보이는 대표

적인 암종으로 sunitinib과 같은 혈관내피성장인자억제제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inhibitor)의 등장 전에

는 high dose interleukin-2 (IL-2), interferon-α (INF-α) 

등이 전신항암요법의 근간을 이루었다[12]. 원발 부위인 신

장을 절제하였을 때 전이된 병소까지 사라지는 자연퇴화현상

이 발생하거나 종양세포 주변에 cytokine을 분비하는 T세포

가 침투되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신세포암에서 IL-2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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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α 등의 면역치료가 효과를 보일 것으로 생각하였고, 실

제로 IL-2의 경우 단독 혹은 수술과의 병합치료를 통해 15% 

내외에서 5년 이상의 생존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

는 완전 관해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

으로 신세포암에서의 면역치료가 표준치료로서의 역할을 하

면서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최근 20년 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PD-1/PD-L1 inhibitor, cytotoxic T 

lymphocyte antigen 4 (CTLA-4) inhibitor와 같은 면역관문

억제제가 등장함에 따라 신장암에서도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3상 임상연구 결과들이 보고되면서 국내에

서도 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다.   

신세포암의 면역관문억제제 단독요법

최근 여러 면역관문억제제 관련 임상연구들이 진행성/전

이성 신세포암을 대상으로 효용성과 안정성을 입증하였다. 

신세포암에서 가장 첫 번째로 연구가 이루어진 면역관문억

제제는 CTLA-4 억제제인 ipilimumab으로 전이성 신세포

암 환자를 대상으로 ipilimumab 3 mg/kg을 3주 간격으로 

투약하였다[13]. 3주 간격으로 3 mg/kg을 투약한 전체 40명 

의 환자군 중 5명의 환자가 부분반응을 보여 12.5%의 객관

적 반응률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ipilimumab의 치료범위가 

좁고, 다른 면역관문억제제와의 병용요법 등 새로운 치료전

략이 등장함으로써 단독치료로 권고되지는 않는다. 

Ipilimumab 다음으로 신세포암에서 연구된 면역관문

억제제는 항PD-1 항체인 nivolumab이다. 296명의 진행

성 고형암에서 nivolumab의 투약이 이루어진 CheckMate 

003 연구에서는 34명의 신세포암 환자가 포함되었다[14]. 

Nivolumab 1 mg/kg 또는 10 mg/kg 투약군에서 객관적 

반응률은 각각 24%, 31%였으며, 전체 생존기간의 중앙값은 

22.4개월, 1년 및 2년, 3년 생존율은 각각 71%, 48%, 44%

였다. 이를 바탕으로 진행된 2상 임상연구인 CheckMate 

010은 이전 한 개 이상의 혈관내피성장인자억제제 치료

를 받았던 168명의 전이성 신세포암 환자들을 3주 간격으

로 nivoluamb 0.3, 2, 10 mg/kg을 투약하도록 배정하였

다[15]. 세 군에서의 객관적 반응률은 20%에서 22% 사이

로 농도 반응 효과에서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3상 임상연구인 CheckMate 025에서는 이전 치료

를 받았던 진행성/전이성 신세포암 환자 821명을 대상으

로 everolimus와 nivolumab 3 mg/kg을 2주 간격으로 투

약하도록 배정하였는데, nivolumab 투약이 전체 생존기간

의 중간값이 25개월로, everolimus의 19.6개월에 비해 우월

한 생존기간을 보여주었고, 객관적 반응률 또한 25% 대 5%

로 nivolumab 투약군이 더 높았다[16]. 뿐만 아니라, eve-

rolimus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독성 profile을 보여주었

는데 3등급 이상의 치료 관련 부작용은 nivolumab군에서 

19%, everolimus군에서 37%를 보였고, nivolumab 투약과 

Table 1.  Clinical trials of immune checkpoint inhibitors in advanced urogenital cancers

Study Drug Patient Results

IMvigor210 [3] Atezolizumab Platinum-ineligible (cohort 1) or platinum  
   refractory (cohort 2)

ORR: 23.5% (28.1% in PD-L1≥5%) in cohort 1 14.8% (26.0% in  
   PD-L1≥5%) in cohort 2

IMvigor211 [11] Atezolizumab Platinum refractory Failed to confirm benefit of 2nd line efficacy

IMvigor010 [10] Atezolizumab Postoperative, high risk UC Failed to improve DFS (HR, 0.89 in all; P=0.2446)

KEYNOTE-045 [6] Pembrolizumab Platinum-ineligible or refractory Improved OS compared to cytotoxic chemotherapy (HR, 0.73;  
   P=0.002)

