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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as well reported that host immune system is closely related to cancer growth and eradication. Among cancer 
immunotherapy, cancer vaccine is focused on this review. Cancer vaccine is using host immune system against various 
tumor antigens to treat cancer. We discuss the classific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preventive vaccine, therapeutic 
vaccine and combination cancer immun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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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암과 면역체계 사이의 관련성은 100년 전 William B. 

Coley가 암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미생물을 사

용하면서 처음으로 인식하였다. 종양면역치료의 목표는 

암과 싸우기 위하여 효과적으로 숙주의 면역체계를 사용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에 면역 관문차단제 치료

(Wolchok et al., 2009), 입양세포 면역치료(June, 2007), 종양

백신(Guo et al., 2013), 항체치료(Nahta and Esteva, 2006) 등 

면역체계를 이용하는 많은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다. 다양

한 종양면역치료 전략들 중에서, 종양백신은 종양 특이항

원에 대한 세포성 그리고 체액성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암

세포에 대항할 수 있는 면역반응을 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종양백신은 예방적 백신과 치료적 

백신으로 나누어져 있다(Palucka et al., 2010). 예방적 종양

백신은 암 발생을 막기 위하여 감염성 질병에 대항하는 

전통적인 백신과 동일한 작용을 수행한다. 반면에, 치료적 

종양백신은 이미 존재하는 암세포에 대항할 수 있도록 면

역반응을 자극하고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현재의 종양면역치료의 전략은 종양백신 이외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법을 병용해서 사용하는 병용면역치료 

방법이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다(Fig. 1). 

I. 예방적 종양백신(preventive vaccine) 

일부 바이러스 감염이 암 형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

은 잘 알려져 있다. B형 간염 바이러스와 C형 간염 바이

러스 감염은 간암을 유발할 수 있고, B형 간염 바이러스

에 대항하는 백신접종은 간암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Bozza et al., 2016). 또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HPV)는 자궁경부암을 촉발할 수 있다(zur Hausen, 2009).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알려진 가다실(Gardasil)이 개발되었

고 2006년에 FDA에 의해 승인되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와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접종은 암을 유발하

는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함으로써 암 발생을 막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예방적 종양백신은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며 널리 이용되어 왔다. 

II. 치료적 종양백신(therapeutic vaccine) 

대개의 암은 바이러스 감염과는 관련되어 있지 않다.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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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구자들은 바이러스에 기인하지 않는 이미 존재하는 

암을 치료하기 위한 효과적인 치료적 종양백신을 개발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치료적 종양백신의 개념은 암환

자가 종양항원에 반응하는 CD8+ T세포와 CD4+ T 세포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과 암환자의 생존기간 증가와 종양내

부의 CD8+ T 세포의 존재, 그리고 IFN-γ 발현이 강한 상

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발견을 통해서 시작되었다(Zhang 

et al., 2003). 하지만, 치료적 종양백신의 개발은 아직도 

치료효과에 대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극복

하기 위하여 면역체계를 촉발하고 활성화하여 종양세포

를 효과적으로 파괴하기 위하여 많은 전략들이 개발되고 

있다. 

 

전종양세포백신(whole tumor cell vaccines): 이 전략

은 종양세포 자체가 이미 상당한 범위의 종양 관련 항원

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다. 현재에도 자

가 전종양세포백신과 동종 전종양세포백신이 임상시험 중

에 있다(de Gruijl et al., 2008; Neller et al., 2008). 전종양세포

백신의 단점은 특이적 면역반응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

인 반면 장점은 과학자들이 종양세포로부터 특이항원을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이전 연구들의 결과를 보

면, 전종양세포백신 단독 처리는 치료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유의미한 객관적 임상반응을 보여주는 것을 보

