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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혈관신생 억제제는 암 환자들에게 중요한 치료 옵션이 되고 있으며, 

전이성 신세포암에서는 axitinib, cabozantinib, pazopanib, sorafenib, sunitinib과 

같이 경구복용이 가능한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Receptor – 

Tyrosine Kinase Inhibitors (VEGFR-TKI)가 표준치료로 사용된다. VEGFR-

TKI들은 효력, 선택성, 약동학적 특성, 약물상호작용 등 각기 다른 

약리학적 특성을 가지므로 독성 프로파일 비교는 근거 중심 약물치료 

결정에 중요한 차별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VEGF 경로에 작용하는 

약제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의 발생률과 

중증도에 관한 정보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진료 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로 VEGFR-TKI의 안전성을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하였다.  

200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전이성 

신세포암 치료 목적으로 axitinib, cabozantinib, pazopanib, sorafenib, 

sunitinib을 처방 받은 만 18세 이상 환자을 포함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로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의 발생양상 및 임상정보 등을 

전자의무기록 검토를 통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을 고혈압, 단백뇨, 출혈, 혈전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좌심실 기능부전으로 정의하였다. WHO-UMC 인과성 평가 도구에 따라 

“가능함(possible)” 이상으로 평가된 것을 포함하였으며, National Cancer 

Institute Common Terminology Criteria for adverse events (NCI CTCAE) version 

5.0 기준으로 평가하여 치료 혹은 용량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2등급 이상의 이상반응만을 포함하였다. 발생 양상은 누적발생률과 

발생률로 제시하였으며 이상반응 유형별, 약제별로 나타내었다. 이상반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 분석은 콕스 비례위험 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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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였다. 

VEGFR-TKI들 간의 누적발생률과 발생시점을 비교하기 위해 이전에 

VEGFR-TKI를 투약하지 않았던 군과 이전에 VEGFR-TKI를 투약한 

경험이 있는 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VEGFR-TKI를 투약하지 않았던 

군의 분석에서는 1차 치료제로 빈번하게 사용하는 pazopanib, sorafenib, 

sunitinib만 포함하여 분석하였고, VEGFR-TKI를 투약한 경험이 있는 군의 

분석에서는 5가지 모든 약제를 포함하여 분석했다.    

해당기간 동안 VEGFR-TKI 투여를 시작한 환자는 총 988명으로, 이 

중 axitinib 투여 환자는 101명, cabozantinib은 91명, pazopanib은 318명, 

sorafenib은 79명, sunitinib은 399명이었다.  연령 중위값은 61세로 65세 

이상이 38%를 차지하였다. Pazopanib, sorafenib, sunitinib은 각각 70.4%, 

49.4%, 79.7%에서 1차 치료제로 사용하였고, axitinib, cabozantinib은 각각 

87.1%, 97.8%에서 2차 치료제 이상으로 사용하였다.  

VEGFR-TKI 투여 후 모든 등급의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은 

VEGFR-TKI의 투약력이 없는 군에서 65.1%, 투약 경험이 있는 군에서 

54.8%, 3등급 이상의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은 투약력이 없는 

군에서 34.6%, 투약 경험이 있는 군에서 36.0%으로 관찰되었다. VEGFR-

TKI의 투약력이 없는 전체 환자 중 47.0%, VEGFR-TKI의 투약 경험이 

있는 환자의 38.2%가 용량감량 혹은 투약 중지가 필요한 이상반응을 

경험하였다.  

VEGFR-TKI의 투약력과 상관없이 이상반응들 중 가장 흔하게 나타난 

이상반응은 고혈압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단백뇨, 갑상선기능 저하증, 

출혈 순으로 흔하게 발생하였다. 

VEGFR-TKI를 이전에 투여한 적 있는 군의 전체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에서 sorafenib (24.3%)이 axitinib (56.6%), cabozantinib (64.0%), 

pazopanib (55.2%), sunitinib (58.3%) 4가지 약제에 비해 낮은 빈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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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냈다(p-value < 0.05).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의 발생시점을 중위값으로 나타낸 결과 

VEGFR-TKI를 처음 투약한 전체 환자의 전체 이상반응 발생시점은 

42일로 나타났고, 투약한 경험이 있는 환자의 전체 이상반응 발생시점은 

34일로 나타났다. 

 이상반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는 여성(hazard ratio [HR] 

1.23, 95% confidence interval [CI] 1.02-1.48), 기저질환으로 고혈압(HR 1.47, 

95%CI 1.23-1.76)이 확인되었다. 중증 이상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는 상기 인자 외에 이전에 VEGFR-TKI를 투약력이 있는 

경우(HR 1.48, 95% CI 1.11-1.97)가 추가 확인되었다. 이상반응 유형별로 

분석하였을 때는 고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로 기저질환으로 

고혈압(HR 1.39, 95% CI 1.13-1.71)이 확인되었고, 중증 고혈압 이상반응 

발생 위험은 상기 인자 이외에 65세 이상(HR 1.32, 95% CI 1.02-1.72), 

체질량지수 23 kg/m² 이상(HR 1.29, 95% CI 1.00-1.65)으로 확인되었다. 

단백뇨의 경우 65세 이상(HR 1.42, 95% CI 1.07-1.88), 기저질환으로 

당뇨병(HR 1.38, 95% CI 1.01-1.90), 기저 사구체여과율(glomerular filtration 

rate, GFR) 60 ml/min/1.73㎡ 미만(HR 1.47, 95% CI 1.12-1.93)이 위험인자로 

확인되었다. 중증 단백뇨 이상반응의 경우에는 기저 GFR 60 

ml/min/1.73㎡ 미만의 경우만이 발생 위험을 2.31배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R 2.31, 95% CI 1.43-3.74).  

이상반응의 발생과 치료기간 중 VEGFR-TKI 용량강도와의 상관성을 

확인한 연구에서는 여러 변수를 보정한 결과, 전체 혈관신생억제 관련 

이상반응의 오즈비는 1.58로 확인되었고(95% CI 1.09-2.27), 중증 

혈관신생억제 관련 이상반응의 오즈비는 1.44로 확인되었다(95% CI 1.03-

2.03). 

VEGFR-TKI 투여 후 모든 등급의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은 



 

 iv 

VEGFR-TKI의 투약력이 없는 군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중증 이상반응은 투약력이 있는 군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상반응 중 고혈압 이상반응이 가장 빈번하고 

빠르게 발생하였으며 VEGFR-TKI 중에서는 sorafenib이 이상반응 

발생률이 가장 낮고 발생하더라도 발생 시작시점이 가장 늦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과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는 경우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의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고, VEGFR-TKI를 투약한 

이력이 있는 환자에서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에 대한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 진료현장에서 다양한 조건의 

환자에게 투여된 VEGFR-TKI의 안전성을 분석한 데이터로 실제 

임상에서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의 발생에 대한 실질적인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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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1.1.1 전이성 신세포암에서의 VEGFR-TKI 사용 

신세포암은 신장 종양의 약 85%를 차지하며, 그 중 70%가 투명 

세포의 조직학적 형태를 갖는다. 신세포암은 새롭게 발생한 암의 약 

3.8%를 차지하여 다른 암종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SEER database 분석에 따르면, 신세포암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평균 0.6%씩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률은 

매년 평균 0.7%씩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전이성 신세포암의 경우, 5년 

생존률은 7.3% (1992년-1995년)에서 11.7% (2007년-2013년)으로 

증가하였다[1]. 

