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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O 2018 후기: 무대는 준비됐다  

미국임상종양학회 연례총회 ASCO 2018 참석  

지난 6월 1일부터 5일까지 개최된 ASCO2018에 참석했다. “Delivering Discoveries: 

Expanding the reach of precision medicine”라는 주제 하에 공개된 25개 분과(track), 

900여 개의 발표를 통해 글로벌 항암제 개발현황과 최신 트렌드를 엿볼 수 있었다. 주제처

럼 항암연구는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를 향해 발전하고 있었다. 정밀의료의 핵심인 

바이오마커 연구가 확장되고 있다. 질환 예측을 넘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시장에 진입할 무

기가 될 전망이다. 다른 한 축인 정밀 표적항암제의 개발과 탁월한 효과 공개도 이어지고 

있다. 면역관문억제제는 cold tumor쪽으로 무대가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시장구도가 윤곽

을 드러내면서 추격자들은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따라서 병용투여의 중요성 또한 더욱 증

가할 것이다. 신규암항원을 제시하거나 종양미세환경을 조절하는 병용투여 후보들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여러 번 언급됐다. 

국내기업 2H18~1H19 임상결과 주목  

ASCO2018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흐름들 안에 국내 기업들의 파이프라인이 있었다. 무대는 

준비됐다. 긍정적인 임상결과가 공개된다면 ASCO2019서는 다수의 국내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신라젠의 펙사벡, 테라젠이텍스-메드팩토의 벡토서팁, 제넥신-네오이

뮨텍의 하이루킨, 유한양행-오스코텍의 Lazertinib의 임상 진행에 관심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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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O 2018 돌아보기 

지난 6월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미국 임상종양학회 연례총회(이하 

ASCO2018)가 개최됐다. “Delivering Discoveries: Expanding the reach of 

precision medicine”라는 주제 하에 공개된 25개 분과(track), 900여 개의 발표를 통

해 글로벌 항암제 개발현황과 최신 트렌드를 엿볼 수 있었다. 주요 결과들을 돌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된 국내 기업의 파이프라인들을 조망해보았다. 

들어가기 전에: 항암면역과정과 면역항암제, 면역관문억제제의 작동기전  

암이란 비정상적인 세포분열에 의한 질환이다. 비정상적인 세포분열은 누구에게나 발

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의 몸에도 암세포가 존재하나 질환으로 발전하지 않

는다. 이유는 몸의 면역체계가 암세포를 잘 골라내 공격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암환자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착안해 면역력을 강화시켜 항암효

과를 높이고자 하는 접근법들을 면역항암제라 한다. 옵디보, 키트루다 등 현재 항암제 

영역에서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면역관문억제제도 면역항암제의 한 종류다.  

항암면역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암세포가 사멸하면서 그로부터 단백

질, 유전자 등 암의 신호가 될 수 있는 물질들이 발생한다(그림1의 ①). 이를 암항원이

라 부른다(그림1의 빨간 점). ②암항원을 항원제시세포(그림1 ②의 녹색세포)라 부르는 

면역세포들이 획득하면 암세포의 존재를 면역체계가 인지하게 된다. ③이 항원제시세

포들은 T세포가 모여있는 림프절로 이동해 T세포(그림1 ③의 청록색 혹은 파란 원형

의 세포)를 활성화시킨다. ④활성화된 T세포는 혈관 등을 통해 암세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⑥활성화된 T세포들은 항원제시세포로부터 제시받은 암항원을 암세포가 가

지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사멸시킨다. 이 과정이 잘 작동하면 암세포가 존재해도 질환

으로 발전하지는 않게 된다.  

암세포는 살아남기 위해 면역과정을 억제하거나 회피하는 기전을 발전시킨다. PD-L1

과 같은 면역관문이 그 중 하나다. ⑦암세포 표면에 PD-L1이 발현되고 이것이 T세포 

표면의 PD-1과 결합하면 그 암세포는 암항원을 가지고 있어도 T세포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 PD-(L)1과 결합하는 항체 등을 처리해서 PD-L1&PD-1 간 결합을 저해시키

면 면역시스템이 다시 암세포를 공격하게 된다. 이러한 항체들을 면역관문억제제라 부

른다. 2011년, BMS의 여보이가 첫번째 면역관문억제제로 승인받았으나 탁월한 효과로 

주목받은 것은 2014년 승인된 키트루다와 옵디보다. 이들 외에도 티센트릭(로슈), 임

핀지와 트레멜리무맙(아스트라제네카), 바벤시오(화이자-EMD세레노)가 면역관문억제

제로 시판을 승인받았다. 

면역항암제: 저하된 

면역력을 높여 항암효과를 

기대 

항암면역과정 

면역관문억제제의 

작용단계와 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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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항암면역과정 

 

자료: AACR 

 

표 1. 주요 면역관문억제제 시판현황  

 제품명 물질명 개발사 허가시기 

CTLA-4 여보이 ipilimumab BMS/오노 2011 

PD1 옵디보 nivolumab BMS/오노 2014 

 키트루다 pembrolizumab MSD 2014 

PD-L1 티센트릭 atezolizumab 로슈 2016 

 바벤시오 avelumab 화이자/EMD 세레노(독일 머크) 2017 

 임핀지 durvalumab 아스트라제네카/메드이뮨 2017 

자료: 각 사, IBK 투자증권 

 

정밀의료로의 한발: 바이오마커와 정밀표적항암제 

정밀의료는 환자별 맞춤진료를 추구하는 접근법이다. 유전자, 환경, 생활습관 등 개인

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을 지칭한다. 암의 경우에는 동일

한 암이라 하더라도 환자에 따라 치료효과가 달라 이러한 접근법이 더욱 필요했다. 

