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로상피암의 1st line therapy, 티쎈트릭

®

시스플라틴 기반 화학요법제 치료에 적합하지 않은 PD-L1 발현 비율* 5% 이상의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의 치료를 위해 티쎈트릭 이 있습니다. 1,†
®

[ 시스플라틴 기반 화학요법제 치료에 적합하지 않은 환자 ]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2,‡

신기능 손상

불량한 ECOG 수행상태

청력 손상

말초 신경병증

30 < GFR < 60 mL/min

ECOG score of 2

≥ 25 dB at 2 contiguous
frequencies

≥ grade 2

IMvigor210 cohort 1 연구 결과
시스플라틴 기반 화학요법제 치료에 적합하지 않은 PD-L1 발현 양성 (IC ≥5%)의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의 1차 치료§에서
티쎈트릭®은 치료 반응 및 생존기간의 개선을 보였습니다.2
*

종양침윤면역세포 (IC)에서 염색된 PD-L1 비율.
시스플라틴 기반 화학요법제 치료에 적합하지 않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의 치료에서, 티쎈트릭®은 IC2/3 (PD-L1 발현 비율 ≥5%) 환자군에 한해 투여를 승인받았습니다.
IMvigor210 cohort 1 임상 연구의 피험자 선정 기준에서 인용하였습니다.
§
본 적응증은 2020년 3월 현재, 요양급여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

티쎈트릭®은 PD-L1 발현 양성 환자군 (IC2/3)에서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이
12.3개월로 기존 치료법의 historical data 대비 향상시켰습니다.2,3
[ IMvigor210 cohort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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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쎈트릭® 투여 후, PD-L1 발현 양성 (IC2/3) 환자군에서 1년 생존율 (1-year OS)은 52%였습니다.2
IMvigor210 cohort 1 연구는 티쎈트릭® 단일 요법에 대한 single arm 연구로, 통계학적 분석을 이용하여 기존 치료법과 직접적으로 비교한 (head to head) 결과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기존 치료법에 대한 EORTC 연구와 연구 디자인 및 참여 환자군이 다르므로 전체 생존기간에 대한 직접 비교는 가능하지 않으며, 세부 내용은 본 책자에 명시된 레
퍼런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ORTC study: 시스플라틴 기반 화학요법제 치료에 적합하지 않은 진행성 요로상피암 환자에서 두 카보플라틴 기반 화학요법제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비교한 무작위배정,
2/3상 임상 연구. 238명의 환자는 gemcitabine/carboplatin (GC) 또는 methotrexate/carboplatin/vinblastine (M-CAVI)을 투여받았으며, 1차 평가변수는 전체 생존
기간이었습니다.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은 GC 투여군에서 9.3개월, M-CAVI 투여군은 8.1개월이었습니다 (p=0.64).

CI=confidence interval; dB=decibels; ECOG=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GFR=glomerular filtration rate; IC=tumor-infiltrating immune cell;
mo=month; NE=not estimable; OS=overall survival; PD-L1=programmed death-ligand 1.

PD-L1 발현 양성 (IC2/3) 환자군의 28%가 티쎈트릭®에 반응을 보였습니다.2
[ 치료 반응 요약2 ]
PD-L1
발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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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95% CI, 9–36)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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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cutoff date for analysis: July 4, 2016

• PD-L1 발현 양성 환자군에서 티쎈트릭®에 완전반응을 나타낸 환자의 비율은 13%였으며,
반응 지속기간은 17.2개월의 추적 관찰기간 동안 중앙값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2
IMvigor210 cohort 1: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에서 티쎈트릭® 단독요법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연구한 다국적, 다기관, 2개 cohort,
2상 임상 연구. Cohort 1은 과거 전이성 요로상피암에 대한 항암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고 시스플라틴 기반 화학요법제 치료에 적합하지 않은 환자 11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환자들은 3주마다 티쎈트릭® 1200mg 정맥 주사 치료를 받았습니다. Cohort 1에서 1차 평가 변수는 독립 검토 기관 (independent
review facility)에서 RECIST version 1.1 기준에 따라 평가한 객관적 반응률이었으며, 2차 주요 평가 변수는 연구자가 평가한 (investigator-assessed)
객관적 반응률, 반응 지속기간, 무진행 생존기간 및 전체 생존기간이었습니다.