신세포암 진단 시 약 30%의 환자가 이미 원격전이를 동반하고 

국소성 신세포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도 약 20-50%의 환자가 추적 관찰 

기간 중 재발한다. 전이성 신세포암의 치료는 수 년간 많은 발전을 

보이며, cytokines, tyrosine kinase inhibitors, mammalian target of rapamycin 

inhibitors, immune checkpoint inhibitor와 같은 여러가지 약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2]. 

NCCN guidelines version 1.2021에서는 1차 치료에서 International metastatic 

renal cell carcinoma database consortium (IMDC)의 기준으로 생존예후가 

양호한 환자의 선호 약제로 pazopanib, sunitinib, axitinib + pembrolizumab을, 

생존예후가 중간 또는 불량한 환자의 선호 약제로 ipilimumab + nivolumab, 

axitinib + pembrolizumab, cabozantinib을 제시하고 있다[1]. 

 국내의 요양급여 적용기준에서는 sunitinib, pazopanib을 전이성, 재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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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포암의 1차 이상 치료제로, sorafenib을 투명세포암에 한정하여 1차 

이상 치료제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axitinib은 투명세포암으로 이전에 

한가지 전신요법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서 2차 치료제로, cabozantinib은 

투명세포암으로 이전에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Receptor – 

Tyrosine Kinase Inhibitor (VEGFR-TKI)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서 2차 이상 

치료제로 급여를 인정 받고 있다[3]. 

 

1.1.2 VEGFR-TKI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경로 억제제는 전이성 

신세포암의 초기 치료에 중요한 약제이다. 전이성 신세포암은 

항암화학요법에 저항성을 보이므로 표적치료가 필수적이다. 그 중에서도 

VEGF 신호전달체계를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가 1차 치료제로서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면역항암제와 병용하여 쓰기도 한다. Axitinib, 

cabozantinib, pazopanib, sorafenib, sunitinib과 같은 tyrosine kinase inhibitor는 

혈관의 VEGF 수용체와 혈소판 유래 성장인자 수용체에 결합함으로써 

VEGF 신호전달체계를 억제하는 기전을 가진다[4]. 

가장 먼저 전이성 신세포암에 사용한 VEGFR-TKI인 sunitinib (수텐® , 

화이자)의 권장용량은 50 mg으로 1일 1회 경구로 4주간 투여하고, 2주간 

휴약하는 용법이며 6주를 1주기로 하여 반복 투여한다. 이 약은 

개개인에서의 안전성과 내약성에 근거하여 12.5 mg의 용량단위로 증량 

또는 감량하는 것을 권장하며 신세포암의 경우 최대 87.5 mg까지 증량 

또는 최저 25 mg까지 감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Pazopanib 

(보트리엔트® , 노바티스)의 권장용량은 1일 1회 800 mg으로 최초의 

용량감소는 400 mg으로 하며, 추가적인 감량 또는 증량은 개개인에서의 

내약성에 근거하여 200 mg의 용량단위로 할 수 있다.  Sorafenib 

(넥사바® , 바이엘)의 권장용량은 1회 400 mg, 1일 2회이다. 이 약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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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용량 감소가 필요할 경우 투여 용량을 1일 1회 400 mg으로 

감소시키며 만약 추가적인 용량감소가 요구되면, 2일마다 이 약 400 

mg을 1회 투여한다. Axitinib (인라이타® , 화이자)의 권장 개시용량은 5 

mg 1일 2회이며, 치료기간 동안 적어도 연속 2주간 2등급을 초과하는 

이상반응이 없고, 정상 혈압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지 않는 환자는 용량을 증량할 수 있다. 5 mg 1일 2회 투여에서 

증량이 권장되면 7 mg 1일 2회 투여로 증량 가능하며, 동일한 기준에 

따라 최대 10 mg 1일 2회 투여까지 추가 증량할 수 있다. 치료기간 동안 

일부 이상반응의 조절을 위해 용량 감량이 필요할 수 있는데, 5 mg 1일 

2회 투여에서 감량이 필요한 경우 3 mg 1일 2회 투여로 감량이 권장되고, 

추가 감량이 필요할 경우 2 mg 1일 2회까지 감량할 수 있다. Cabozantinib 

(카보메틱스® , 입센)의 권장용량은 1일 1회 60 mg이다. 투여용량 감소가 

필요한 경우, 이 약의 투여용량을 1일 40 mg으로 감소시킨 후, 1일 20 

mg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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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 

 VEGFR-TKI 약제들은 모두 항암효과에 대해서는 입증되었으나 VEGF 

신호경로는 심혈관계와 신장계 등의 생리학적 기능과 항상성에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하게 

된다.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으로 고혈압, 단백뇨, 

갑상선기능저하증, 출혈, 좌심실 기능부전, 혈전증 등이 있다. 각각 

기전을 살펴보면 혈관내피 성장인자가 내피의 nitric oxide (NO) 

합성효소를 활성화시키는데, 이를 억제하여 혈관 수축과 고혈압이 

수반되게 된다. 또한 혈관내피 성장인자의 억제는 사구체 혈관의 

투과성과 신소체의 보우만주머니에 위치한 내엽세포 탈락에 영향을 미쳐 

단백뇨를 유발한다. 그리고 혈관내피 성장인자 수용체는 갑상선 

세포에도 발현되어 있어 이를 억제하면 갑상선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외에도 혈관 내구성과 심장의 보상기전, 내피세포의 혈전생성 

경향성에도 작용하여 이와 관련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6] [Table 1]. 

VEGFR-TKI 약제들은 효력, 수용체 선택성, 약동학적 특성, 

약물상호작용 등 각기 다른 약리학적 특성을 가지므로 독성 

프로파일에서도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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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ype and mechanism of antiangiogenesis-related vascular adverse events [5] 

Vascular adverse events Known mechanism of actions 

Hypertension VEGF activates endothelial NO synthase. Inhibition of NO may cause vasoconstriction and hypertension. 

Proteinuria Inhibition of VEGF on podocytes which results in loss of endothelial fenestrations in glomerular capillaries, 
endotheliosis, loss of podocytes and proteinuria. 