ASCO2018의 주제가 “Delivering Discoveries: Expanding the reach of precision 

medicine”인 것도 정밀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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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의료를 위해서는 암의 종류 외에 환자들을 구분짓는 기준이 필요한데 바이오마커

가 그 기준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바이오마커는 몸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지표로 

단백질, DNA, RNA, 특정 대사물질 등이 활용된다. 예를 들어 한 항암제를 처방받은 

환자들이 어떤 단백질 A의 농도에 따라 예후가 달라진다면 이 단백질 A가 그 항암제

의 바이오마커가 되는 식이다. 정밀의료는 바이오마커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정밀의료 개념. 우측이 정밀의료 

 

자료: Personalized Medicine against Cancer (2011), LG경제연구원 

 

ASCO2018에서도 주제에 걸맞게 17개 분과에 걸쳐 111건의 바이오마커 관련 발표들이 

이어졌다. 이 중 주목을 받은 바이오마커는 TMB(Tumor mutation burden)다. TMB

는 암 유전체 단위길이 당 발생한 변이의 개수를 의미하는데 면역관문억제제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로 최근 부상하고 있다. 변이가 많을수록 정상세포와 다른 

다른 단백질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신규암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신

규암항원은 추가적인 면역 활성화 과정을 일으키기 때문에 TMB가 높을수록 면역항암

제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림 3. 암종별 변이 빈도 

 
자료: Lee et al., Trends in Immunology 

 

바이오마커 TMB, 

단위길이당 변이 개수. 

면역관문억제제 효과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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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B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은 BMS다. PD-L1 발현률(TPS)을 바이오마커로 삼

아 키트루다의 임상을 진행했던 MSD와 달리 BMS는 면역관문억제제 옵디보의 초기임

상을 바이오마커 없이 진행했다가 MSD의 추격을 허용한 바 있다. 재추격을 위해 

TMB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SCO2018에서는 비소성세포폐암 1차 치료제를 목표로 진행 중인 임상 3상인 

CheckMate-227 Part 1B의 결과가 공개됐다. CheckMate-227 Part 1B는 총 550명

의 환자를 대상으로 화학요법과 옵디보+화학요법, 옵디보+여보이의 효과를 비교하며 

PD-L1발현률과 TMB에 따른 효과를 추가로 분석했다. 그 결과 기존이 큰 효과를 보

기 어려웠던 PD-L1 발현률이 1% 이하인 경우에서도 TMB가 10 개 변이/Mb 이상일 

경우에는 옵디보와 화학요법 병용이나 옵디보&여보이 병용에서 기존 화학요법 단독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이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1년 무진행생존률: 화학요법 단독 8%, 

옵디보와 화학요법 병용: 27%, 옵디보&여보이 병용 45%). 기존 화학항암제가 처방됐

던 PD-L1 발현률 1% 이하인 시장을 BMS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사가 발표

한 다른 연구결과를 보면 TMB가 10 개 변이/Mb 이상인 환자는 전체의 56%를 차지

하고 있다(분석대상 환자수 1,004명). 

그림 4. 옵디보 CheckMate-227 Part1B, TMB에 따른 무진행생존기간(PFS)차이 

 
자료: BMS 

 

바이오마커는 진단을 넘어서 처방의 영역에까지 깊숙히 들어오고 있다. BMS의 사례에

서처럼 시장을 분할하여 기존 시장을 진입하는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잘 정의

된 환자군에서는 당연히 더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경쟁자가 있건 없건 시장을 쪼

개고 들어갈 수 있는 이유다. 시장을 장악했다고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바이오마커 

연구와 짝이 되는 후보물질 개발은 계속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 바이오마커의 중요성 

및 연구 확대 지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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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향후 선택성이 높은 정밀 표적항암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

간 바이오마커 연구는 진단에 보다 치중되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구분된 환자군을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따라서 바이오마커로 정의

된 환자군을 표적으로 하는 치료수단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가할 것이며 정밀표적항암

제는 이들 환자군에만 효과를 발휘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선택성이 높으므로 

표적환자군에 대해 효과는 높으면서 다른 표적들을 건드리지 않아 부작용은 낮을 것으

로 기대된다.  

그 움직임의 선두에 록소 온콜로지(Loxo oncology)가 있다. 대표 파이프라인은 라로

트렉티닙으로 TRK퓨전이라는 변이를 표적하는 항암제 후보물질이다. 2상에서 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76%라는 반응률(완전관해 12%, 부분관해 64%)을 보여 신속심사 대

상으로 지정, 현재 신약허가 검토 중이다.  

ASCO2018에서는 후속 파이프라인인 LOXO-292의 임상1상 결과를 발표했다. 

LOXO-292는 RET 변이만을 표적으로 하는 정밀 표적항암제로 82명의 환자를 대상

으로 임상이 진행 중이다. 3등급 이상의 처방과 관련된 이상반응은 2 건에 불과했다. 

이중 RET퓨전 양성인 암환자 49명을 대상으로 하는 그룹에서 39명의 결과가 공개됐

다. 이들 중 상당수가 다른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7%의 전체반응률

(OR, overall response)를 보였다. 전체를 통틀어 가장 인상적인 결과였다.  

