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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apies Targeting Growth Factor 

Pathways in Metastatic Renal Cell Cancer

￭￭￭ 연세의대/홍 성 

Introduction

이 신암은 가장 기존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는 암 의 하나다. 통 인 항암화학요법으로 

vinblastine이나 5-FU가 이용되기는 했으나 겨우 1-5%의 반응을 보일 뿐이며, 그나마 최근 gemcitabine

과 5-FU 병용요법이 20% 정도에서 반응을 보여주었지만 CR은 없고, 생존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Interferon-α와 interleukin을 이용한 면역요법이 재로서는 FDA 공인된 표 치료

로 이용이 되고 있으나 interferon은 10-15% 정도의 반응을 보이며, 약투여군에 비해 단지 3-7개월의 

생존연장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Interleukin-2의 가장 큰 장 은 간혹 유도된 CR이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는 매우 선별된 환자 에서도 3-8%에서만 나타난다. 그러나 고용량에서의 

독성발 과 이로 인한 치료의 단 등 cytokine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이다. 따라서 

기존의 치료로는 이 신암은 평균 생존기간이 10개월 정도, 5년 생존률 10% 미만을 넘지 못한다.

그러나 최근 신암 발생의 분자생물학  기 과 련된 연구를 통해 치료제로 이용할 만한 새로운 

물질들이 개발되고 있다. 신암에서 VHL protein pathway가 여한다는 것은 down stream targeting

이 가능함을 시사하며, 이는 내피세포의 VEGF, 내피세포  pericyte 내의 PDGF, 그리고 종양세포내 

EGF pathway를 통한 신호 달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개발되었거나 개발 인 약물로는 

VEGF를 targeting하는 bevacizumab, VEGF 수용체에 한 PTK787, SU011248, BAY 43-9006, 

GW786034 등이 있고, EGFR을 targeting 하는 약물로는 gefinitib, cetuximab, erlotinib, ABX-EGF 

등이 있다. 한 Raf/MEK/ERK pathway는 요한 downstream 축으로서 VEGFR, PDGFR, EGFR 

신호체계와 연 이 있으며, BAY 43-9006의 경우 angiogenesis와 련된 VEGR, PDGFR 외에도 Raf 

kinase level에서 Raf/MEK/ERK pathway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 MEK를 억제하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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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발 이다. 다양한 약제의 개발로 종양세포의 성장에 여하는 여러 pathway를 target으로 하

는 각각의 약제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한 여러 약제를 병용하여 여러 축으로 작용하여 그 효과를 강

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제에서는 에 언 된 내용  기 임상자료가 보고 된 약제

를 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Targeting Receptor Tyrosine Kinases

1.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Receptor

종양 신생에 있어 요한 역할을 하는 VEGF와 그 수용체에 한 연구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

지하며 다양한 약제들이 개발되고 있다.

Bevacizumab(AvastinTM)은 recombinant, humanized monoclonal antibody로서 plasma 내의 soluble 

VEGF를 고갈시켜 VEGFR이 결합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서 결과 으로 angiogenesis를 억제하는 역할

을 한다. 진행된 신암을 상으로 한 Phase Ⅱ 무작 , 약 조 연구에서 약에 비해 2주 1회 주입의 

고용량(10mg/kg, Ⅳ) 투여시 병의 진행까지의 기간을 연장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특히 투약환

자들이 기 4개월간 병이 진행되지 않는 결과를 보 다. 그러나 결과 으로 생존과 련된 잇 은 보

이지 않았다.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고 압과 무증상의 단백뇨가 보고되었다. 재 Phase III study로 

interferon-α와 avastin의 병용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결과는 보고 되지 않고 있다.

PTK787은 경구제로 VEGFR-1, VEGFR-2, VEGFR-3 tyrosine kinase receptor를 target으로 하며, 

37명의 이신암을 상으로 한 Phase I 연구에서 1PR, 6 monor response, 그리고 46%에서 stable 

disease의 결과를 보 다. 1년 생존률은 63.7%를 보 다. 재 colorectal cancer를 상으로 Phase III 

study를 진행 이다.

SU011248은 VEGFR, PDGFR, FLT3  KIT를 target으로 하는 보다 범 한 TKI로 일일 일회 

복용으로 4주 투여 후 2주간 지하는 방법을 쓴다. 기존 치료에 듣지 않은 고형암(이  신장암 4명 

포함)을 상으로 한 1상 연구에서 23명  6명이 반응을 보 다. 피로감과 신쇄약증세가 가장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63명의 이 신암을 상으로 한다기  2상 연구에서 PR은 33%, SD 

37%의 결과를 보 고, disease progression까지는 8.3개월을 나타냈다. 최근 SU011248을 이신암에

서 interferon alpha 단독 요법과 비교하는 3상 연구가 진행 이다. 

