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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진행성 간세포암종에 관하여 표적항암치료제와

중앙값 8.6개월 추적 후 치료군 336명 중 96명(29%), 대조군

면역관문억제제 병합요법이 환자 생존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

165명 중 65명(39%)이 사망하였고(사망에 관한 위험비 0.58;

라는 기대가 있었고, programmed death-ligand 1 (PD-L1)

95% 신뢰구간 0.42-0.79; p<0.001), 같은 기간 동안 종양이

억제제인 atezolizumab과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

진행하였거나 사망한 경우는 치료군 중 197명(59%), 대조군

tor (VEGF) 수용체에 관한 단일클론 항체인 bevacizumab

중 109명(66%) (종양 진행 및 사망 위험비 0.59; 95% 신뢰구간

병합이 1b상 연구에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어 이들 병합요법

0.47-0.76; p<0.001)으로 전체 및 무진행 생존 모두 치료군이

을 기존 표준 요법인 sorafenib과 비교하는 다기관 무작위 3상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객관적 반응률은 RECIST 1.1

1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18세 이상 국소적으로 진행한

기준으로 평가할 때 치료군에서 27%, 대조군에서 12%, 변형

전이성 혹은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종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RECIST 기준으로 평가할 때 치료군에서 33%, 대조군에서 13%

치료군은 atezolizumab 1,200 mg, bevacizumab 15 mg/kg을

였고, 두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질병통제율(객

매 3주마다 정맥 주사하였고, 대조군은 sorafenib 400 mg을

관적 반응 및 안정 병변)은 치료군에서 74%, 대조군에서 55%였

하루 2회 경구 투여하였다. 투약 기간은 부작용을 감당하기

다. 삶의 질 평가 지표(EORTC QLQ-C30) 악화까지 걸린 기간은

어렵거나, 임상적 이득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설정하였다.

치료군에서 11.2개월, 대조군에서 3.6개월(위험비 0.63; 95%

공통 일차평가지표는 전체 생존(overall survival)과 RECIST

신뢰구간 0.46-0.85)로 차이가 있었다. 투약기간의 중앙값은

1.1 기준에 따른 무진행 생존(progression-free survival)이었

atezolizumab은 7.4개월, bevacizumab은 6.9개월, sorafenib

다. 2019년 8월 말까지 데이터로 1차 중간 분석을 한 결과

은 2.8개월이었다. 치료군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한 3등급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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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이상반응은 고혈압으로 15%에서 발생하였다. 이상반응

항체 bevacizumab의 병합요법을 시도한 결과 기존 표준요법

으로 인해 한 가지 이상 약제 투약이 중단된 경우는 치료군에서

인 sorafenib에 비해 전체 생존, 무진행 생존 호전에 있어 유의한

15.5%, 대조군에서 10.3%였다.

차이를 보였다. 더욱이 이 연구에서는 이전 유사 연구와는 달리
주문맥 침범 및 50% 이상 간 침범 환자들을 모두 포함하여

해설: 간세포암종의 조기 발견을 위한 적극적인 감시 검사

예후가 불량한 군에서도 atezolizumab과 bevacizumab의 병

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간세포암종 환자들이 완치적 절제가

합요법이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Atezolizumab/bev-

불가능한 상태에서 진단된다. 다발성 간종괴 혹은 단일 종괴

acizumab군에서 가장 흔한 중증 부작용은 고혈압이었으나,

로서 크기가 5 cm 이상인 간세포암종 환자들을 치료하지 않

sorafenib군에서 발생률과 비슷한 비율이었고, sorafenib 치료

고 추적한 코호트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불량한 예후 인자

시 흔히 문제가 되는 설사나 수족증후군은 atezolizumab/bev-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수행도 점수 1-2, 전

acizumab군에서는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 두 군 간 항암

신 증상, 혈관 침범, 간외 전이)가 하나 이상 존재하는 군은

효과 차이의 일부는 치료군이 대조군보다 중증 부작용 빈도가

중앙 생존 기간이 5.4개월로써 그렇지 않은 군의 40개월보다

낮아 투약 기간이 더 길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현저히 짧았다. 이후 이러한 불량한 예후군은 통상적으로 진

전이성 신세포암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PD-L1

행성 간세포암종으로 분류되었고, Barcelona Clinic Liver

발현에 따른 무진행 생존은 sunitinib 치료군보다 atezolizu-

3
Center (BCLC) 병기 C가 여기에 해당한다. Yoon 등 의 조사

9
mab/bevacizumab군에서 더 큰 차이를 보였으나, 간세포암

에 따르면, 국내 간세포암종 환자의 34%가 첫 진단 시 BCLC

종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PD-L1 양성률과 치료 효과

병기 C로 나타나 국내에서도 진행성 간세포암종의 비중이 높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없었다. 향후 치료 반응이 좋은

음을 알 수 있다.

군을 선별하는 생체 표지자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진

과거 진행성 간세포암종 환자에게 세포독성 항암제들이 투

행성 간세포암종을 대상으로 한 다른 3상 시험에서 lenvati-

약되었으나, 실질적인 생존 향상이 확인되지 못했다. 2008년

nib/pembrolizumab, nivolumab/ipilimumab, cabozanti-

발표된 SHARP 연구에서 tyrosine kinase inhibitor인 sor-

nib/atezolizumab 등이 일차요법으로서 효과가 있는지 대조

afenib은 대조군에 비해 전체 생존에 있어 유의한 향상을 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10

여 진행성 간세포암종의 표준요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나,
대조군에 비해 생존 기간의 차이는 3개월 미만으로 만족스럽
4
지 않았다. 이후 sunitinib, brivanib, linifanib 등 여러 표적

항암제들이 sorafenib과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치료 효
5
과의 우월성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2018년 multi-kinase in-

hibitor인 lenvatinib은 절제가 불가능한 간세포암종 환자군
에서 sorafenib과 비교하여 비열등함을 보여주어 sorafenib
6
과 같이 일차 치료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연

구에서는 종양이 간 전체의 50% 이상을 침범하거나 담도 침
범, 주 문맥 침범 환자들은 모두 제외하였기 때문에 진행성
간세포암종 중 예후가 불량한 군에서는 lenvatinib의 효과가
입증되지 못하였다. 한편, 면역관문억제제인 nivolumab은
sorafenib 경험군에 관한 1/2상 연구에서 객관적 반응률이
20%에 달하여 sorafenib 이후 2차 치료제로서 승인을 받았으
7
나, sorafenib과 직접 비교한 연구에서는 우월성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8

이번 호에 소개하는 IMbrave 150 연구는 진행성 간세포암종
에서 sorafenib 이후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를 능가하는
효과적인 항암요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기존 표적항암제 혹은 면역관문억제제 단독요법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면역관문 중 하나인 PD-L1을 억제하는 atezolizumab과 기존 표적항암제의 표적인 VEGF 수용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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