그림 5. LOXO-292 이상반응 결과 

 

자료: 록소 온콜로지 

 

전망: 선택성이 높은 정밀 

표적항암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 

대표기업: 록소 온콜로지 

록소, RET 변이 타겟하는 

LOXO-292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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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LOXO-292 효능 결과 

 

자료: 록소 온콜로지 

 

오스코텍의 자회사인 제노스코가 같은 접근법으로 신약을 개발 중이다. 제노스코는 

LG화학의 당뇨병치료제 제미글로 개발에 몸담았던 고종성 박사가 2008년 미국 샌프

란시스코에 설립한 회사로 자체 연구는 최소화하고 대부분을 외주를 통해 개발하는, 

세미 버추얼랩을 사업모델로 하고 있다. ASCO2018에서는 오스코텍과 유한양행이 폐

암치료제로 공동개발중인 YH25448, Lazertinib의 임상 2상 결과가 공개됐다. 

임상에 참여한 전체 환자 110명 기준 객관적반응률 (ORR, Objective resopnse rate, 

종양의 크기가 30%이상 감소한 환자의 비율)은 61%를 기록했다. T790M변이 환자 92

명 대상의 객관적반응률은 66%를 기록했다. 안정병변(SD, stable disease, 종양 크기

가 일정이상 변하지 않은 경우) 환자를 포함한 질병통제율(DCR, disease control 

rate)로 전체환자에서는 89%, T790M변이 환자에서는 93%를 기록했다. 데이터 컷오

프 시점까지 무진행생존률(PFS, progression free rate)과 반응기간(DoR, Duration 

of Response)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가장 긴 반응기간은 9.7개월이었다. 참여환자 중 

11명이 뇌전이를 보였는데 이들의 객관적반응률은 55%를 기록했다. 

유사 국내기업:  

오스코텍-제노스코 

YH25448(Lazertinib) 임상 

2상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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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Lazertinib 종양감소 효과, T790M변이 환자 92명 대상 

 

자료: 유한양행 

 

그림 8. YH25448 이상반응 결과 

 
자료: 유한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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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관문억제제: 키트루다의 독주, BMS의 추격, 그리고 남은 경쟁자들 

면역관문억제제는 올해도 중요한 이슈였다. MSD의 키트루다가 폐암에서 돋보이는 성

과를 도출하면서 면역관문억제제 주도권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화학요법과의 병용투여

에서 화학요법 단독 대비 우수한 결과를 얻으며 EGFR 혹은 ALK 음성인 비소세포폐

암의 1차치료제로 승인받았다. 회사측은 그간 발표된 임상결과를 기반으로 전체 비소

세포폐암 환자의 80%에 대해 처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행중인 다른 임

상을 통해 소세포폐암과 비소세포폐암의 이른 병기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영역을 넓혀

갈 계획이다. 

그림 9. 키트루다 처방이 가능한 영역  그림 10. 향후 계획 

 

 

 
자료: MSD  자료: MSD 

 

그림 11. Keynote407, 편평세포 비소세포폐암 대상 화학요법 단독 VS 화학요법+키트루다 

 
자료: MSD 

 

MSD, 폐암시장 주도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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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Keynote189, 비편평세포 비소세포폐암 대상 화학요법 단독 VS 화학요법+키트루다 

 
자료: MSD 

 

그림 13. Keynote042, 비소성세포폐암 대상 화학요법 vs 키트루다 

 
자료: M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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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Keynote021, cohort G, 비편평세포 비소세포폐암, 장기생존률 유지 관찰 

 
자료: MSD 

 

BMS는 앞서 언급한대로 새로운 바이오마커인 TMB를 통해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

다. PD-L1 발현이 낮은 영역에서 TMB 수치가 높은 환자군을 분리하고 여기서 긍정

적인 임상 결과를 도출해 시장을 침투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넥타의 NKTR-214를 

비롯하여 항암면역과정 전반에 걸쳐 후보물질을 발굴해 폭넓은 병용투여를 준비하고 

있다.  

그림 15. BMS의 차세대 면역항암제 파이프라인들  

 
자료: BMS 

BMS, TMB+병용투여 

포트폴리오로 재추격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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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 역시 티센트릭과 아바스틴의 병용투여 임상에서 긍정적인 임상결과를 얻었으나 

비용 면에서 키트루다를 이기기 어려워 보인다. 반면 바이오마커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진단사업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행보는 주목할 만하다.  

그림 16. 폐암 치료지형과 티센트릭 (예상)적용구간 

 
자료: 로슈 

 

그림 17. 로슈의 진단사업 확대 전략 

 
자료: 로슈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EMD세레노는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는 전체 환자의 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경쟁은 치열한 4기 비소세포폐암 대

신 25%로 비중을 차지하는 3기 비소세포폐암을 대상으로 발빠르게 임상을 진행 중이

다. 아울러 린파자를 필두로 유전자손상 복구를 억제하는 기전을 타겟으로 파이프라인 

포트폴리오를 구축, 차별화된 개발전략을 펼치고 있다.  

  

로슈, 바이오마커 연구 

확장에 따라 진단사업 전망 

밝음  

아스트라제네카, 

유전자손상 복구억제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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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병기별 비소세포폐암 환자 비율  그림 19. 임핀지 개발 전략 

 

 

 
자료: 아스트라제네카  자료: 아스트라제네카 

 

그림 20. 아스트라제네카의 DNA Damage Response 포트폴리오 

 
자료: 아스트라제네카 

 

애초에 머켈세포암이라는 희귀 피부암을 적응증으로 허가를 받았던 화이자-EMD세레

노(독일 머크)의 바벤시오는 장기효과 데이터를 발표했다. 88명의 머켈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JAVELIN Merkel200 임상 2상에서 2년 무진행생존률 26%, 2년 전

체생존률 36%를 기록했다. 기존 연구들을 보면 화학요법의 기존 생존기간은 12개월을 

넘지 못했다. 기 확보한 적응증에서의 입지를 굳히고 타 적응증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