CI=confidence interval; CR=complete response; DoR=duration of response; IC=tumor-infiltrating immune cell; NE=not estimable; ORR=objective response rate; PD-L1=programmed death-ligand 1;
RECIST v1.1=Response Evaluation Criteria In Solid Tumors version 1.1.
References 1. 티쎈트릭®주 제품설명서 (개정 연월일 2020.01.30). 2. Balar AV, Galsky MD, Rosenberg JE, et al. Atezolizumab as first-line treatment in cisplatin-ineligible patients with locally advanced and metastatic urothelial carcinoma: a single-arm,
multicentre, phase 2 trial. Lancet. 2017 Jan 7;389(10064):67-76. 3. De Santis M, Bellmunt J, Mead G, et al. Randomized phase II/III trial assessing gemcitabine/carboplatin and methotrexate/carboplatin/vinblastine in patients with advanced urothelial
cancer who are unfit for cisplatin-based chemotherapy: EORTC study 30986. J Clin Oncol. 2012 Jan 10;30(2):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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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약품 및 그 분량] 이 약 1바이알(14mL) 중 유효성분: 아테졸리주맙 (별규) 840mg. 이 약 1바이알(20mL) 중 유효성분: 아테졸리주맙 (별규) 1200mg [성상] 무색 내지 연한 노랑 액체가 충전된 바이알 주사제 [효능 • 효과] • 요로상피암 1. 시스플라틴 기반 화학요법제 치료
에 적합하지 않은 PD-L1 발현 비율(종양침윤면역세포[IC]에서 염색된 PD-L1 비율) 5% 이상의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의 치료 2. 백금 기반 화학요법제 치료 중 또는 이후에 질병이 진행되었거나, 백금 기반의 수술 전 보조요법(neoadjuvant) 또는 수술 후 보조
요법(adjuvant) 치료 12개월 이내에 질병이 진행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의 치료 • 비소세포폐암 1. 백금 기반 화학요법제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확인된 환자
는 이 약을 투여하기 전에 이러한 변이에 대한 승인된 치료제를 투여한 후에도 질병의 진행이 확인된 경우여야 한다. 2.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베바시주맙, 파클리탁셀, 카보플라틴과의 병용요법. EGFR 또는 ALK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는 이 약을 투
여하기 전에 표적치료제로 치료를 해야 한다. 3. EGFR 또는 ALK 유전자 변이가 없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카보플라틴과의 병용요법 • 소세포폐암 확장병기의 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카보플라틴, 에토포시드와의 병
용요법 • 삼중음성유방암 전이 단계에서 이전에 화학요법을 받지 않은 PD-L1 발현 비율(종양침윤면역세포[IC]에서 염색된 PD-L1 비율) 1% 이상의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로서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과의 병용요법 [용법 • 용량] •
권장용량 이 약의 초회 용량을 60분에 걸쳐 주입한다. 첫 주입에 내약성을 보일 경우, 이후 모든 주입은 30분 동안 투여할 수 있다. 이 약을 급속 정맥주입(IV push 또는 IV bolus)으로 투여해서는 안 된다. 이 약은 긴급 상황에 대응 가능한 의료시설에서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지식
