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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료에서의 표적치료제 
Principles of molecular Targerted Therapy 

가톨릭의대 전해명 , 허훈 

현재 임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항암치료제는 암세포의 염색체나 미세관 

에 작용하여 나타나는 세포 독성을 이용하는 것인데 , 이러한 항암제의 가 

장 큰 문제점은 치료 지수therapeuticindex가 매우 좁아 치료 효과에 동반되는 

독성 발현의 확률아 높다는 것아다. 이렇게 좁은 치료 지수를 나타내는 이 

유는 암세포가 주로 세포 분열의 억제를 통해서 항암 효과를 나타내기 때 

문이댜 따라서 암세포뿐만 아니라 빠른 세포 분열을 보이는 다른 세포들 

즉 , 머리카락 세포 , 위장관 상피, 골수 세포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결 

과적으로 치료에 대한 반웅은 환자 개개인에 따라 예측 불가능하며 부분 

적이지만 치료에 따라 나타나는 독성은 매우 크게 , 경우 따라 생명을 위협 

하는 수준까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상세포에는 손상을 주지 않고 암세포에만 존재하는 물질이 

나 중요한 분자수준의 경로1110/eculnrpathway만을 표적으로 하여 효과를 나타 

내는 새로운 항암치료의 발전 방향이 모색되게 되었다. 표적 치료제의 치 

료 대상이 되었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을 보이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Chronic myelogenous leukemia과 같이 분자 수준의 변화와 세포의 악성화의 관계 

가 명백한 경우 , tyrosine kinase inhibitor인 imatinib 과 같은 표적 치료 

제의 투여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임상적인 반웅을 나타났다- ) _ 여기서 주 

목할 점은 높은 치료 반웅과 함께 치료 지수도 매우 높아져서 대부분의 치 

료 효과를 최대 허용치 용량 아래서 얻을 수 있었다. 표적 치료가 이러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종양의 성장에 요구되는 특이한 기전이 

나 물질에 대한 방해를 통해서 암세포의 분열을 막기 때문이다.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뿐만 아니라 고형암에서도 위장관 간질 종양 

(GIST) 에 대한 imatinib의 적용이나-1Hl , HER2 양성을 보이는 유방암에서 

의 trastuzumab의 사용이 효과적인 표적 치료제 개발의 시발점이 되었다 

r :W. -1':i l_ 이후 각 종양에 따른 생물학적 특징들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 

에 따라 각 고형암에 대한 표적 치료제는 개발과 임상적용이 이루어져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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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현재 고형암(유방암 폐암, 대장직장암등)의 치료에서 표적이 되는주 

된 분자 경로는 암세포의 신호 전달 경로 signaltransductionpathway , 혈관 신생 

ang10geneszs, 세포 간질 형성matrix, 세포주기 조절인자cellcycleregztlator, 세포 사 

멸apoptosis 등이며 각 과정에 맞게 치료제가 작용하도록 고안되고 있다3➔ ) _ 

이러한 경로들은 각 경로 별로 몇 단계 수준에서 억제될 수 있다: 이는 세 

포의 특이한 수용체에 결합하는 리간드ligand에 붙어 이를 중화시키는 경 

우, 수용체-리간드의 결합 부위를 차지하여 리간드의 결합을 미리 방해하 

는 경우, 암 세포내의 신호를 전달하는 수용체를 방해하는 경우, 마지막으 

로 암세포 내에서의 신호전달을 방해하는 경우 둥이 있다1 3) . 

악성 종양의 분자 수준에 대한 이해는 표적치료제의 개발 뿐만 아니라 

치료 효과를 예측하고 치료에 따른 예후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 예후 인자 혹은 예측인자로서의 다양한 분자 표지자들이 발견되고 있 

댜 여기서 예후 인자라는 것은 특정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생존률과 관련 

하여 이를 예측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인자들을 말하며, 예측 인자라 함은 예 

후와는 별개로 치료에 대한 반응성을 예상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인자로 이 

해된다 예를 들면 유방암에서 Ki-67과 내분비 수용체 양성 여부가 환자 

들의 생존률과 관계가 있다는 임상연구 결과는 예후 인자의 좋은 예이다. 