가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화이자-EMD세레노, 

머켈세포암 주도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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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바벤시오 2년 무진행 생존률 

 
자료: EMD세레노 

 

그림 22. 바벤시오 2년 전체 생존률 

 
자료: EMD세레노 

 

키트루다와 옵디보가 출시된 지 4년째다. 면역항암제 시장의 구도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폐암과 흑색종 등 시장규모가 크고 반응률이 좋은 적응증에

서 그렇지 않은 적응증들로 경쟁영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바이오마커 

활용과 병용투여가 중요해질 것이다. 특히나 언더독(underdog)들이 추격을 위해 병용

투여를 비롯한 다양한 전략들을 고민할 것으로 전망한다. BMS가 TMB로 TPS가 낮은 

비소세포폐암 시장에 안착한다면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시장 분할 전략은 확대될 가능

성이 높다. 시장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임상개발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망: 언더독들의 병용투여 

관심 증가,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시장분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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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관문억제제 병용투여: 신규암항원 발생 & 종양미세환경 조절 주목 

면역관문억제제는 암의 종류마다 반응률이 다르다. 상대적으로 반응률이 높은 암을 

hot tumor로, 낮은 암을 cold tumor로 지칭한다. 반응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항암제와의 병용투여 임상이 진행됐고 ASCO2018에서도 그 결과가 다수 공개됐다. 기

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들도 있었으나 신규암항원을 발생시켜줄 수 있는 조건들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들이 도출됐다.  

66명의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옵디보와 네 가지 화학/방사능 항암요

법과의 병용투여 임상인 TONIC의 결과를 주목할 만 하다. 화학/방사능 항암요법이 신

규암항원을 발생시키면 면역이 보다 활성화돼서 면역관문억제제의 반응성이 높아질 것

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이 요법들을 먼저 2주간 실시하고 이후 8주 동안 옵디보를 투약

하고 1년간 관찰하는 설계로 진행됐다. 그 결과 대조군은 17%의 전체반응률을 기록한 

반면 독소루비신과 시스플라틴을 투약바은 환자군에서 전체반응률이 각각 23%, 35%

를 기록했다. 반응을 보인 환자들(CR+PR)의 1년 전체생존률은 85%로 병이 진행된 환

자들의 21% 대비 현저한 효과를 보였다.  

그림 23. 실험설계  그림 24. 그룹별 반응률 

 

 

 

자료: ASCO2018  자료: ASCO2018 

 

그림 25. 그룹별 투약지속기간  그림 26. 반응별 1년 전체생존률 

 

 

 

자료: ASCO2018  자료: ASCO2018 
 

신규암항원이 반응률을 

올린다 

화학요법이 옵디보 

반응률을 높인다, TONIC 

임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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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바이러스는 암세포만을 공격해 항암효과를 나타내는 바이러스 의약품이다. 암세포

가 사멸하면서 이를 구성하던 물질들이 외부로 노출되는데 이것들이 신규암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면역관문억제제의 좋은 병용투여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다. 

ASCO2018에서는 흑색종을 적응증으로 시판중인 유일한 항암바이러스인 암젠의 임리

직(T-vec)+키트루다의 병용투여 결과와 임리직 외 가장 빠른 개발단계를 보이는 신라

젠의 펙사벡이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희귀암인 육종(전이성 혹은 진행성 단계)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 2상에서 

7명의 환자가 부분관해를 보여 반응률은 35%를 기록했다. 부분관해를 보인 5명을 포

함 7명의 환자가 투약을 지속 중이다.   

그림 27. 임리직+키트루다 병용투여 임상 결과 

 
자료: ASCO2018 

 

신라젠은 연구자 임상을 통해 펙사벡의 정맥투여를 통한 면역활성화 효과를 공개했다. 

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일종의 수술 전 보조요법(neoadjuvant therapy)의 일환으로 

펙사벡을 투여하고 약 2주 후 종양제거 수술을 시행했는데 인터페론과 인터루킨 등 면

역활성화를 확인할 수 있는 면역물질들이 투약 이틀째에 크게 증가하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한 명의 환자조직에서 부분괴사(partial necrosis)가, 다른 한 명의 환자조직에서 

완전괴사(complete necrosis)가 관찰됐다.  

그림 28. 펙사벡 종양세포 괴사결과 

 
자료: Transgene 

항암바이러스, 신규암항원 

유발 

임리직+키트루다 육종임상 

2상 결과 

신라젠, 정맥투여로 면역력 

증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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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미세환경이란 면역이 억제되는 종양 주위의 독특한 환경을 지칭한다. 암세포는 면

역기작을 회피하기 위해 세포 내외부의 면역을 억제한다. 따라서 암세포들이 뭉쳐있는 

종양근처에서는 면역이 강하게 억제하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 면역관문억제제는 T세포

가 암세포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종양미세환경의 면역억제가 강할수록 

그 효과가 낮아진다. 이 면역 억제를 약화시켜 면역관문억제제의 효과를 높이는 병용

투여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다.  

그림 29. 종양미세환경 

 
자료: Journal of cell science (2012) 

 

TGF-β는 종양미세환경에서 면역 억제를 유발하고 다양한 암에서 항암제의 효과를 

낮춘다는 기존 연구결과들이 있었다. 그래서 ASCO2018의 여러 발표에서 TGF-β가 

좋은 표적으로 언급됐지만 관련 연구발표는 많지 않았다. 개발 난도가 높아 경쟁이 많

지 않은 상황이 반영된 듯 하다. 유력개발업체인 일라이 릴리에서는 별다른 발표가 없

었고 단독투약으로는 테라젠이텍스 자회사인 메드팩토의 벡토서팁(Vactosertib)의 임

상 1상 중간결과가 발표됐다.  