KEYNOTE-052 [5] Pembrolizumab Platinum-ineligible ORR: 24% (39% in CPS≥10)

CheckMate 032 [2] Nivolumab Platinum-ineligible or refractory ORR: 24% (15%-35%) 

CheckMate 274 [9] Nivolumab Postoperative, high risk UC Improved DFS (HR, 0.70 in all; HR, 0.53 in PD-L1≥1%)

JAVELIN Bladder 100 [8] Avelumab After 4-6 cycle of platinum-containing  
   chemotherapy

Significantly prolonged OS, as compared with best supportive care  
   alone (HR, 0.69; P=0.001)

ORR, objective response rate; PD-L1, programmed death ligand 1; UC, urogenital carcinoma; DFS, disease-free survival; HR, hazard ratio; OS, overall survival; CPS, combined 
positive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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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가장 흔한 부작용은 피로(33%), 구역(14%), 그리고 

소양감(14%) 순이었다. Nivolumab은 5개월 이상의 전체 생

존기간 증진으로 FDA 승인을 받아 진행성/전이성 신세포암

의 이차치료로 사용되고 있다. 

또 다른 항PD-1 항체인 pembrolizumab은 2상 연구인 

KEYNOTE-427를 통해 전이성 신세포암에서의 임상적 효

과를 보여주었다[17]. 3주마다 pembrolizumab 200 mg

을 이전 치료받은 적이 없는 투명세포신세포암 환자 110명

과 비투명세포신세포암 환자 165명에게 투약하였고, pre-

liminary data에서 개관적 반응률은 각각 38%, 24.8%를 보

였고, 투명세포신세포암에서는 추적 관찰 기간의 중앙값인 

12개월 동안 69%의 질병조절률을 보였다. 

신세포암의 면역관문억제제 병합요법 

1. PD-1과 CTLA-4 억제제의 병합요법  

PD-1과 CTLA-4는 T세포 기능저하를 촉진하고 T세포의 

활성을 막는 데 있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전임상 연

구에서도 항PD-1 항체와 CTLA-4 억제제의 병합이 항암

효과의 상승을 일으킴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전이성 흑색종

에서도 nivolumab과 ipilimumab의 병합요법이 각각의 단

일제재 투약 시 효과가 높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점을 바

탕으로 전이성 신세포암에서도 nivolumab과 ipilimumab의 

병용요법의 효능을 확인하고자 1상 임상연구(CheckMate 

016)가 진행되었는데, 3주 간격으로 nivolumab 3 mg/kg과 

ipilimumab 1 mg/kg, nivolumab 1 mg/kg과 ipilimumab 

3 mg/kg, 3주 간격으로 4주기까지 nivolumab 3 mg/kg

과 ipilimumab 3 mg/kg 투여 이후 2주마다 nivolumab 

유지요법을 시행한 세 군으로 나누어 투약하였다[18]. 투

약 시 반응률과 2년간의 생존율은 세 군에서 유사하였으

나 nivolumab 3 mg/kg과 ipilimumab 1 mg/kg 투약군에

서 가장 양호한 이상반응 profile을 보였다. 이를 통해 결

정된 병합요법의 용량으로 진행된 CheckMate 214 3상 임

상연구는 이전 치료받지 않은 투명세포신세포암 환자를 대

상으로 nivolumab 3 mg/kg과 ipilimumab 1 mg/kg 병용

요법의 효능을 sunitinib 투약 효능과 비교하였다(Table 2) 

[16,19,21-23]. 최근 발표된 4년 추적 결과 상 중등도 혹은 

고위험군의 환자들에게서 nivolumab과 ipilimumab의 병합

요법이 sunitinib 투약에 비해 더 우월한 전체 생존기간의 중

간값(48.1개월 대 26.6개월)과 높은 객관적 반응률(65% 대 

50%), 완전관해율(10% 대 1%)을 보여주어 FDA 및 국내 허

가를 받아 전이성/진행성 신세포암에서의 일차치료에 사용

되고 있다.  