고하였다(Keenan and Jaffee, 2012; Melero et al., 2014). 단독

치료의 단점을 보완하고 전종양세포의 면역반응을 극대

화 하기 위하여 사이토카인, 케모카인, 공동자극분자를 발

현하도록 유전공학에 의해 생성된 동종 종양세포주가 개

발되었고 광범위한 전임상시험과 임상시험에 적용되고 있

다(Eager and Nemunaitis, 2005; Srivatsan et al., 2014). 대표적

인 유전공학에 의해 생성된 종양세포백신은 GVAX라는 

명을 갖고 있고, 이 백신은 GM-CSF 사이토카인을 발현하

도록 유전적으로 조작되었으며 방사선으로 조사된 종양세

포주이다. GVAX는 흑색종양, 췌장암, 결장직장암을 포함

한 많은 종양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중에 있다(Nemunaitis, 

2005; Zheng et al., 2014; Le et al., 2015; Lipson et al., 2015). 

두 가지 종류의 전립선 종양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동종 

종양세포주인 GVAX는 초기에 희망적인 결과를 보여주었

지만, 임상적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상 3상

에서 실패하였다(Copier and Dalgleish, 2010). 

 

항원 특이 백신(antigen specific vaccine): 초기에, 종

양항원은 일반적으로 종양 관련 항원과 종양 특이항원으

로 분류되었다. 종양 특이항원은 암세포에만 존재하는 것

을 말하고 종양 관련 항원은 일부 암세포와 일부 정상세

포에도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에는 종양항원의 분류

는 항원의 분자구조와 그 기원에 기초를 두고 있다. 종양

항원은 돌연변이 된 암유전자와 암억제유전자의 산물, 종

양형성 바이러스에 의해 생성된 항원, 태아성 암항원, 변

형된 세포표면 당지질과 당단백질, 세포 유형 특이 분화

항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태아성 암항원인 MAGE와 NY-

ESO-1이 종양면역치료를 위한 종양항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Valmori et al., 2007; Atanackovic et al., 2008). 종양항원

을 이용한 백신전략은 일반적으로 단순하다; 면역체계로 

항원을 전달하고 이러한 항원을 가지고 있는 암세포에 대

항하는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바이러스 기반 백신(virus based vaccine): 최신의 바이

러스 기반 백신은 많은 개선이 있어 왔다(Kelly and Russell, 

2007; Kim et al., 2009; Bartlett et al., 2013). 바이러스는 면역

체계로 종양항원을 전달하기 위한 벡터로서 이용되고 있

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바이러스 형태는 NY-ESO-1 

혹은 전립선 특이항원을 포함하는 백시니아 바이러스와 

계두바이러스이다(Gnjatic et al., 2000; DiPaola et al., 2015). 

인체안으로 주입되었을 때,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단백질

들은 숙주의 면역체계에 의해 외부항원으로 인식된다. 바

이러스 단백질과 종양항원은 수지상세포에 의해 T 세포에 

제시되고, 바이러스와 암세포에 대항하여 적응성 면역반

응을 일으키게 한다. 종양살상 바이러스는 국소종양부위

Fig. 1. The classification of cancer vaccine and combination cancer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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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직접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이용하기도 하고, 또한 

간접적으로 면역반응을 일으켜 암세포를 죽이기도 한다. 

 

가지세포 기반 백신(dendritic cell based vaccine): T 

세포는 항원표출세포에 의해 적절하게 처리되고 제시된 

항원만을 인식할 수 있다. 인체에서 가장 효율적인 항원

표출세포는 가지세포이다. 가지세포 기반한 백신은 출발

물질로 환자 자신의 가지세포를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가

지세포를 환자의 혈액으로부터 얻고, 그 이후 종양항원과 

사이토카인으로 실험실에서 처리한다. 그런 다음 처리된 

가지세포는 면역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 환자에게 다

시 투여한다. 프로벤지(Provenge)라고 부르는 치료적 가지

세포 기반 종양백신이 전립선암 치료를 위해 2010년에 

FDA에 의해 승인되었고 임상시험을 수행하였다(Small et 

al., 2000; Dotan et al., 2010; Kantoff et al., 2010). 몇몇 추가

적인 가지세포 기반 백신이 규모가 큰 임상 3상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III. 병용 종양백신(combination cancer vaccine) 