34명의 고형암 환자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1상에서 340mg까지 증량 투약해도 용량

제한독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3등급 이상의 심각한 이상반응 역시 4명에게서만 발견됐

다. ASCO 초록 발표당일 30% 주가하락을 유발했던 폐부종은 연골육종

(chondrosarcoma)라는 희귀암 환자에서 발생했다. 연골육종은 연골조직에서 발생한 

암으로 팔,다리 쪽 보다는 몸 쪽 뼈조직에서 주로 발생한다. 실제로 투약받은 환자는 

상복부의 폐 아래쪽 근처에 종양이 있었던 환자로 1주일의 처치(supportive care)이후 

종양미세환경: 면역이 

억제돼 면역항암제 효과 

감쇄 

TGF-β신호체계, 

종양미세환경의 

면역억제에 기여, 좋은 

병용투여 표적 

벡토서팁 임상 1상 

중간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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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됐다. TGF-β신호체계는 폐부종의 병리학적 기전을 매개하기 때문에 저해하면 

폐부종은 오히려 줄어들 개연성이 있고 종양이 폐 부근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약의 

영향에 따른 이상반응으로 보기 어렵다. 폐부종이 고용량군에서 재현되지 않았다는 점

도 이런 판단을 뒷받침한다. 

그림 30. 벡토서팁 이상반응 결과 

 
자료: 메드팩토 

 

현재는 단회투여 결과를 바탕으로 1일 2회 투약 설계로 전환해 1상의 마지막 부분이 

진행 중이다. 200mg을 1일 2회 투약하는 설계이며 6명의 환자 모집을 목표로 현재

까지 5명이 모집된 상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상은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

일2회 투약군(Cohort 8, BID)에서도 아직까지 3등급 이상의 심각한 이상반응이 나타

나지 않았다. 단회투약군에서의 종양감소 효과도 발표됐다. 200mg군과 140mg 군 6

명에서 안정병변(SD, Stable Disease)이 관찰됐으며 안정병변이 관찰됐다는 점도 주

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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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벡토서팁 종양감소효과 결과 

 

자료: 메드팩토 

 

1일 2회 투약군까지의 임상이 마무리되면 다양한 암종을 대상으로 하는 1/2상을 연내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TGF-β신호체계의 바이오마커인 F-TBRS의 분석과 면역관문

억제제 병용투여가 동반되는 설계다.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은 2017년 12월 로슈를 통

해 발표된 TGF-β저해제+면역관문억제제 병용투여 동물실험 결과다(Nature 

(554)22:544~548, 2018).  

 

300명의 요로상피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IMvigor210 임상에서 티센트릭의 

반응성이 낮은 환자들에서 TGF-β의 바이오마커인 F-TBRS 발현이 높다는 것에 착

안, 종양모델 동물에서 PD-L1 항체와 TGF-β저해제 병용투여를 진행했으며 PD-L1

단독투여서 10%인 완전관해율이 70%로 증가하는 것이 확인됐다.  

로슈,  

TGF-β저해제+면역관문 

억제제 병용투여 동물실험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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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요로상피세포암 대상 티센트릭 IMvior210 임상 환자 유전자 분석 결과  

 
자료: Nature (2018) 

 

그림 33. PD-L1항체&TGF-β저해제 병용투여 동물실험 결과 

 
자료: Nature (2018) 

 

EMD세레노는 TGF-β와 PD-L1을 동시에 표적으로 하는 이중항체 M7824의 결과를 

발표했다. TGF-β와 PD-L1 병용투여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사례다. 30명

의 HPV유발 자중경부암, 항문암, 두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 1상에서 전

체반응률은 35.3%를 기록했다.  

그림 34. TGF-β와 PD-L1 이중 표적항체 M7824 

 
자료: EMD 세레노 
 

M7824, TGF-β와  

PD-L1을 동시에 억제하는 

이중항체 임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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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M7824 효과 

 
자료: EMD 세레노 

 

ASCO2018을 통해 면역관문억제제 병용투여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잡혀가는 느낌을 

받았다. 신규암항원을 제시하거나 종양미세환경을 조절하는 파이프라인들은 향후 병용

투여 대상으로의 주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기업들 중 이 영역에 속하는 회

사들이 많다. 임상 결과에 따라 ASCO2019에서는 국내기업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전망: 신규암항원 제시 & 

종양미세환경 조절 

파이프라인 병용투여 

관심도 높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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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전망: 무대는 준비됐다 

국내기업들의 2018년 하반기~2019년 상반기 임상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면역항암제 영역에서 신규암항원을 발생시키거나 종양미세환경을 조절하는 파

이프라인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이다. 면역관문억제제의 전장이 cold 

tumor쪽으로 옮겨갈수록 이러한 기전을 가진 파이프라인들과의 병용투여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질 것이다. 국내 기업들이 등장할 무대가 준비됐다고 보는 이유다. 

신라젠, 항암바이러스 펙사벡(Pexa-Vec)의 임상결과 주목 

펙사벡은 천연두바이러스인 벡시니아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하는 항암바이러스로 암세

포에서만 증식해 암세포만을 선별적으로 사멸시킨다. 항암바이러스는 암세포를 사멸시

키면서 신규암항원을 유발한다. 병용투여 대상으로 관심이 높다. 펙사벡은 시판된 임

리직 외 개발 단계가 가장 앞서있으며 임리직 대비 투약 자유도가 높다. 임리직은 허

피스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피부계통의 세포에서만 생존이 가능하나 펙사벡은 

혈관주사로도 투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확장성이 높다. 