2. 혈관신생억제제와 면역관문억제제의 병합요법

Table 2.  Comparison of pivotal clinical trials evaluating immune checkpoint inhibitors in advanced renal cell carcinoma

Study Regimen Com-
parison Phase Therapy 

setting
OS   

(HR, 95% CI)
Median PFS  
(HR, 95% CI) ORR (%) CR (%) FDA approval

CheckMate  
   025 [16]

Nivolumab  
   (second line) 

Everolimus Ⅱ Second  
   line

60 mo: 26% vs. 18%  
   (0.73, 0.62-0.85)

4.2 vs. 4.5 mo  
   (0.84, 0.72-0.99)

22.9 vs. 4.9 1 vs. 0.5 Yes  
   (second line)

CheckMate  
   214 [19]

Nivolumab+ 
   ipilimumab

Sunitinib Ⅲ First line 48 mo: 50% vs. 35.8%  
   (0.65, 0.54-0.78)

11.2 vs. 8.3 mo  
   (0.74, 0.62-0.88)

42 vs. 27 10 vs.1 Yes  
    (intermediate/

poor risk)

KEYNOTE-426  
   [23]

Axitinib+ 
   pembrolizumab

Sunitinib Ⅲ First line 12 mo: 90% vs. 78% 
    (0.53, 0.38-0.74; 

P<0.0001)

15.1 vs. 11.1 mo 
   (0.69, 0.57-0.84)

59.3 vs. 35.7 5.8 vs. 
   1.9

Yes

Javelin Renal  
   101 [22]

Avelumab+ 
   axitinib

Sunitinib Ⅲ First line 12 mo: 86% vs. 83% 
    (0.78, 0.55-1.08; 

P=0.14)

13.8 vs. 8.4 mo 
   (0.69, 0.56-0.84)

55.2 vs. 25.5 3.4 vs. 
   1.8

Yes

IMmotion151  
   [21]

Atezolizuamb+ 
   bevacizumab

Sunitinib Ⅲ First line 24 mo: 63% vs. 60%  
    (0.93, 0.76-1.14; 

P=0.4751)

11.2 vs. 7.7 mo 
   (0.74, 0.57-0.96)

43 vs. 25 9 vs. 4 Pending

OS, overall survival; HR, hazard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PFS, progression free survival; ORR, objective response rate; CR, complete response; FDA, Food and Drug Admin-
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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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α 단독 사용 시에 비해 혈관내피성장인자억제제인 

bevacizumab과 병용 시 무진행 생존기간의 개선이 확인

됨으로써 면역치료와 혈관내피성장인자억제제의 병합요법

에 대해서도 여러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1상 임상연구에

서 bevacizumab과 atezolizumab의 병합 시 bevacizumab

이 세포독성 T세포의 이동을 촉진시켜 atezolizumab에 

의해 유발된 면역반응을 증가시키는 것이 확인되었고, 

PD-L1이 발현된 전이성 신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된 IMmotion150 연구에서는 sunitinib 단독 사용에 비해 

bevacizumab과 atezolizumab 투약에서 무진행 생존기간의 

증가를 보여주었다[20]. 후속 3상 임상연구인 IMmotion151 

연구 또한 PD-L1 양성 신세포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sunitinib과 비교해 무진행 생존기간의 개선을 보여주었으나 

중간분석에서 co-primary endpoint였던 전체 생존율의 개

선을 보여주지 못하였다[21]. 

JAVELIN Renal 101 연구에서는 또 다른 표적치료제인 

axitinib과 항PD-L1 항체인 avelumab 투약의 임상적 효

용성을 sunitinib을 투약한 경우와 비교하였는데, PD-L1의 

발현과 무관하게 axitinib과 avelumab의 투약군에서 더 우

월한 객관적 반응률과(51.4% vs. 25.7%) 더 긴 무진행 생존

기간의 중앙값(HR, 0.69; P<0.0001)을 보여주어 FDA 허

가를 받았다[22]. 또한 axitinib과 pembrolizumab의 병합

요법을 대상으로 한 KEYNOTE-426 연구도 치료받지 않

은 진행성 투명세포신세포암 861명 대상으로 sunitinib 투

여군과 비교하여 효과를 입증하였다[23]. 1차 중간 분석에

서 sunitinib 투여군에 비해 전체 생존율(HR, 0.53; 95% 

CI, 0.38-0.74; P<0.001)과 무진행 생존기간(HR, 0.69; 

95% CI, 0.57-0.84; P<0.001), 객관적 반응률(59.3% vs. 

35.7%, P<0.001)의 우월함을 보여주어 FDA 승인 및 국내

에서 사용허가를 인정받았다(Table 2) [16,19,21-23]. 