또한, ERCCl(Asnl18Asn)의 유전자형을 갖는 폐암환자들이 항암치료에 

대한 반웅이 좋다는 결과는 예측 인자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16) _ 유방암 

에서 HER2의 경우 예후 인자와 예측 인자로 모두 인정받고 있다. HER2는 

유방암 환자의 15-30%에서 발현되는데 이는 짧은 생존 기간과 관련이 있 

으며 표적치료제인 tratuzumab 에 대한 반응성과도 관련이 있다2 丑 •-) _ 

현재 크게 두 가지 형태의 표적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는데 하나는 타이 

로신 활성 효소 억제제tyrosine kinase inhibitor로 대표되는 소분자량 억제제m10ll 

1110/ecule inhibitor이고 , 다른 하나는 단일클론 항체111onoclonal antibody이다. 소분 

자량 억제제S111allmolecularinhibitor는 암세포의 성장을 일으키는 세포 내의 신 

호전달물질의 기능을 방해하는 치료제로서 타이로신 활성효소와 관련된 

신호전달체계를 방해하는 물질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반면 , 단일 클론 항 

체는 단일 형태의 면역세포에서 생성되는 항체로서 주로 암세포 표면에서 

과발현되거나 변형되어 발현되는 물질에 직접적으로 결합하여 암의 성장 

을 억제하는 기전으로의 표적치료제로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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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이로신 활성 효소 억제제 tyrosine kinase inhibitor, TKI 

타이로신 활성효소Tyrosine kinase, TK는 폴리펩타이드polypeptide에서 인산기 

phosphate를 ATP로 타이로신 잔기 tyrosine residue 전달을 매개하는 효소이다. 

인간 유전체humangenome는 약 90가지의 타이로신 활성효소와 43개의 타이 

로신 활성효소 유사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로부터 생성된 단백 

질들은 주로 세포의 증식proliferation, 생존survival, 분화differentiation 기 능에 관 

여한다28) _ 타이로신 활성효소 수용체는 리간드가 결합하는 세포 외 영역 

과 촉매 역할을 하는 세포 내 활성효소 구역을 갖는 막횡단 단백질 

transmembranep1"Dtein 이댜 반면 비수용체 타이로신 활성효소는 막횡단 구역 

이 부족하며 , 세포질 , 핵 그리고 세포막 안쪽 면에서 발견된다. 

타이로신 활성효소는 암치료의 훌륭한 표적으로 고려되어 왔으며, 신호 

전달과정의 다양한 경로에 의해서 차단될 수 있다. 항 타이로신 활성효소 

억제제의 개발은 주로 활성효소의 촉매 기능을 방해하는 소분자 물질을 

발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 이러한 소분자 물질은 ATP 혹은 특 

이 물질의 수용체에 대한 결합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그 기능을 한다. 즉 , 

타이로신 활성효소 수용체 혹은 그들의 리간드ligand에 대한 항체는 리간드 

를 중성화시키고 리간드 결합을 막으며 수용체를 내재화internalization시키 

고 항체 유도 세포독성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타이로신 활성효소 신호전달 

을 막을 수 있다. 또한, 항 타이로신 활성효소 억제제는 타이로신 활성효 

소의 이합체화dimerization를 방해하여 합체된 타이로신 활성효소의 활성화 

를 막는 형 식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28) _ 

2 . 단일 클론 항체 monoclonal antibody 

악성 종양을 치료하기 위한 단일 클론 항체는 악성 종양 세포의 특이적 

인 항원에 대한 항체의 개발을 통해 환자들의 이상반웅을 줄여 보고자 하 

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들은 항원항체 반웅을 통해 세포 표면의 수용 

체와 특이적으로 반응하여 이들을 중화neutralization하거나 혈액 내 특이 항 

원과 결합함으로써 그 역할을 한다. 이 러한 단일 클론 항체는 항원항체 반 

웅 이외에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 

우가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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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 세포 표면의 항원을 표적으로 했을 때, 단일 클론 항체가 이 항원 