간암을 적응증으로 진행 중인 글로벌 3상 외에도 면역관문억제제와의 병용투여 초기 

임상이 진행 중이다. 유럽의 개발 파트너사인 트랜스진이 진행 중인 임상 중 3건의 

(중간)결과가 2018년 하반기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림 36. 펙사벡 유전자 구조  그림 37. 펙사벡 작용기전 

 

 

 
자료: 신라젠  자료: 신라젠 

 

임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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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신라젠 펙사벡 임상현황 

임상 적응증 임상현황 임상지역 규모, 명 개시 1차종료 연구종료 마일스톤 

펙사벡 단독투여 간암 3상 
미국, 중국, 
유럽, 한국 

600 15.10 19.10 19.10 19년 중간결과 

펙사벡+옵디보 간암 2상 프랑스 30 17.7 19.4 19.10 2H18 중간결과 

펙사벡+임핀지+트레멜리무맙 대장암 1/2상 미국 35 17.12.7 20.12.31 20.12.31  

펙사벡+여보이 전이성 고형암 1상 프랑스 60 17.1.3 18.11 19.11 18년 결과 

펙사벡+세미플리맙 신장암 1상 미국, 한국 89 18.4 19.11 20.9  

펙사벡+메트로노믹CP 고형암, 연조직육종, 유방암 1/2a상 프랑스 118 15.9 18.9 20.9 18년 결과 

자료: 신라젠, 트렌스진, Clinicaltrials.gov, IBK투자증권 

*Clinicaltrials.gov의 1차종료(Primary Completion), 연구종료(Study completion)는 참고사항. 계획보다 일찍 혹은 늦게 종료되는 경우도 있음.  

계획 중인 임상은 회사측 정보  

 

테라젠이텍스-메드팩토, 벡토서팁(vactosertib) 임상 진행 주목 

벡토서팁은 테라젠이텍스 자회사인 메드팩토가 항암제로 개발 중인 TGFβ신호체계 저

해제다. 수용체인 TGFR1의 기능을 억제한다. 같은 단백질을 표적으로 일라이 릴리의 

갈루니서팁(Galunisetib)이 개발 중이다. 벡토서팁은 흑색종과 유방암 동물모델에서 

갈루니서팁 대비 우월한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갈루니서팁은 옵디보, 임핀지와의 

병용투여를 포함해 여러 건의 임상이 진행 중이나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일라이 릴리는 초기 파이프라인으로 갈루니서팁과 동일한 계열의 약물을 공개한 

바 있다.  

그림 38. TGFβR1(ALK5)저해제 Vactosertib 작용기전과 TGFβ작용기전 

 
자료: 메드팩토, “ALK5 inhibition”이 표시된 녹색도형이 vactosertib의 작용타겟인 TGFβR1(AL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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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메드팩토 파이프라인 및 임상현황 

파이프라인 적응증 임상현황 임상지역 규모, 명 개시 1차종료 연구종료 

벡토서팁 MDS, Low or Intermediate 1b/2a 중 미국 36 18.1.4 19.2. 19.4. 

 MM, relapsed and/or refractory 연구자임상 미국 18 17.7.21 18.7. 18.10. 

 위암 1b/2a 준비 한국 18 18년   

 고형암, advanced 1상 미국 50 14.7.29 18.7. 18.9. 

 바이오마커 F-TBRS-H분석을 동반하는 병용투여 1/2상 준비   ‘18년   

BSP1 억제 항체 삼중음성유방암 개발단계      

MS-1601A 림프종, metylation 억제 개발단계      

자료: 메드팩토, Clinicaltrials.gov, IBK투자증권 

*Clinicaltrials.gov의 1차종료(Primary Completion), 연구종료(Study completion)는 참고사항. 계획보다 일찍 혹은 늦게 종료되는 경우도 있음.  

계획 중인 임상은 회사측 정보  

 

표 4. 갈루니서팁 임상현황 

파이프라인 적응증 임상현황 임상지역 규모, 명 개시 1차종료 연구종료 

갈루니서팁 전이성 췌장암, 임핀지(Durvalumab) 병용 1상 
미국, 유럽, 
한국 

37 16.6. 18.5. 19.6. 

 
고형암, 재발성 비소성세포폐암, 재발성간암,  

옵디보 병용 
1/2상 미국, 유럽 75 15.10. 18.10. 19.10. 

자료: Clinicaltrials.gov, IBK투자증권 

*Clinicaltrials.gov의 1차종료(Primary Completion), 연구종료(Study completion)는 참고사항. 계획보다 일찍 혹은 늦게 종료되는 경우도 있음.  

계획 중인 임상은 회사측 정보  

 

제넥신-네오이뮨텍, 임상 중간결과 및 기전연구 결과에 관심 

제넥신과 자회사 네오이뮨텍이 면역항암제로 개발 중인 IL-7은 신규암항원을 발생시

키거나 종양미세환경을 조절하는 기전은 아니다. IL-7은 T세포 수를 늘려주는 사이토

카인이라는 단백질이다. T세포가 부족해져 면역력이 약화된 암들을 중심으로 항암효과

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T세포를 기반으로 하는 면역항암제들 전반에 걸쳐 그 효과를 

확대시켜 줄 수 있다. ASCO2018에서는 별다른 발표는 없었으나 현재 진행 중인 임상

의 중간결과가 2018년말~2019년 초에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사한 기능을 수

행하는 IL-2의 임상결과에 대한 오해와 Incyte의 IDO 저해제 병용투여 연구결과가 

시장의 불안을 자아냈기 때문에 동 파이프라인이 차별적인 기전과 관련된 결과들을 보

여준다면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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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암-면역 프레임워크 

 
자료: 로슈 

 

IL-2와 IL-7은 common γ chain 사이토카인으로 수용체를 구성하는 단백질 중  

γC 단백질이 같다. common γ chain 사이토카인들은 유사한 기능과 특성을 공유하

는데 대체로 면역세포의 양과 개수, 종류를 확장해 면역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두 물질 모두 불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단백질 자체로는 약으로 개발하기가 어렵다. 