BAY 43-9006은 경구제제로 VEGFR-2, VEGFR-3, PDGFR-β  Raf 유 자를 억제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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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으며, 동물실험에서 종양의 성장억제와 생성억제 효과를 나타냈다. 1상 연구에서 여러 

투여 방법을 이용한 단독 요법으로 118명의 고형암 환자에서 2명의 PR(이  1명은 RCC), 종양크기

의 축소가 4명, stable disease는 47명을 보 다. 부작용은 비교  경하거나 간 정도를 보 으며, 피

로감, 설사, 손발의 피부변화가 각각 35%에서 나타났다. 이외 일부 고형암에서 gemcitabine, 

oxaliplatin, carboplatin 등과의 병용시 항종양 효과가 확인 된 바 있다. 이신암의 경우 106명에서 

12주 투여 후 37명은 25% 이상의 종양 축을 보 고, 38명은 25% 미만의 축을, 그리고 14명은 

25% 이상 종양의 크기가 증가를 보 다. Hand-foot skin reaction과 고 압이 grade 3/4 정도의 부작

용으로 가장 흔하게 나타났으며, 재 이 신암은 3상이 진행 이다.

이외 GW786034(Pazopanib)는 VEGFR-1, -2, -3, PDGFR-α, β r, 그리고 c-kit에 한 강력한 억제

제로 개발되었으며, 재 1상 임상을 거쳐 2상 임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에는 이 신암을 상으

로 하는 연구도 포함되어 있다. 

2.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재 EGFR을 차단하는 방법으로는 다음의 두가지 기 이 이용된다. 즉, 수용체의 external domain

에 한 MoAb와 receptor kinase pocket에서 competitive inhibition을 하는 small molecule이다. 

Gefitinib(Iressa)은 NSCLC에 한 두 연구에서 10-18.5%까지 객 인 반응을 나타냈으나 이신

암의 경우 16명에서 객 인 반응을 보인 경우는 없고, 75%가 4개월 내에 진행하는 좋지 않은 결과

를 보여주었다. 이와 유사한 제형인 erlotinib도 40명의 환자에서 단 1명만이 객  반응을 보여주었

다. 이러한 결과들은 EGFR-targeted agent가 신암의 조 에 하지 못하다는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이 연구들은 disease-stabilizing effect를 보여주기에는 한 연구로 고안된 것이 아니므로 결론은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Preclinical study에서는 EGFR과 VEGFR을 동시에 targeting 함으로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므로 병용 투여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Cetuximab(Erbitux)은 chimeric mouse/human MoAb로 mouse에서는 효과를 보 으나 55명을 상

으로 한 single-arm 2상 연구에서는 CR이나 PR이 한명도 보고 되지 못했다. 

이외 ABX-EGF는 high-affinity를 가진 human MoAb로 역시 동물실험에서 좋은 결과를 

보 으나 88명에서 시행한 1,2상 연구에서 주 1회 8주간 정주에서 5개의 종양이 반응을 보 고, 

44명은 disease stabilization을 나타냈다. 재는 반응을 보 던 환자들을 상으로 2상 연구를 

지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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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ing The Raf/MEK/ERK signaling Pathway

Raf/MEK/ERK pathway는 종양 세포  내피세포의 세포증식과 생존을 조 하는 심  치

에 있으며, receptor tyrosine kinase인 VEGFR, EGFR  PDGFR을 통한 신호 달에서 요한 하향

 수렴 이다. 부분의 Raf/Ras 연구가 종양세포에 국한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VEGF에 한 

내피세포의 반응도 Raf activation에 의존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개발된 약제 에는 BAY 

43-9006이 Raf-kinase 단계에서 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앞으로 치료효과의 차이가 나타날 

것인지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MEK를 target으로 하는 약제로는 경구

용 CI-1040이 개발되고 있으며, MEK phosphorylation과 proliferative signal이 Raf/MEK/ERK 

pathway를 통해 내려가는 것을 차단한다. 1상 연구에서 독성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30%의 

환자에서 stable disease를 보 다. 800mg 단독 용량으로 plasma level에 도달함을 볼 수 있었다. 이외 

2세  MEK inhibitor로 개발 인 ARRY-142886도 동물실험에서 여러 종양에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서 기 가 되고 있다. 

Combination Targeting

종양세포의 증식에는 다양한 분자생물학  경로들이 여하며,  서로 crosstalk을 하는 것으로 보

여서 하나의 target을 억제함으로서는 충분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종속 인 pathway의 여러 

단계를 억제하는 것 보다는 여러 pathway의 수평  단계를 다양하게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i 

EGFR agent인 erlotinib과 anti VEGF agent인 bevacizumab의 병용으로 이신암에서 21%의 반응을 

보인 것은 향후 더 단이 필요하기는 하나 이러한 효과를 입증하는 것으로 보이며, 재 2상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 BAY 43-9006은 특징 으로 VEGFR과 PDGFR의 다른 수평  TK 경로 차단이 가능

하고 아울러 Raf에 한 억제로 Raf/MEK/ERK signalling pathway의 downstream을 억제하는 종속

인 경로를 차단하는 작용을 모두 가지고 있다.

Conclusions

신암에 한 분자생물학  연구의 발 은 이론 으로 종양제어에 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었으며, 

이를 토 로 세포신호체계와 신생 제어를 목표로 하는 약제가 속속 개발되고 있다. 기존에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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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속 인 경로의 차단으로 그 효과를 얻으려 하 으나 다양한 경로를 동시에 차단하는 방법이 더

욱 효과 일 것으로 기 되고 있으며, 아울러 종양세포 뿐아니라 이를 지지하는   주변 보조세

포들의 기능  차단도 종양의 제어에 매우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향후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데 요한 이다. 아직까지 기  효과 만큼의 결과는 보이지 않으나 충분히 면역요법의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는 좋은 약제로 생각되며,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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