에 결합하면서 종양 세포가 파괴되는데, 크게 직접적인 방식과 간접적인 

방식으로 나뉜다. 직접적인 방식은 세포 독성을 갖는 항체 혹은 종양세포 

의 항암 감수성을 높이는 물질과 결합한 항체를 투여하여 항체 결합 시 세 

포 사멸을 유도하는 방식이며 , 간접적인 방식은 항체 결합으로 인하여 면 

역 반응을 유도하거나 종양세포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기전을 억 

제하는 방식이다. 혈액 내 수용 항원을 표적으로 하는 경우, 항체가 종양 

성장에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항원을 제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결합 항체의 경우 방사선 면역 물질을 결합하여 종양 세포에 항암효과 

를 나타낼 수 있으며31. -t2) , 현재 Y-90 과 I-131 등의 결합항체들에 대한 

임상연구가 진행 중이다. 세포 독성 물질과 결합시킨 항체는 면역 독소 

immunotoxin라고도 불리며, 여기에 사용되는 세포 독성 물질 은 

Pseudomonas exotoxin 아 나 Staphylococcus enterotoxin 등 다양한 미 

생 물로부터 추출한 독소를 비 롯하여 vinblastine , methotrexate , 

doxorubicin 등의 기존 항암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독성 물질과 항 

체와의 결합을 위해 여러 유전적 , 화학적 기술이 동원되기도 한다12) . 

간접적인 작용 기전 중의 하나인 면역 체계 활성화 기전은 항원 항체 결 

합에 따른 항체 의존 세포 독성antibody-dependentcellcytotoxicity, ADCC 혹은 보체 

의 존 독성co111ple111ent-dependent cytotoxicity; CDC에 의 하여 항암 효과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단일 클론 항체들은 기본적인 표적에 

대한 항암 작용과 함께 대부분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효과를 동시에 가지 

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항체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결정화 분절 

e1ystallizablef,-apnent; Fe에 의 해서 유도된다33) _ 

3. 항암 표적 치료제의 실제 

I. BCR-ABL TK inhibition 

Imatinib은 BCR-ABL 단백질 활성효소에 ATP의 결합을 경쟁적으로 방 

해하는 기능을 갖는 대표적인 선택적 타이로신 활성효소 억제제이다. 특 

히 , BCR-ABL 신호 전달 과정에서 단백질의 타이로신 인산화를 방해하므 

로 만성 골수성 백혈병 (CML)처럼 BCR-ABL에 양성을 나타내는 세포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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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나타낸다1 1. 16. 17) _ 초기에 여러 임상시험에서 imatinib은 CML과 

위장관 간질 종양gnstrointestinn/stromn/tumor, GIST에 대하여 매우 효과적인 반 

웅을 보여 왔다6 . 7. 2• • • Bl _ BCR-ABL 단백질은 CML에 매우 특이적인 단 

백질이며, 이 단백질의 타이로신 활성효소의 활성화는 백혈병으로 유도되 

는데 매우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imatinib의 이상적인 표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S) . Interferon에 저항을 보이는 만성기의 CML 환자에서 90% 이상의 

반응을 나타낸다. 급성의 CML환자의 경우엔 만성기에 비하여 그 반웅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interferon의 치료에 대한 반응률보다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Imatinib은 KIT exon 11 mutation을 갖는 GIST 치 료에 서 효과를 나타 

내고 있으며, Imatinib이 GIST의 치료에 사용된 이후 GIST 환자들의 생존 

률이 매우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KIT pathway와 관련된 세포주 실 

험 에서 imatinib이 GIST 세포에서 타이 로신 활성효소 수용체 KIT의 활성 

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2➔) _ 즉 , GIST 세포가 imatinib에 

노출 시 KIT의 타이로신 활성효소가 억제되고 세포의 분화를 정지시켜 세 

포사멸을 유도하게 된다. 진행이 되어 절제가 불가능하거나 전이가 된 

GIST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절반 이상의 환자에서 반옹을 나 

타났다5) _ 현재 KIT 신호 전달 체계의 억제가 진행된 GIST에서 분명한 치 

료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보조 치료제로서의 역할도 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35) _ 

II. EGFR targeting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EGFR)을 표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표적 항암제에는 소분자 타이로신 활성효소 억제제와 단일클론 항체의 성 

질을 갖는 표적 항암제 모두 있다. 

대표적인 EGFR 타이로신 활성효소 억제제는 gefitinib과 erlotinib이다. 