이전 IL-7을 개발하던 사이더리스 역시 그러한 이유로 임상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IL-7을 개발하는 제넥신-네오이뮨텍은 단백질의 개량과 자체 지속형 플랫

폼 HyFc와의 결합을 통해(하이루킨), IL-2를 개발하는 넥타는 페길레이션을 통해

(NKTR-214) 물질들을 안정화시켜 약효의 지속기간을 늘렸다. 

그림 40. common γ chain 사이토카인 

 
자료: R. Spolski(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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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NKTR-214  

 
자료: Nectar therapeutics 

 

IL-7은 IL-2보다 좋다. T세포 수명을 더 길게 늘려주고 보다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

는 effector T세포만이 아니라 memory T세포와 분화 전 T세포인 naïve T세포도 증

가시킨다. 훨씬 강하고 효율적인 면역활성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나 memory T세포

가 지속된다면 장기 효능이 관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IL-7신호체계는 수용체 자기조

절능력이 있어 과도한 세포내 신호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IL-2대비 면역관련 부작

용도 낮을 개연성이 있다. 

그림 42. IL-2 & IL-7비교 

 
자료: 제넥신 

 

제넥신-네오이뮨텍은 AACR2017을 통해 이러한 기전을 일부 확인할 수 있는 동물실

험결과를 공개했다. 화학항암제와 하이루킨을 병용투여하면 T세포들의 숫자가 14일까

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울러 naïve T세포(TN)뿐만 아니라 memory T세포

(TCM, TEM) 숫자 역시 증가한다. 이러한 기전 연구 결과들을 통해 IL-2와의 차별점을 

시장에 입증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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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하이루킨 투약에 따른 T세포량 변화 

 
자료: 제넥신 

 

유한양행-오스코텍, YH25448(Lazertinib)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YH25448은 EGFR T790M, Del19, 

L858R 변이에 효과를 보이는 폐암 표적치료제다. 현재 파트B까지의 임상은 마무리됐

다. 파트A에서 용량제한독성(DLT, dose limiting toxicity)이 발견되지 않았고 파트B

를 통해 240mg으로 파트C의 투약량이 결정됐다. 파트C는 2018년 4월부터 환자모집

을 시작했다. 상대적으로 환자모집이 빠른 1차치료군의 임상이 먼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무진행생존기간과 전체생존기간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그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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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YH25448, Lazertinib 임상 1/2상 설계 

 

자료: 유한양행 

 

표 5. YH25448 임상현황 

파이프라인 적응증 임상현황 임상지역 규모, 명 개시 1차종료 연구종료 

YH25448 
비소성세포폐암, 기존 EGFR-TKI 처방 후 T790M 

변이가 발생한 진행된 환자 대상 
1/2상 한국 290 17.2.15 20.4 20.4. 

자료: 메드팩토, Clinicaltrials.gov, IBK투자증권 

*Clinicaltrials.gov의 1차종료(Primary Completion), 연구종료(Study completion)는 참고사항. 계획보다 일찍 혹은 늦게 종료되는 경우도 있음.  

계획 중인 임상은 회사측 정보  

 

그림 45. EGFR 저해제 IC50 비교 

 
자료: 유한양행, AACR2018 

*IC50은 억제농도를 의미. 숫자가 낮으면 같은 억제효과를 나타내는데 적은 농도가 필요하다는 의미  

 

항암제는 규모도 성장성도 가장 큰 영역이다. 경쟁도 치열하다. 그러나 ASCO 2018에

서 주목받는 흐름에 국내 기업들의 파이프라인이 있다. 이들의 임상결과를 기다려볼 

이유다. 언급된 기업 외에도 다수의 국내기업이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아직 개발 초기단계거나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지 않은 기업도 있지만 임상결

과 진전에 따라 ASCO2019에서는 더 많은 국내기업들이 참여하여 소통을 넓혀가기를 

기대한다.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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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적응증에 따른 주요 제약/바이오기업 분류 

확장가능성 있는 
파이프라인 

항암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자가면역질환 항생제 당뇨 퇴행성뇌질환 희귀질환 기타 

동아에스티 한미약품 
보령- 
보령바이젠셀 

티슈진/ 
코오롱생명과학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한미약품 큐리언트 

보령- 

보령바이젠셀 
유한양행 

티슈진/ 
코오롱생명과학 

바이로메드 종근당 레고켐바이오 유한양행 펩트론 녹십자 아이진 

신라젠 종근당 앱클론  오스코텍 크리스탈 종근당 부광약품 제넥신 지트리비엔티 

제넥신- 

네오이뮨텍 
동아에스티 바이로메드  

한올 
바이오파마 

인트론바이오 동아에스티 메디프론 알테오젠 
한올 
바이오파마 

바이로메드 녹십자 차바이오텍  
엔지켐 
생명과학 

 펩트론  아이진  

에이치엘비-
LSKB 

보령-
보령바이젠셀 

메디포스트    제넥신  메지온  

크리스탈 신라젠 파미셀    부광약품  바이로메드  

에스티큐브 
제넥신-
네오이뮨텍 

녹십자셀    알테오젠    

한올 

바이오파마 
레고켐바이오 녹십자랩셀        

엔지켐 

생명과학 
알테오젠 안트로젠        

테라젠이텍스-
메드팩토 

큐리언트 
강스템 
바이오텍 

       