다양한 전략의 종양백신이 시도되었지만 종양백신 단독 

치료의 경우 대부분 치료효과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항체, 사이토카인, 관문차단억제제, 면역억제

세포 제거를 포함하는 병용치료를 이용함으로써 종양백신

의 개념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 종양백신을 이용한 임

상시험 연구를 통해 많은 억제성 면역반응들이 종양 특이 

면역반응을 방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현재까지 거의 

20여가지의 단클론항체가 종양치료를 위해 FDA에 의해 

승인되었고, 가장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항체는 B 세포 

비호지킨 림프암과 관련된 표면항원인 CD20에 대한 항체

인 Rituxan과 유방암과 관련된 사람 표피 성장인자 수용

체-2에 대한 항체인 Herceptin이다(Perez et al., 2008; Dotan 

et al., 2010). 사이토카인은 비특이적 형태로 종양면역을 

촉진한다. 종양괴사인자-α(TNF-α)와 인터페론-α(IFN-α)는 

세포자멸사를 유도함으로써 암세포와 직접적으로 관여한

다(Ferrantini et al., 2007; Cai et al., 2008). 인터루킨-2(IL-2)와 

과립구 대식세포 콜로니 자극인자(GM-CSF)는 NK 세포, 

T 세포, 그리고 가지세포 같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함으로

써 종양면역에 관여한다(Atkins et al., 1999; Hong, 2016). 

인터루킨-2의 경우에는 흑색종양과 콩팥암 치료를 위해 

FDA에 의해 승인되었다. 관문차단억제제는 T 세포 면역

에 관여하는 공동자극분자 중 면역반응을 막는 역할을 

하는 분자에 대한 항체를 이용하여 제한함으로써 종양백

신 반응을 강화하거나 유지하는 데에 목적을 가지고 이용

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분자는 CTLA-4이다

(Leach et al., 1996; Grosso and Jure-Kunkel, 2013). CTLA-4는 

살상 T 세포 표면에 발현되는 분자로서 해당 면역세포를 

억제하는 신호를 제공하여 면역반응의 강도가 감소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CTLA-4와 결합하기 위한 

항체인 ipilimumab이 2011년에 흑색종양 환자의 치료를 

위해 가장 첫 번째로 미국 식품의약국에 의해 승인되었다. 

또 다른 면역억제 역할을 수행하는 분자로 PD-1이 연구

되었고, 이에 대한 항체인 pembrolizumab와 nivolumab이 

2014년에 흑색종양과 2015년에 소세포폐암 치료를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에 의해 승인되었다(Hamanishi et al., 2016). 

많은 연구들은 종양에서 CD8 T 세포가 예후에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암환자에서도 종양 

특이 CD8 T 세포가 확인되는 등, 종양에 대한 면역체계의 

반응이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Speiser et al., 2005; 

Kilinc et al.,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양의 제거나 성

장을 억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과학자들은 조절 T 

세포와 골수유래 억제세포 등의 CD8 T 세포의 능력을 감

소하는 면역세포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Gabrilovich 

and Nagaraj, 2009; Chatenoud, 2011; Lee and Kim, 2015). 암

에 대한 CD8 T 세포의 면역반응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용

하는 종양백신에서 효과를 감소하는 면역억제와 관련된 

조절 T 세포와 골수유래 억제세포를 제거하거나 기능을 

제한하는 전략을 통해서 종양백신 효과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결  론 

 

종양면역치료는 인체의 면역체계를 이용하여 암을 치료

하고자 하는 연구로서 항암제에 대해 저항성을 가지는 암

세포에도 작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환자에게 

오랜 기간 지속되는 완화를 제공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

한 종양백신에 다양한 항암면역치료방법을 추가하는 병

용치료방법을 확대하여 임상에서 효과적인 조합을 찾아

내는 것이 향후 종양면역치료의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기존의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과 병행하여 치료할 때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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