이 두 약제는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기존 항암제와 병합요법으로 사용할 

경우의 임상적인 효과가 처음으로 증명된 바 있다l --1. 1 9. 20) _ 1 차약제에 반 

옹을 보이지 않는 진행성 비소세포성 폐암환자에서 gefitinib과 placebo 

의 투여 결과를 비교하는 3상 임상시험에서 전체적인 생존률의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지만 특히 , EGFR gene의 변형이 있거나 EGFR의 단백질 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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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을 보아는 환자에서의 반옹률이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37.5% 

vs 2/ 6%) gefitinib이 반응률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로 고려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21) _ 

Cetuximab은 키메라 IgGl 단일클론 항체이며, 높은 특이도를 가지며 

EGFR에 결합하고, EGF or TGF- a보다 오히 려 높은 친화력을 가지 며 이 

수용체와 결합하기 때문에 이 러한 리간드에 의해서 유도되는 EGFR의 인 

산화를 저 해 할 수 있다. 또한 cetuximab은 irinotecan과 radiotherapy의 

항암 효과를 증진시킬 수도 있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으며, irinotecan 

에 반응하지 않는 대장암 환자들에서 임상적 역할을 보고한 임상 연구 결 

과가 있었다10) _ 이러한 결과는 cetuximab이 irinotecan에 대한 저항성을 

획득한 암세포에 대하여 세포사멸을 유도하고 DNA 치유력을 부전시키는 

방법으로 이러한 효과를 얻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Panitumumab은 과거 ABX-EGF라고 불리우던 물질로서 EGFR에 대한 

인간 IgG2 , 단일클론 항체이며 , 인간 EGFR를 발현하는 종양의 동물 모델 

에서 치료 효과를 나타냈다. 이를 바탕으로 EGFR를 발현하는 전이성 대 

장 , 직장암 환자에 대하여 best supportive care와 비교하는 임상시험에서 

panitumumab군에서 전체적안 생존률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좀 더 나은 

무질병 진행 기간을 얻을 수 있었다27) _ 

Ill. HER2 targeting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HER2)는 인간 표시 성장 

인자 수용체2와 c-erbB-2로 불리며, HER/EGFR signaling pathway의 또 

다른 구성요소이다. 이 유전자는 유방암의 15-30%에서 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림프절 전이가 있는 유방암에서 HERZ 단백질이 과 

발현되거나 유전자가 과증폭되는 경우 낮은 생존률과 관련이 있다. 

Trastuzumab은 인간 단일클론 항체로 HERZ의 세포 외 구역에 높은 친 

화도와 특이도를 가지며 결합한다. HERZ를 과발현하거나 유전자 증폭을 

나타내는 전이성 유방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1차 약제로 사 

용된 tratuzumab은 임상적 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기존 항암화학요법 

에 tratuzumab을 추가로 사용한 경우에도 유방암의 진행을 늦추고 반웅 

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러한 trastuzumab의 임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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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은 수술 후 보조적 항암요법에서의 이 약제의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이 되었으며, 실제 HERA trial을 통하여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에서 

근치적 절제 후 trastuzumab의 사용이 재발을 낮춘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38) _ 

Lapatinib은 ErbBl과 ErbB2 타이로신 활성 효소 모두를 가역적으로 막 

을 수 있는 경구 저분자량의 물질이며, 동물실험을 통하여 ErbBl 이 발현 

되고 ErbB2가 과발현되는 종양세포에서 MAPK와 PI3K 신호전달체계의 

방해를 통하여 항암효과를 나타낸다-tO. -t9) . 임상시험을 통해서도 ErbB2 

단백질 과발현 혹은 유전자 증폭이 확인된 유방암 환자에서 특별한 부작 

용 없이 역할을 확인하였다기 

IV. VEGF targeting 

Bevacizumab(Avastin; Genetech, Inc. , South San Francisco, CA)은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VEGF) 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IgGl 