 오스코텍         

 앱클론         

 
에이치엘비-
LSKB 

        

 크리스탈         

 에스티큐브         

 
테라젠이텍스

-메드팩토 
        

 JW중외제약         

 제일약품         

자료: IBK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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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주요학회 및 투자컨퍼런스 일정 

학회명칭  일정 개최장소 

IDF Congress  국제당뇨병연맹 총회 2017.12.4~8 아랍에미리트 

ASH Annual Meeting & Exposition 미국혈액학회 정기총회 2017.12.9~12 아틀란타 

ESMO Immuno Oncology Congress 2017 유럽종양학회 면역종양학세션 2017.12.7~10 스위스 

JP Morgan 헬스케어 컨퍼런스 JP Morgan 헬스케어 컨퍼런스 2018.1.8~11 샌프란시스코 

ASCO-SITC clinical immuno-oncology sympsium ASCO-SITC 면역종양학회 2018.1.25~27 샌프란시스코 

ENDO Annual Meeting 세계내분비학회 정기총회 2018.3.17~20 시카고 

ELCC 2018 European Lung Cancer Congress 유럽폐암학회 2018.4.11~14 스위스 

AACR annual meeting 미국암학회 정기총회 2018.4.14~18 시카고 

PES  소아내분비학회 2018.5.5~8 토론토 

International congress on Autoimmunity 자가면역질환학회 2018.5.16~20 포르투갈 

ASCO annual meeting 미국임상종양학회 정기총회  2018.6.1~5 시카고 

Bio-USA 2018  미국바이오협회 컨퍼런스 2018.6.4~7 보스턴 

EULAR  유럽류마티스학회 2018.6.12~15 스페인 

ADA  미국당뇨학회  2018.6.22~26 플로리다 

ASH meeting on Hematologic malignancies 미국혈액학회 혈액종양미팅 2018.9.7~8 시카고 

ECCO cancer summit 유럽종양기구 2018.9.7~9 오스트리아 

IASLC WCLC  세계폐암학회  2018.9.23~26 토론토 

ESPE   유럽소아내분비학회 2018.9.27~29 그리스 

CRI, CIMT, EATI, AACR  공동주관 면역항암학회 2018.9.30~10.3 뉴욕 

EASD  유럽당뇨학회  2018.10.2~5 베를린 

ESMO congress 유럽종양학회 정기총회 2018.10.19~23 독일 

ACR/ARHP  미국류마티스학회  2018.10.19~24 시카고 

ESMO Aisa congress 유럽종양학회 아시아세션 2018.11.23~25 싱가폴 

ASH Annual Meeting & Exposition 미국혈액학회 정기총회 2018.12.1~4 샌디에고 

자료: 각 단체, IBK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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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바이오텍 세부 카테고리와 주요 소속기업 

분류 기업 분류 기업 

항체시밀러  미용  

 셀트리온헬스케어  메디톡스 

 셀트리온  휴젤 

 이수앱지스  휴온스 

 팬젠  휴메딕스 

항체의약품CMO   케어젠 

 삼성바이오로직스  파마리서치프로덕트 

 바이넥스 임플란트  

파이프라인 바이오텍   덴티움 

 한미약품  디오 

 신라젠  오스템임플란트 

 펩트론 진단  

 제넥신  씨젠 

 티슈진/코오롱생명과학  진매트릭스 

 부광약품  엠지메드 

 레고켐바이오  파나진 

 알테오젠  피씨엘 

 큐리언트  바디텍메드 

 아이진  엑세스바이오 

 오스코텍  아이센스 

 앱클론  녹십자엠에스 

 메지온  에이티젠 

 지트리비엔티  퓨처켐 

 에이치엘비 유전체검사  

 메디프론  마크로젠 

 크리스탈  디엔에이링크 

 에스티큐브  테라젠이텍스 

 바이로메드  랩지노믹스 

 한올바이오파마 산업용효소  

 엔지켐생명과학  제노포커스 

 테라젠이텍스/메드팩토  아미코젠 

 인트론바이오   

세포치료제  세포치료제  

 메디포스트  녹십자셀 

 차바이오텍  녹십자랩셀 

 파미셀  테고사이언스 

 안트로젠  앱클론 

 강스템바이오텍  바이로메드 

자료: IBK투자증권, 12월 5일 발간자료에서 일부 수정됨. 보유파이프라인에 따라 세분카테고리에 중복 등장하는 기업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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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Notice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등)이 없습니다. 

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종목명 담당자 
담당자(배우자) 보유여부 1%이상 

보유여부 

유가증권 

발행관련 

계열사 

관계여부 

공개매수 

사무취급 
IPO 

회사채 

지급보증 

중대한 

이해관계 

M&A 

관련 수량 취득가 취득일 

해당사항없음 

 

투자의견 안내 (투자기간 12개월)  투자등급 통계 (2017.04.01~2018.03.31) 

종목 투자의견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구분 건수 비율(%) 

적극매수 40% ~ 매수 15% ~ 중립 -15% ~ 15% 매도 ~ -15%  매수 131 85.1 

업종 투자의견 (상대수익률 기준)    중립 23 14.9 

바중확대 +10% ~ 중립 -10% ~ +10% 비중축소 ~ -10%   매도 0 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