Hypothyroidism VEGF† receptor is expressed on thyroid cells and endothelial cells of the thyroid gland which are also able 
to synthesize VEGF. 

Bleeding VEGF promotes endothelial cell survival and helps maintain vascular integrity. 

Left ventricular dysfunction Disruption of VEGF - VEGF receptor signaling in the heart may induce cardiac dysfunction by preventing 

compensatory hypertrophy.  

Thrombosis Endothelial NO synthase have been involved in controlling endothelial thrombogenicity and regulation of 

vascular tone. 

VEG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NO, nitric 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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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필요성 

전이성 신세포암에서 표준치료로 사용되는 VEGFR-TKI들의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들은 용량 감량이나 치료 중단을 야기하게 된다. 

이는 치료를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치료 예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전이성 신세포암 환자에서 사용하는 VEGFR-TKI 각각에 

대한 효능과 안전성에 관한 연구들이 있고, 이를 비교하는 메타분석이 

있으나[6], 대부분의 분석연구가 선별된 환자를 대상으로 제한된 임상 

조건에서 이루어진 임상시험에 관한 내용이며 안전성보다는 효능에 

집중하여 기술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VEGFR-TKI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에 대한 연구가 없다. 

더불어, 실제 환자들의 사용경험에 따라 추출된 데이터로 VEGFR-TKI의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과 관련한 안전성을 평가하고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실제 진료현장에서의 VEGFR-TKI의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에 대한 연구는 전이성 신세포암 치료시 약물선택과 

약물치료 모니터링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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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국내 상급종합병원에서 VEGFR-TKI (axitinib, cabozantinib, 

pazopanib, sorafenib, sunitinib)을 투여 받은 전이성 신세포암 환자의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의 발생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의 발생 시기를 조사하고 

이상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인자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의 발생양상을 VEGFR-TKI 간 비교 및 

평가하고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과 항암치료 용량강도와의 

상관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8 

제 2 장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2.1.1 선정기준 

 본 연구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외래 및 입원 치료를 받은 만 18세 이상 의 환자 중 전이성 신세포암의 

치료 목적으로 axitinib, cabozantinib, pazopanib, sorafenib sunitinib을 처방 받

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1.2 제외기준 

 임상시험으로 axitinib, cabozantinib, pazopanib, sorafenib, sunitinib을 투여 받

은 환자는 본 연구에서 제외기준에 해당되었고, 의무기록이 미비하여 관

찰이 불가능한 환자는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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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단일기관에서 VEGFR-TKI인 axitinib, cabozantinib, pazopanib, 

sorafenib, sunitinib을 투여 받은 전이성 신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후향적 코호트 연구로 전자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검토,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아산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IRB 

No. 2020-0766). 

 

2.3 연구 내용 및 방법 

2.3.1 추적관찰 기간 

연구 대상 환자들은 VEGFR-TKI 투여 시작일로부터 추적관찰 종료일 

2020년 4월 30일까지 추적 관찰하였다.  

VEGFR-TKI 투여 이후 추적관찰 종료일 전에 사망 또는 전원, 

추적관찰 누락(follow-up loss)한 경우에는 중단절단 처리하였다(censored 

case). 

 

2.3.2 연구 자료 수집 

서울아산병원 전자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여 전이성 신세포암의 

치료를 위해 VEGFR-TKI를 투여 받은 환자들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환자의 인구학적 특성 정보는 VEGFR-TKI 투여 시작일을 기준으로 

나이, 성별, 키, 체중, 투여 전후 사구체여과율(glomerular filtration rate, 

GFR), 빌리루빈(bilirubin)을 수집하였다.  

환자의 질병 정보로는 신세포암의 조직학적 특성과 신세포암의 진단 

당시 나이를 수집하였으며, 기저질환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statin 

복용여부, levothyroxine 복용여부, 흡연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또한, 이전 항암제 투약력과, VEGFR-TKI의 혈중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상호작용을 일으키는 simvastatin, rosuvastatin, macrolide계열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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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ole계열 약물, proton pump inhibitor, rifampicin, carbamazepine, phenytoin의 

병용여부도 함께 수집하였다.  

약물요법과 관련된 항목으로는 VEGFR-TKI의 종류, VEGFR-TKI의 

시작용량과 최종용량, VEGFR-TKI의 시작날짜와 종료날짜 등이 

포함되었다.  

이전 항암치료와 관련해서는 항암치료를 처음 시작한 날짜, 이전에 

투약 받았던 항암치료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 평가를 위해 이상반응 발생 여부, 

이상반응 발생날짜, 이상반응으로 인한 약물 감량 및 중단 여부와 시점, 

이상반응 호전여부, 발생에서 호전까지의 시간, 이상반응 치료방법이 

수집되었고,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단코드를 통한 

심혈관계 질환 유무, 항고혈압약물 투약력, Urine albumin, Urine 

Protein/Creatinine ratio, 갑상선 자극 호르몬(thyroid stimulating hormone, 

TSH), 초음파로 측정한 좌심실 박출률(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LVEF), 항혈전제 투약력, levothyroxine 투약력, 지혈제 투약력, 

수혈이력이 수집되었다. 이상반응과 관련된 의무기록을 참고하였다.  

 

2.3.3 평가변수 및 평가방법 

 본 연구의 일차 결과변수는 VEGFR-TKI를 투여 받은 환자에서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의 전체 및 중증 이상반응 발생률이었다.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은 WHO-UMC 인과성 평가 도구[7]에 따라 

“가능함(possible)” 이상으로 평가된 것이 포함되었고, National Cancer 

Institute Common Terminology Criteria for adverse events (NCI CTCAE) version 

5.0 [8] 기준으로 평가하여 치료 혹은 용량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2등급 이상만을 이상반응으로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은 고혈압, 단백뇨, 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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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전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좌심실 기능부전으로 정의하였다. 고혈압의 

경우, 항고혈압약제를 새로 시작하거나 새로운 계열의 약제가 추가된 

경우 혹은 기존 약제에서 용량을 증량한 경우를 포함하였다. 단백뇨는 

소변 검사에서 2+ 이상 관찰되거나 Urine Protein/Creatinine ratio 

(UPCR)에서 1.02 mg/g이상으로 관찰된 경우를 포함하였다.  CTCAE에는 

24hr-Urine Protein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검사의 불편함으로 인해 

데이터가 많지 않아 UPCR과 24hr-Urine Protein의 상관성을 분석한 

연구를 통해 UPCR 1.02 mg/g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9]. 