항체이다. 이 VEGF는 혈관 내피 세포의 VEGFR-1 그리고 VEGFR-2에 모 

두 결합하여 혈관 증식울 촉진해서 종양의 계속된 증식을 가능하게 하거 

나 종양의 원격전이를 위한 경로를 제공한다30) . Bevacizumab은 VEGF와 

결합함으로써 VEGF와 그 수용체와의 결합을 방해하며, 이로써 혈관 신생 

을 저해한다, Bevacizumab은 전이성 대장 직장암, 유방암 그리고 폐암에 

서 효과가 입증되어 있으며, 항암화학요법과 병행 투여를 받은 환자들에 

서 생존률의 증가를 보여 준다15. 23, 32. 41) _ 

Rituximab은 대부분의 B세포에서 발현되는 항원인 CD20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키메라 IgGl 항체이다. CD20를 발현하는 세포에 Rituximab이 

결합하면서 세포는 세포 주기 조절과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세포는 세포 

사멸에 이르게 된다. 임상적으로 Rituximab은 림프종의 치료에 효과적이 

며 특히 , B-세포 림프종에서 기존 항암화학요법 제제에 추가적으로 사용 

하였을 때 생존률의 향상을 보여 주고 있다25) . 또한 초회 치료 후 재발성 

림프종에서도 효과를 보일 수 있다18)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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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Other targets 

1. mTOR 억제제 

Mammalian target of rapamycin(mTOR)은 Akt에 의해서 활성화되고 

단백질 합성을 조절하는 세린/트레오닌 활성효소serinelthreo11i11e kinase이다. 

이러한 기전은 이식환자들에게 사용되던 rapamycin이 mTOR의 작용에 

대한 방해를 통해서 세포 성장을 막는 것을 확인하면서 발견되었다. 

mTOR는 암세포에서 hypoxia-inducible factor l(HIF-1)의 윗쪽 신호전 

달체계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으며 , mTOR의 억제를 통해서 hypoxic 

stress에 대한 세포반응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항암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22) . 이러한 신호 전달체계를 억제하는 약제로는 LY294002와 같은 

phosphatidylinositol-3-0H 활성효소 억제제와 temsirolimus(CCl-779) 

혹은 everolimus(RAD-001)과 같은 mTOR를 직접 표적으로 하는 

rapamycm 유사체 둥이 있댜 

Temisirolimus의 경우, 전 임상실험을 통해서 HER2/neu가 과발현되거 

나 phosphatase and tensin homolog(PTEN) gene의 결여가 있는 유방암 

세포 주에서 세포 분열을 저해하는 효과가 관찰 되었다50) . 임상적으로는 

진행된 신장암에서 치료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4기 신장암환자를 대상으 

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interferon 투여에 비해 temisirolimus를 투여 받 

은 환자들에서 생존기간의 향상을 보였다. 

Everolimus 역시 mTOR 신호전달 체계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며 , 유방 

암 세포 주에서 letrozole와 동반 투여 시 암세포 분열을 막고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이 현재 전이성 유방암과 신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everolimus의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2. Farnesyl transferase 억제제 

Raf/MEK/ERK 세포신호 전달 과정은 첫번째 MAP 활성효소 전달체계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은 세포의 분열과 세포주기 정지 그리고 세포분화와 

세포사멸 과정에서의 다양한 역할로 인하여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세포신 

호 전달 과정 중의 하나이다. 그 전달 과정을 살펴보면 세포막에 위치한 

RAS 단백질의 활성화는 세포 내부에 위치하여 신호전달 체계를 이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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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RAF, MEK, and ERK 단백질의 인산화와 활성화에 이르게 되고36) , 

결과적으로 세포의 전사tr1111scription, 대사 그리고 세포골격의 변화에 일정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다29) _ 이 전달체계는 종양 세포의 분열과 혈관 신 

생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은 하며 RAS 단백질에 farnesyl group이 공유 

결합을 하므로써 활성화가 이루어 지는데, farnesy transferase 

inhibitor(FTI)가 이 결합을 방해함으로써 항암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다 

양한 전임상실험을 통하여 FTI의 인간 암세포주에서의 증식 억제효과는 

확인된 바 있다9. -t3) _ 

Tipifarinib (Rll5777) 이 현재 가장 활발이 연구되고 있는 FTI이 며 암세 

포주에서의 효과를 바탕으로 하여 유방암과 폐암에서의 임상시험에 적용 

되어 왔다1, 26) _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의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또한, 일부 혈액암 등에서의 결과는 추가적인 임상연구의 진행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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