이외에도 면역관문억제제와 혈관내피성장인자억제제 병

용요법 관련하여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경구용 혈

관내피성장인자억제제인 tivozanib과 nivolumab의 병합요

법은 1b/2상 임상연구에서 56%의 객관적 반응률을 보여주

었다. 또한 신세포암에서 승인받은 타이로신인산화효소억제

제 (tyrosine kinase inhibitor) 중 하나인 cabozantinib과 병

용하여 nivolumab과 ipilimumab과 nivolumab, ipilimumab 

그리고 canbozantinib 투약군을 비교하는 COSMIC-313 연

구와 lenvatinib과 everolimus 병용, len-vatinib과 pem-

brolizumab의 병용과 sunitib과의 치료 효과를 비교로 하고 

있는 CLEAR 3상 임상연구도 진행 중에 있다. 

3.  신세포암에서 진행 중인 면역관문억제제 관련 새로운 

연구들

기존 알려진 CTLA-4, 항PD-1/PD-L1 억제제 외에도 

자연살해세포나 활성화된 T세포에서 발현하여 주조직적합

성복합체2형과 결합하는 transmembrane protein인 lym-

phocyte-associated gene 3이나 여러 면역세포에서 나타

나 T세포의 활성화를 억제함으로써 면역 관용을 유발하는 

T-cell immunoglobulin and mucin domain 3 등을 타깃

으로 한 면역관문억제제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약제들

은 PD-1/PD-L1 항체들과 병용 시 상승효과가 있어 단독요

법뿐만 아니라 spartalizuamb과 같은 anti-PD1 약제와 함

께 투약하여 치료효능을 확인하는 1/2상 임상연구가 현재 진

행 중이다. 이 외에도 CD28 수용체군에 해당하는 inducible 

T-cell co-stimulator와 CTLA-4 억제제와의 병합, 기존 면

역관문억제제의 이용에서 최근 각광받는 microbiome 역할

에 대한 연구 또한 최근 신세포암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30년 동안 면역관문억제제의 발견과 여러 연구

가 진행됨에 따라 신세포암을 비롯한 여러 암들의 치료 패

러다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면역관문억제

제의 작용 배경과 선천/적용 면역과의 상호작용들에 대해서

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 지속적인 연구가 필

요하다. 새로운 타깃들에 대한 면역관문억제제의 개발과 더

불어 이들과 기존 약들과의 병합요법은 CTLA-4나 PD-1/

PD-L1을 타깃으로 하는 약제들의 사용에 따른 내성기전 극

복과 더불어 기존 표준치료들에 비해 치료 효능을 포함한 더 

큰 임상적 이점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진행성 방광암과 신세포암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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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료제의 효과가 적어 매우 절망적인 질환이었다. 그러

나, 최근 면역관문억제제를 이용한 여러 임상시험의 성공

에 힘입어 치료율과 생존율이 눈부시게 향상되고 있다. 아

직까지 면역관문억제제 단독요법에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암종이나 환자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전체 환자의 

약 20-30%로 제한이 되며, 나머지 대다수의 환자는 치료

반응을 얻지 못하고 질병이 진행한다. 최근 방광암에서는 

erdafitinib이나 enfortumab vedotin과 같은 신약들이 허가

되어서 이러한 새로운 기전의 약제들과의 병합요법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행

성 신세포암에서도 기존의 혈관내피성장인자억제제나 타이

로신인산화효소억제제와의 다양한 병합요법들의 효능이 확

인되고 있으며 이들 약제들 간의 순차적인 사용에 따라서 생

존기간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치료받는 

환자들의 종양 및 혈액 검체들을 이용한 중개연구를 수행하

여 면역항암제 감수성 또는 내성과 관련한 기전을 확인하고 

바이오마커를 발굴할 수가 있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비뇨생

식기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 면역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찾아보기말:  비뇨생식기암; 방광암; 신세포암종;  

면역관문억제제; 면역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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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이 논문은 진행성 비뇨기 암에서 최근 활발히 임상에 도입되고 

있는 면역항암제인 면역관문억제제의 개발 현황, 효능, 주요 부

작용에 대해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치료 약제 위주로 체계적

으로 정리하여 제시해 주고 있다. 진행성 방광암과 신세포암의 

경우 과거 치료 선택지가 많지 않고, 치료에 효과적이지 않은 암

종이었으나, 면역관문 억제제를 비롯한 신약의 효과가 속속들이 

입증됨에 따라 관심이 높아졌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신약 임상 

연구가 진행 중이며, 그에 따른 많은 결과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

에서, 이 논문은 주요 약제와 관련 효능에 대한 근거를 선별하여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논문은 진행성 방광암과 신세포암

에서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이해하고, 실제 국내 환자 치료에 

적용하는데 좋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