과 경험이 충분한 의사에 의해 투여되어야 한다. • 단독요법 비소세포폐암의 2차 치료, 요로상피암의 1/2차 치료: 이 약 1200mg을 3주 간격으로 정맥 점적주입한다. • 병용요법 병용요법 시 이 약의 투여를 위해 병용약제의 처방 정보를 확인한다. 같은 날에 병용 약제를 투여 시 이
약을 먼저 투여한다. • 비편평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 이 약과 베바시주맙, 파클리탁셀, 카보플라틴 병용요법 유도기: 3주 간격으로 4주기 또는 6주기 동안 이 약 1200mg을 정맥 점적주입 후 베바시주맙, 파클리탁셀, 카보플라틴을 투여한다. 유지기: 3주 간격으로 화학요법제
없이 이 약 1200mg을 정맥 점적 주입 후 베바시주맙을 투여한다. 이 약과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카보플라틴 병용요법 유도기: 3주 간격으로 4주기 또는 6주기 동안 이 약 1200mg 을 정맥 점적주입 후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카보플라틴을 투여한다. 매 21일 간격의 주기 동안
이 약,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카보플라틴을 제 1일에 투여한다. 추가로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은 제 8일, 15일에 투여한다. 유지기: 3주 간격으로 화학요법제 없이 이 약1200mg 을 정맥 점적 주입한다. 확장병기 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 유도기: 제 1일에 이 약 1200mg을 정맥 점
적주입 후 카보플라틴, 에토포시드를 투여한다. 제 2일, 3일에 에토포시드를 점적 주입한다. 매 3주마다 4주기 동안 치료한다. 유지기: 3주 간격으로 화학요법제 없이 이 약 1200mg을 정맥 점적 주입한다. 삼중음성유방암의 1차 치료: 이 약 840mg을 점적 주입 후 100mg/m2 알
부민 결합 파클리탁셀을 투여한다. 매28일 간격의 주기 동안 이 약을 제 1일, 15일에 투여하고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은 제 1일, 8일, 15일에 투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 받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종양침윤면역세포의 PD-L1 발현 상태를 확인하여 환자를
선별해야 한다. 치료기간 이 약은 임상적 이점이 없거나 허용 불가능한 독성 발생 전까지 투여한다. 삼중음성유방암의 1차 치료 이 약을 질병 진행 또는 허용 불가능한 독성 발생 전까지 투여한다. 투여 지연 또는 누락 이 약의 계획된 투여를 놓친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투여해야 한
다. 투여 일정은 적절한간격을 유지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용량조절] 이 약의 용량 감량은 권장되지 않는다. 특정 약물이상반응에 대한 권고 사항은 제품설명서 전문 표1 약물 이상반응에 대한 용량 조절 지침을 참고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이
약 및 그 구성 성분에 과민증인 환자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자가면역질환이 있거나 만성적 혹은 재발성 자가면역질환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 3. 약물이상반응 1) 임상시험에서 보고된 약물이상반응 • 단독요법 이 약 단독요법의 안전성은 다양한 암종의 환자 3,178명
의 통합된 자료 및 모든 임상시험에 걸쳐 누적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약 13,000명 이상의 환자에 대한 추가 자료에 근거한다. 임상시험에서 이 약 단독요법으로 치료한 환자 3,178명에서 매우 흔하게(≥1/10) 발생한 이 약의 사용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된 약물이상반응(ADR)
은 설사(19.7%), 오심(23.5%), 구토(15.0%), 피로(35.9%), 무력증(14.5%), 발열(20.1%), 요로감염(11.6%), 식욕감소(25.5%), 관절통(13.9%), 요통(15.3%), 근골격통(15.4%), 기침(20.8%), 호흡곤란(20.5%), 발진(19.5%), 가려움증(12.6%)이었다. • 병용요법 다양한