 갑상선기능저하증은 levothyroxine을 새로 시작하거나 기존에 복용하던 

용량보다 증량한 경우를 포함하였다. 혈전증은 정맥혈전색전증, 

동맥혈전색전증과 관련된 진단을 새로 받거나, 저분자량헤파린(low 

molecular weight heparin, LMWH), 경구 항응고제 등의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확인하고, 의무기록을 참고하여 VEGFR-TKI와의 인과성평가를 

시행하였다. 출혈은 출혈과 관련된 진단을 새로 받거나, epinephrine 

외용제, tranexamic acid, 정맥 내 투여 Proton Pump Inhibitor (PPI) 등 출혈과 

관련된 약제를 투약하거나 적혈구 수혈을 받는 경우를 수집하였고 

의무기록을 참고하여 VEGFR-TKI와의 인과성 평가를 시행하였다. 

좌심실 기능부전은 관련 진단을 새로 받았거나 심장초음파검사에서 

LVEF가 50% 미만으로 감소 혹은 기저 LVEF에서 10% 이상 감소한 것을 

포함시켰으며, 의무기록을 참고하여 VEGFR-TKI와의 인과성 평가를 

시행하였다[Table 2].   

 발생률은 이상반응별, VEGFR-TKI별로 분류하여 조사하였으며, 

누적발생률(cumulative incidence)과 발생률(incidence rate)을 산출하였다.  

 중증도에 따른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의 발생률은 NCI CTCAE 

기준으로 모든 등급과 3등급 이상으로 나누어 발생 빈도와 백분율로 

평가하였다.  



 

 12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의 발생시점은 VEGFR-TKI를 처음 투약한 

시점으로부터 이상반응이 관찰된 시점까지의 기간(일)으로 보았으며, 

VEGFR-TKI별로 중위값으로 나타내었다.  

 VEGFR-TKI들 간의 누적발생률과 발생시점을 비교하기 위해 이전에 

VEGFR-TKI를 투약하지 않았던 군과 이전에 VEGFR-TKI를 투약한 

경험이 있는 군으로 각각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조건이 유사한 

대상들끼리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대상 환자 수의 균형을 고려하여 

VEGFR-TKI를 투약하지 않았던 군의 분석에서는 1차 치료제로 빈번하게 

사용하는 pazopanib, sorafenib, sunitinib만 포함하여 분석하였고, VEGFR-

TKI를 투약한 경험이 있는 군의 분석에서는 5가지 모든 약제를 

포함하여 분석했다.    

 본 연구의 이차 결과변수는 VEGFR-TKI를 투여 받은 환자에서 

혈관신생 억제 이상반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이었다. 대상 

환자를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 발생군과 비발생군으로 나누어 

나이, 성별,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신세포암의 조직학적 특성, 

진단 당시 나이, 기저질환(고혈압, 당뇨병, statin 사용, levothyroxine 사용, 

흡연력), 이전 VEGFR-TKI 투약여부, 투여 전 사구체여과율과 빌리루빈, 

시작용량, 약물 상호작용, VEGFR-TKI의 변수를 사용하여 단변량 분석을 

한 결과 유의한 위험인자로 분석된 변수와 임상적으로 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변수들을 다변량 분석의 변수로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이전 VEGFR-TKI 투약 여부를 통해 환자의 질병 중증도를 

보정하였으며, 분석대상을 이전 VEGFR-TKI 투약하지 않은 군과 투약을 

경험한 군으로 나누어 위험 인자 분석을 시행하였다.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이 치료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용량 강도(dose intensity)를 계산하였다. 용량 강도는 

치료기간 동안 환자가 투약한 모든 용량을 합친 뒤 치료기간으로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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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의 상용량을 나눈 값이다. 용량 강도 값은 용량 감량이 일어났거나, 

투약 중지가 일어나면 1보다 감소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용량 강도 

값이 0.7 이하로 감소하였을 때를 ‘낮은 치료용량강도’라고 지칭하였다. 

동일한 환자에서 다른 VEGFR-TKI를 투여한 것은 별도의 에피소드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기 다른 VEGFR-TKI를 연속해서 사용했을 경우, 

wash-out 기간은 이전 투약했던 VEGFR-TKI 반감기의 5배로 설정하였다. 

각 약제 별 wash-out 기간은 axitinib 2일, cabozantinib 21일, pazopanib 7일, 

sorafenib 10일, sunitinib 13일로 설정하였다. 이전 VEGFR-TKI의 사용 종료 

후 연속적으로 다른 종류의 VEGFR-TKI를 사용하면서 나타난 

이상반응은 wash-out 기간 내에 발생하였다면 이전 항암제로 인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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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TCAE* based antiangiogenesis-related adverse events 

UPCR, Urine Protein/Creatinine Ratio; LMWH, Low Molecular Weight Heparin; UFH, Unfractionated Heparin; DOAC, Direct Oral Anticoagulant 
* NCI CTCAE ver 5.0 National Cancer Institute Common Terminology Criteria for Adverse Events 
** Descriptions in bold font indicate modified criteria that were used for operationally defining each clinical condition in the study. 

 Grade 1 Grade 2 Grade 3 Grade 4 

Hypertension SBP 120 - 139 mmHg  
or DBP 80 - 89 mmHg 

SBP 140 - 159 mmHg or  
DBP 90 - 99 mmHg if previously WNL; 
symptomatic increase by >20 mmHg 
(diastolic) or to >140/90 mmHg;  

monotherapy indicated initiated;  

SBP ≥160 mm Hg or DBP ≥100 
mmHg; 

more than one drug or more 

intensive therapy than previously 

used indicated;  

Life-threatening consequences 
(e.g., malignant hypertension, 
transient or permanent neurologic 
deficit, hypertensive crisis);  

urgent intervention (labetalol) 

indicated  

Proteinuria 1+ proteinuria;  
urinary protein ≥ ULN - 
<1.0 g/24 hrs  

2+ and 3+ proteinuria;  
urinary protein 1.0 - <3.5 g/24 hrs  

UPCR ≥1.02 mg/g  

4+ proteinuria; 
urinary protein ≥3.5 g/24 hrs 

UPCR >2.43mg/g   

- 

Hypothyroidism Asymptomatic;  
clinical or diagnostic 
observations only;  
intervention not indicated 

Symptomatic;  

thyroid replacement indicated;  

Severe symptoms;  
limiting self-care ADL; 
hospitalization indicated   

Life-threatening consequences; 
urgent intervention indicated  

Thrombosis Medical intervention not 
indicated (e.g., superficial 
thrombosis)   

Medical intervention indicated  
(e.g., LMWH, UFH, DOAC) 

Urgent medical intervention 

indicated  

(e.g., pulmonary embolism or 

intracardiac thrombus)   

Life-threatening consequences 
with hemodynamic or neurologic 
instability  

Left ventricular 

dysfunction 

- Resting ejection fraction (EF) 50 - 

40%; 
10 - 19% drop from baseline  

Resting ejection fraction (EF) 39 - 

20%;  
≥ 20% drop from baseline 

Resting ejection fraction (EF) < 

20%   

Bleeding Mild symptoms; 
intervention not indicated  

Moderate symptoms; 

intervention indicated  
(e.g., tranexamic acid, epinephrine 

solution, IV proton pump inhibitor) 

Transfusion indicated;  
invasive intervention indicated; 
hospitalization   

Life-threatening consequences;  
urgent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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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통계 방법 

 연속형 변수는 중앙값과 범위로 제시되었고,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결과분석 하였다. 범주형 변수는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였고,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결과분석 하였다. 3군 이상의 비교 분석에서는 사후 

검정으로 본페로니 검정을 하였다.  

 이상반응의 발생양상은 누적발생률(incidence proportion)과 

발생률(incidence rate)로 산출하였다.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위해 

다변량 콕스 비례위험 모형을 이용하였다. VEGFR-TKI의 용량강도가 0.7 

이하로 감소하는 것과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 발생과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SAS software, version 9.4 (SAS Institute, Cary, NC, USA)을 

사용하였으며, 양측검정으로 p-value < 0.05인 것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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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결과 

3.1 환자군 특성 

 200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전이성 

신세포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axitinib, cabozantinib, pazopanib, sorafenib, 

sunitinib의 투여를 시작한 전체 건수는 1021건이었다. 이 중 임상시험에 

참여한 20건을 제외하고, 의무기록이 미비한 13건이 제외되어 총 

988건의 증례가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Figure 1]. VEGFR-TKI를 2개 이상 

투약한 환자는 210명으로 전체 환자 수는 723명이었다. 같은 환자에서 

다른 VEGFR-TKI를 투여한 경우 개별 환자로 간주하고 분석하였다. 

Axitinib을 투여 받은 환자가 101명, cabozantinib을 투여 받은 환자가 91명, 

pazopanib을 투여 받은 환자가 318명, sorafenib을 투여 받은 환자가 79명, 

sunitinib을 투여 받은 환자가 399명이었다. VEGFR-TKI를 투여 받은 

환자의 연령 중위값은 61세로 65세 이상이 372명(37.6%)였다. 연구대상자 

중 742명(75.1%)이 남성이었으며 신세포암의 조직학적 특징은 

투명세포암이 892명(90.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신세포암의 진단 

당시 나이의 중위값은 56세로 65세 이상이 271명(27.4%)이었다. 이전에 

고혈압이 있는 환자는 421명(42.6%)이고, 당뇨병은 175명(17.7%), statin을 

복용 중인 이상지질혈증 환자는 123명(12.5%), levothyroxine을 복용 중인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는 139명(14.1%)로 나타났다.  총 896명(90.7%)의 

환자가 VEGFR-TKI 투여 전 총빌리루빈 1 mg/dL 이하였으며, 

682명(68.3%)의 환자가 VEGFR-TKI 투여 전 GFR이 60 ml/min/1.73㎡ 

이상이었다. Pazopanib, sunitinib은 각각 70.4%, 79.7%에서 1차 치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sorafenib은 49.4%가 1차 치료로 사용되었다. Axitinib은 

87.1%에서 2차 이상의 치료로 사용되었고, cabozantinib은 72.5%가 3차 

이상의 치료로 사용되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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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치료와 관련된 특성을 살펴보면 12.6%가 시작용량을 감량된 

용량으로 투여하였다. 이전 VEGFR-TKI 사용을 보면 pazopanib 투여자와 

sunitinib 투여자의 각각 78.9%, 88.0%는 처음으로 VEGFR-TKI를 

사용했음을 확인하였고, sorafenib의 경우 53.2%가 처음으로 VEGFR-

TKI를 사용하였고 35.4%는 과거 1종의 VEGF-TKI를 사용하였다. Axitinib 

투여자의 58.4%가 이전 VEGFR-TKI 사용 종류가 1종이고, 16.9%가 과거 

2종 이상의 VEGF-TKI를 사용했다. Cabozantinib의 51.7%가 과거 VEGFR-

TKI를 1종 사용하였고, 42.9%가 과거 2종 이상의 VEGF-TKI를 사용했다. 

 이전에 사용한 항암제를 살펴보면 VEGFR-TKI뿐 아니라, pembrolizumab, 

nivolumab, atezolizumab 등의 면역관문억제제가 있었고 axitinib 투여자 중 

2명은 pembrolizumab과 병용하여 투약하였다. 그리고 그 밖에 전이성 

신세포암의 약제로 aldesleukin, everolumus, gemcitabine, temsirolimus 등을 

사용하였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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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atient sele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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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Characteristics of demographic, baseline disease and prior treatments 

  Total Axitinib Cabozantinib Pazopanib Sorafenib Sunitinib 

  (N=988) (N=101) (N=91) (N=318) (N=79) (N=399) 

Age, (median years (range)) 61 (19-87) 62 (19-83) 62 (19-82) 64 (28-86) 62 (29-85) 57 (24-87) 

< 65 years, n (%) 616 (62.4) 61 (60.4) 53 (58.2) 161 (50.6) 46 (58.2) 295 (73.9) 

≥ 65 years, n (%) 372 (37.6) 40 (39.6) 38 (41.8) 157 (49.4) 33 (41.8) 104 (27.9) 

BMI¹, (median kg/m² (range)) 
23.1 

(13.6-40.0) 
23.1 

(17.5-32.6) 
22.7 

(16.8-32.6) 
23.1 

(13.6-36.5) 
23.1 

(16.4-32.4) 
23.3 

(16.0-40.0) 

< 18.5 kg/m², n (%) 62 (6.3) 6 (5.9) 6 (6.6) 23 (7.2) 6 (7.6) 21 (5.3) 

18.5 - 22.9 kg/m², n (%) 406 (41.1) 38 (37.6) 44 (48.4) 127 (39.9) 33 (41.8) 164 (41.1) 

23.0 - 27.5 kg/m², n (%) 431 (43.6) 47 (46.5) 35 (38.5) 142 (44.7) 33 (41.8) 174 (43.6) 

> 27.5 kg/m², n (%) 89 (9.0) 10 (9.9) 6 (6.6) 26 (8.2) 7 (8.9) 40 (10.0) 

Sex, n (%)        

Male 742 (75.1) 75 (74.3) 66 (72.5) 231 (72.6) 58 (73.5) 312 (78.2) 

Female 246 (24.9) 26 (25.7) 25 (27.5) 87 (27.4) 21 (26.5) 87 (21.8) 

Histology, n (%)       

Clear cell carcinoma 892 (90.3) 92 (91.1) 81 (89.0) 287 (90.2) 71 (89.9) 361 (90.5) 

Non clear cell carcinoma 96 (9.7) 9 (8.9) 10 (11.0) 31 (9.8) 8 (10.1) 38 (9.5) 

Age at diagnosis, (median years (range)) 56 (17-86) 53.5 (17-80) 56 (17-73) 60 (26-84) 56 (28-82) 55 (23-86) 