적응증에 대한 병용요법(N=3,425명)에서 매우 흔하게(≥1/10) 발생한 이 약의 사용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확인된, 단독요법 임상시험에서 보고되지 않은 약물이상반응은 빈혈(36.1%), 호중구감소증(34.9%), 혈소판감소증(23.8%), 백혈구감소증(12.1%), 갑상선기
능저하증(14.3%), 변비(26.8%), 폐 감염(14.9%), 저마그네슘혈증(10.6%), 어지럼증(10.3%), 두통(15.6%), 말초신경병증(28.2%), 탈모(32.5%) 이었다. 2) 면역 관련 약물이상반응 이 약 단독요법의 유의한 약물이상반응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였다. 용량조절은 용법용량 항
을 참고한다. ① 면역 관련 폐렴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이 필요하고 명확한 다른 병인이 없는 면역 관련 폐렴 또는 간질성폐질환이 이 약을 투여한 환자에서 발생하였다. 폐렴의 징후 및 증상에 대해 환자를 모니터링 한다. ② 면역 관련 간염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이 필요하
고 명확한 다른 병인이 없는 면역 관련 간염이 이 약을 투여한 환자에서 발생하였다. 간기능 검사 이상이 이 약을 투여한 환자들에서 관찰되었다. 간염의 징후와 증상에 대해 환자를 모니터링 한다. 이 약의 투여 전 및 투여기간 정기적으로 AST, ALT, 빌리루빈을 모니터링 한다. 베
이스라인에서 간기능 검사 이상을 보인 환자에게 적절한 관리를 고려한다. ③ 면역 관련 대장염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이 필요하고 명확한 다른 병인이 없는 면역 관련 대장염 또는 설사가 이 약을 투여한 환자에서 발생하였다. 설사 또는 대장염의 징후와 증상에 대해 환자를 모
니터링 한다. ④ 면역 관련 내분비병증 이 약을 투여한 환자들에게 면역관련 갑상선질환, 부신기능부전, 뇌하수체염, 당뇨병성 케톤산증을 포함한 제1형 당뇨병이 발생하였다. 내분비병증의 임상적 징후와 증상에 대해 환자를 모니터링 한다. 이 약의 투여 전, 투여 기간 동안 정기적
으로 갑상선 기능을 모니터링 한다. 베이스라인에서 갑상선 기능 검사 이상을 보인 환자에게 적절한 관리를 고려한다. 갑상선 기능 검사 이상을 보이나 증상이 없는 환자들은 이 약을 투여할 수 있다. ⑤ 면역 관련 수막뇌염 이 약을 단독으로 투여한 환자에서 수막뇌염이 발생했다.
수막염 또는 뇌염의 임상적 징후와 증상에 대해 환자를 모니터링 한다. ⑥ 면역 관련 신경병증 이 약을 단독으로 투여한 환자에서 길랑바레증후군 및 탈수초성 다발성 신경병증을 포함하는 신경병증이 발생했다. 운동 및 감각신경병증의 증상에 대해 환자를 모니터링 한다. ⑦ 면역
관련 췌장염 이 약을 단독으로 투여한 환자에서 아밀라아제 증가 및 리파제 증가를 포함한 췌장염이 발생했다. 급성췌장염을 암시하는 징후와 증상에 대해 환자를 모니터링 한다. ⑧ 면역 관련 근염 이 약을 단독으로 투여한 환자에서 근염이 발생하였다. 근염의 징후와 증상에 대
해 환자를 모니터링 한다. ⑨ 면역 관련 신장염 이 약을 단독으로 투여한 환자에서 신장염이 발생하였다. 신기능 변화에 대해 환자를 모니터링 한다. 3) 감염 이 약을 투여한 환자들에게 패혈증, 헤르페스뇌염, 후복막 출혈을 초래하는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등의 중증 감염이 발생하
였다. 감염의 징후 및 증상에 대해 환자를 모니터링 하고, 세균성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항생제로 치료한다. 3등급 이상의 감염 시 이 약의 투여를 보류한다. 4) 주입관련반응 이 약의 임상시험에서 중증 주입반응이 발생하였다. 5) 면역원성 모든 치료용 단백질과 마찬가
지로 이 약은 면역원성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 (보다 자세한 이상반응 발생율 및 이상반응에 따른 관리 방법은 전체 제품정보를 참조할 것) 4. 임부, 수유부, 가임여성에 대한 투여 1) 임부 및 가임여성: 작용기전에 따르면, 이 약을 임부에게 투여할 경우 태아에게 위
험을 초래할 수 있다. 만약 이 약이 임신기간 동안 사용되거나 이 약 투여 중 임신할 경우, 환자에게 태아에 대한 잠재적 위험에 대해 알려야 한다. 가임여성에게 이 약 투여기간 및 마지막 투여 후 최소 5개월 동안 매우 효과적인 피임법을 사용할 것을 알려야 한다. 2) 수유부: 이 약의
수유 중인 유아에 대한 중증 약물이상반응 가능성 때문에 수유부에게 이 약 투여기간 및 마지막 투여 후 최소 5개월 동안 수유를 중단할 것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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