< 65 years, n (%) 717 (72.6) 78 (77.2) 75 (82.4) 191 (60.1) 54 (68.4) 319 (80.0) 

≥ 65 years, n (%) 271 (27.4) 23 (22.8) 16 (17.6) 127 (40.0) 25 (31.7) 80 (20.1) 

BMI, Body Mass Index 

¹ Categorized according to Asian criteria: underweight <18.5, normal 18.5-22.9, overweight 23.0-27.5, obese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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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racteristics of demographic and baseline disease (Continued) 
  Total Axitinib Cabozantinib Pazopanib Sorafenib Sunitinib 

  (N=988) (N=101) (N=91) (N=318) (N=79) (N=399) 

Baseline GFR, n (%) 
 

< 30 ml/min/1.73㎡ 45 (4.6) 8 (7.9) 6 (6.6) 17 (5.4) 4 (5.1) 10 (2.6) 

30-59 ml/min/1.73㎡  268 (27.1) 27 (26.7) 27 (29.7) 81 (25.9) 31 (39.2) 102 (26.3) 

60-89 ml/min/1.73㎡  503 (50.9) 39 (38.6) 36 (39.6) 166 (53.0) 38 (48.1) 224 (57.7) 

≥ 90 ml/min/1.73㎡  172 (17.4) 27 (26.7) 22 (24.2) 54(17.0) 6 (7.6) 63 (15.8) 

Baseline total bilirubin, n (%) 
 

< 1 mg/dL   896 (90.7) 86 (85.2) 85 (93.4) 296 (93.1) 72 (91.1) 357 (89.5) 

≥ 1 mg/dL   92 (9.3) 15 (14.9) 6 (6.6) 22 (6.9) 7 (8.9) 42 (10.5) 

Underlying disease, n (%) 
      

Hypertension 421 (42.6) 52 (51.5) 38 (41.8) 141 (44.3) 34 (43.0) 156 (39.1) 

Diabetes mellitus 175 (17.7) 18 (17.8) 11 (12.1) 55 (17.3) 18 (22.8) 73 (18.3) 

Dyslipidemia 123 (12.5) 16 (15.8) 11 (12.1) 45 (14.2) 7 (8.9) 44 (11.0) 

Hypothyroidism 139 (14.1) 18 (17.8) 11 (12.1) 42 (13.2) 17 (21.5) 51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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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ior and concurrent treatment patterns  
 

 

 

 

 

 

 

 

 

 

 

 

 

 

 

 

 

 

 

 

 

 

 

 

 

 

 

 

 

 

 

 

 
VEGFR-TKI,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Tyrosine Kinase Inhibitor; DDI, Drug-Drug interaction; RCC, Renal Cell Carcinoma 
¹ Full dose is defined daily dose (DDD) except axitinib, since axitinib starts at doses lower than DDD.  
² Immune checkpoint inhibitors included nivolumab, ipilimumab, pembrolizumab, and atezolizumab. Two of axitinib were administered in combination with pembrolizumab. 
³ Others included aldesleukin, everoliumus, gemcitabine, temsirolimus, etc.

  Total Axitinib Cabozantinib Pazopanib Sorafenib Sunitinib 

  (N=988) (N=101) (N=91) (N=318) (N=79) (N=399) 

VEGFR-TKI initial dose, n (%) 
      

Full dose¹ 863 (87.4) 88 (87.1) 81 (89.0) 265 (83.6) 74 (93.7) 355 (89.0) 

Reduced dose 124 (12.6) 13 (12.9) 10 (11.0) 52 (16.4) 5 (6.3) 44 (11.0) 

Prior RCC therapies, n (%)       

0 596 (60.3) 13 (12.9) 2 (2.2) 224 (70.4) 39 (49.4) 318 (79.7) 

1 210 (21.3) 55 (54.5) 23 (25.3) 57 (17.9) 18 (22.8) 57 (14.3) 

≥ 2 182 (18.4) 33 (32.6) 66 (72.5) 37 (11.7) 22 (27.9) 24 (6) 

Number of previously used VEGFR-TKI, n (%) 
      

0 674 (68.2) 25 (24.8) 5 (5.5) 251 (78.9) 42 (53.2) 351 (88.0) 

1 242 (24.5) 59 (58.4) 47 (51.7) 62 (19.5) 28 (35.4) 46 (11.5) 

2 63 (6.4) 14 (13.9) 33 (36.3) 5 (1.6) 9 (11.4) 2 (0.01) 

3 9 (0.91) 3 (3.0) 6 (6.6) 0 (0.0) 0 (0.0) 0 (0.0) 

Previous systemic agents, n (%) 
      

Axitinib 51 (5.2) 0 (0.0) 37 (40.7) 7 (2.2) 0 (0.0) 7 (1.8) 

Cabozantinib 5 (0.3) 3 (3.0) 0 (0.0) 0 (0.0) 1 (1.3) 1 (0.3) 

Pazopanib 140 (14.2) 45 (44.6) 45 (49.5) 0 (0.0) 16 (20.3) 34 (8.5) 

Sorafenib 26 (2.6) 6 (5.9) 4 (4.4) 8 (2.5) 0 (0.0) 8 (2.0) 

Sunitinib 173 (17.5) 42 (41.6) 45 (49.5) 57 (17.9) 29 (36.7) 0 (0.0) 

Immune checkpoint inhibitors²  76 (7.7) 14 (13.9) 37 (40.7) 11 (3.5) 2 (2.5) 12 (3.0) 

Others³ 176 (17.8) 27 (26.7) 28 (30.8) 54 (17.0) 24 (30.4) 43 (10.8) 

Concomitant drug that causes DDI, n (%) 
      

Simvastatin or rosuvastatin - - - 79 (24.8) - - 

Proton pump inhibitor - - - 58 (18.2) 21 (26.6) - 

Azole - 1 (1.0) 3 (3.3) 3 (0.9) - 12 (3.0) 

Macrolide - 0 (0.0) 0 (0.0) 3 (0.9) - 6 (1.5) 

Rifampicin 7 (0.7) 2 (2.0) 2 (2.2) 0 (0.0) 3 (3.8) 0 (0.0) 

Carbamazepine 2 (0.2) 0 (0.0) 0 (0.0) 0 (0.0) 1 (1.3) 1 (0.3) 

Phenytoin 1(0.1) 0 (0.0) 0 (0.0) 0 (0.0) 1 (1.3)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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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VEGFR-TKI를 처음 투약한 환자에서의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 발생률 

3.2.1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 발생률 

VEGFR-TKI의 투약력이 없이 처음으로 pazopanib, sorafenib, sunitinib을 

투약한 환자 644명 중 419명이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을 경험하여 

이를 통해 계산된 누적발생률과 발생률은 각각 65.1%, 1.11건/환자-

년(patients-years)이다. 이 중 3등급 이상의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는 223명으로 누적 발생률과 발생률은 34.6%, 0.34건/환자-년이었다 

[Table 5, 6].  

 

3.2.2 이상반응 유형별 발생 

이상반응 유형별 누적발생률을 비교하였을 때, 고혈압이 48.6%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고, 단백뇨(24.7%), 갑상선기능저하증이 212명(22.7%), 

출혈(10.2%), 혈전증(3.9%), 좌심실 기능부전(1.9%) 순으로 나타났다.  

3등급 이상의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은 고혈압(27.0%), 

단백뇨(6.8%), 출혈(5.0%) 순으로 나타났다[Figure 2].  

 

3.2.3 VEGFR-TKI 성분별 이상반응 발생 

VEGFR-TKI를 처음 투약한 군에서는 pazopanib, sorafenib, sunitinib을 

비교하였는데 3등급 이상의 고혈압 이상반응과 전체 

갑상선기능저하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 결과 pazopanib 

투여자(31.9%)가 sunitinib 투여자(22.8%) 보다 3등급 이상의 고혈압 

이상반응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p-value < 0.05). 또한 전체 

갑상선기능저하증의 경우 sunitinib 투여자(29.1%)가 sorafenib 

투여자(14.3%)와 비교하여 다빈도로 발생하였으며, pazopanib 



 

 23 

투여자(15.1%)와 비교하여 높은 빈도로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p-value < 0.05) [Table 5]. 

 

3.2.4 용량감량 또는 투약중지가 필요한 이상반응 

 VEGFR-TKI를 처음 투약한 전체 환자 중 27.0%가 용량 감량이 

필요한 이상반응을 경험했고, 42.2%가 투약 중지를 초래하는 이상반응을 

경험하였다. 용량 감량 혹은 투약 중지가 필요한 환자는 전체의 47.0%에 

해당했다. 이는 고혈압(34.0%), 단백뇨(20.2%), 갑상선기능저하증(20.0%), 

출혈(7.9%), 혈전증(3.0%), 좌심실 기능부전(1.2%)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7].  

 

3.2.5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의 발생시점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의 발생시점을 중위 값으로 나타낸 결과, 

VEGFR-TKI를 처음 투약한 전체 환자의 전체 이상반응 발생시점은 

42일로 나타났다. 중증 이상반응에서는 43일로 유사한 값을 나타났다. 

이상반응 별로 살펴보면 고혈압이 32일, 좌심실 기능부전 116일, 혈전증 

141일, 출혈 146일, 단백뇨 194일, 갑상선기능저하증 247일 순으로 

나타났다. VEGFR-TKI 별로 확인하였을 때, 전체 이상반응에서 pazopanib 

28일, sunitinib 42일, sorafenib 134일 순으로 확인되었다. 중증 

이상반응에서는 pazopanib 28일, sunitinib 46일, sorafenib 205일 순으로 

확인되었다 [Table 8] [Figure 3].  

VEGFR-TKI를 처음 투약한 군에서 VEGFR-TKI 약제 별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의 발생시점을 비교하였을 때 사후 검정 결과, 

sorafenib이 중위 값 134일로 sunitinib (42일), pazopanib (28일)과 비교하여 

전체 혈관신생 억제 이상반응의 발생 시작 시점이 투여시작으로부터 더 

늦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p-value < 0.05). 3등급 이상의 고혈압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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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afenib (139일)이 pazopanib (22일), sunitinib (35일)에 비해 늦게 발생하고, 

전체 단백뇨에서도 sorafenib (587일)이 pazopanib (165일), sunitinib 

(178일)에 비해 늦게 발생하였다. 전체 갑상선기능저하증에서는 

sorafenib의 발생 시작 시점이 260일로 pazopanib (213일)보다 늦고, 

sunitinib (266일)보다 빠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p-value < 0.05) [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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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ncidence proportion of antiangiogenesis-related adverse events in VEGFR-TKI naïve patients  

    
  Total 

  (N=644) 
  Pazopanib 
  (N = 251) 

  Sorafenib 
  (N = 42) 

  Sunitinib 
  (N = 351)  

    N (%) N (%) N (%) N (%) p-value* 

Overall  
antiangiogenesis-  

related AE 

Any grade 419 (65.1) 170 (67.7) 21 (50.0)  228 (65.0) 0.083 

Grade 3-4 223 (34.6) 95 (37.9) 16 (38.1) 112 (31.9) 0.284 

Hypertension Any grade 313 (48.6) 135 (53.8) 16 (38.1)  162 (46.2)  0.067 

Grade 3-4 174 (27.0) 80 (31.9) 14 (33.3)  80 (22.8) 0.030¹ 

Proteinuria Any grade 159 (24.7) 59 (23.5) 8 (19.1) 92 (26.2)  0.510 

Grade 3-4 44 (6.8) 19 (7.6) 2 (4.8) 23 (6.6)  0.763 

Hypothyroidism Any grade 146 (22.7) 38 (15.1)  6 (14.3)  102 (29.1)  0.0001² 

Bleeding Any grade 66 (10.2) 21 (8.4) 2 (4.8)  43 (12.3)  0.144 

Grade 3-4 32 (5.0) 9 (3.6) 1 (2.4)  22 (6.3)  0.239 

Left ventricular  

dysfunction 
Any grade 12 (1.9) 6 (2.4) 1 (2.4)  5 (1.4) 0.666 

Grade 3-4 1 (0.2) 1 (0.4)  0 (0.0)  0 (0.0)  0.457 

Thrombosis Any grade 25 (3.9) 9 (3.6) 2 (4.8)  14 (4.0)  0.925 

Grade 3-4 16 (2.5) 6 (2.4) 0 (0.0)  10 (2.9)  0.530 

AE, Adverse Events; VEGFR-TKI,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Tyrosine Kinase Inhibitor  
* p-value was from chi square test.  
¹ p-value < 0.05, Bonferroni’s post hoc analysis: ‘pazopanib’ (31.9%) vs ‘sunitinib’ (22.8%) 
² p-value < 0.05, Bonferroni’s post hoc analysis: ‘sorafenib’ (14.3%) vs ‘sunitinib’ (29.1%), ‘pazopanib’ (15.1%) vs ‘sunitinib’ (29.1%) 
Note: To compare the incidence proportion and median time to onset among VEGFR-TKI, we divide it into groups that have not previously administered VEGFR-TKI 
(VEGFR-TKI naïve) and those who have previously administered VEGFR-TKI (VEGFR-TKI-experienced). Considering the balance of the number of patients being compared, 
analysis of patients that have not administered VEGFR-TKI included only pazopanib, sorafenib, sunitinib, which are frequently used as primary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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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Incidence rate of antiangiogenesis-related adverse events in VEGFR-TKI naïve patients 

  
                               

Total 

(N=644) 

/ Patient-years 

Pazopanib 
(N = 251) 

/ Patient-years 

Sorafenib 
(N = 42) 

/ Patient-years 

Sunitinib 
(N = 351) 

/ Patient-years 

Overall 
antiangiogenesis-

related AE 

any grade 1.11 1.25 0.48 1.16 

grade 3-4 0.34 0.44 0.32 0.29 

Hypertension any grade 0.61 0.80 0.32 0.55 

grade 3-4 0.25 0.34 0.27 0.19 

Proteinuria any grade 0.21 0.19 0.11 0.24 

grade 3-4 0.05 0.06 0.03 0.05 

Hypothyroidism any grade 0.20 0.13 0.09 0.29 

Bleeding any grade 0.08 0.06 0.03 0.09 

grade 3-4 0.04 0.03 0.01 0.05 

Left 
ventricular  

dysfunction 

any grade 0.01 0.02 0.01 0.01 

grade 3-4 0.001 0.003 0 0 

Thrombosis any grade 0.03 0.03 0.03 0.03 

grade 3-4 0.02 0.02 0 0.02 

AE, Adverse Events; VEGFR-TKI,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Tyrosine Kinase Inhib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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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ntiangiogenesis-related AEs requiring treatment modification in VEGFR-TKI naïve patients (Total=644) 
 

 

 

 

 

 

 

 

 

 

 

 

 

 
 

 

 

 

 

AE, Adverse Events; VEGFR-TKI,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Tyrosine Kinase Inhibitor  

 

 

 
  Dose reduction Hold 

Treatment modification 

(Both dose reduction and hold) 

    N (%) N (%) N (%) 

Overall  

antiangiogenesis- 

related AE 

any 174 (27.0) 272 (42.2) 303 (47.0) 

severe 96 (14.9) 150 (23.3) 167 (25.9) 

Hypertension any 128 (19.9) 196 (30.4) 219 (34.0) 

severe 70 (10.9) 113 (17.5) 128 (19.9) 

Proteinuria any 67 (10.4) 120 (18.6) 130 (20.2) 

severe 15 (2.3) 37 (5.7) 37 (5.7) 

Hypothyroidism any 78 (12.1) 120 (18.6) 129 (20.0) 

Bleeding any 40 (6.2) 46 (7.1) 51 (7.9) 

severe 22 (3.4) 26 (4.0) 27 (4.2) 

Left ventricular  

dysfunction 
any 5 (0.8) 8 (1.2) 8 (1.2) 

severe 0 (0.0) 0 (0.0) 0 (0.0) 

Thrombosis any 13 (2.0) 17 (2.6) 19 (3.0) 

severe 6 (0.9) 10 (1.6)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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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ncidence of antiangiogenesis-related AE in VEGFR-TKI naïv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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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Median time to onset of antiangiogenesis-related AE in VEGFR-TKI naïve patients 

  
Total Pazopanib Sorafenib Sunitinib p-value* 

Median time to onset, days (interquartile range [IQR]) 
  

Overall  
antiangiogenesis-

related AE 

any 42 (14-131) 28 (14-109) 134 (28-445) 42 (15-130) 0.001¹ 

severe 43 (15-176) 28 (13-109) 205 (78-401.5) 46 (18.5-200.5) 0.044** 

Hypertension any 32 (14-105) 22 (13-77) 130.5 (29-319) 42 (15-119) 0.041** 

severe 28 (14-115) 21.5 (13-91) 138.5 (34-358) 35 (14-69.5) 0.035² 

Proteinuria any 194 (54-339) 165 (96-401) 586.5 (262.5-1721.5) 177.5 (24-267..5) <0.0001³ 

severe 269.5 (97-462) 143 (77-378) 280.5 (221-340) 306 (194-664) 0.268 

Hypothyroidism any 247 (113-413) 213 (114-393) 259.5 (66-1582) 266 (113-419) 0.0014 

Bleeding any 146 (47-360) 182 (96-378) 234.5 (13-456) 91 (45-340) 0.909 

severe 154.5 (72-353.5) 155 (96-360) 456 (456-456) 142.5 (50-340) 0.505 

Left ventricular  

dysfunction 

any 115.5 (28.5-525.5) 37.5 (22-133) 519 (519-519) 532 (98-1259) 0.141 

severe 40 (40-40) 40 (40-40) 0 0 - 

Thrombosis any 141 (58-366) 58 (20-366) 347.5 (28-667) 151 (129-254) 0.947 

severe 138.5 (52.5-300) 183 (14-469) 0 138.5 (116-250) 0.286 

AE, Adverse Events; VEGFR-TKI,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Tyrosine Kinase Inhibitor  
* p-value was from one-way ANOVA. 
**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Bonferroni’s post hoc analysis 
¹ p-value < 0.05, Bonferroni’s post hoc analysis : ‘sorafenib’ (134 days) vs ‘pazopanib’ (28 days), ‘sunitinib’ (42 days) 

² p-value < 0.05, Bonferroni’s post hoc analysis : ‘sorafenib’ (138.5 days) vs ‘pazopanib’ (21.5 days), ‘sunitinib’ (35 days) 
³ p-value < 0.05, Bonferroni’s post hoc analysis : ‘sorafenib’ (586.5 days) vs ‘pazopanib’ (165 days), ‘sunitinib’ (177.5 days) 
4 p-value < 0.05, Bonferroni’s post hoc analysis: ‘sorafenib’ (259.5 days) vs ‘pazopanib’ (213 days), ‘sunitinib’ (266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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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3] Probability of antiangiogenesis-related adverse events in VEGFR-TKI naïv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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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VEGFR-TKI의 투약력이 있는 환자에서의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 발생률 

3.3.1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의 발생 

VEGFR-TKI의 투약력이 있는 환자 314명 중 172명이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을 경험하여 이를 통해 계산된 누적발생률과 발생률은 

각각 54.8%, 1.02건/환자-년(patients-years)이다. 이 중 3등급 이상의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는 113명으로 누적 발생률과 발생률 36.0%, 

0.53건/환자-년 이었다 [Table 9, 10].  

 

3.3.2 이상반응 유형별 발생 

이상반응 유형별 누적발생률을 비교하였을 때, 고혈압이 35.0%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고, 단백뇨(22.3%), 갑상선기능저하증(14.0%), 

출혈(8.0%), 혈전증(3.2%), 좌심실 기능부전(1.3%) 순으로 나타났다.  

3등급 이상의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은 고혈압(29.3%), 

단백뇨(8.9%), 출혈(4.8%) 순으로 나타났다 [Figure 4].  

 

3.3.3 VEGFR-TKI에 따른 이상반응 발생 

이전에 VEGFR-TKI를 투약한 경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axitinib, 

cabozantinib, pazopanib, sorafenib, sunitinib 투여자를 비교하였는데 전체 

혈관신생 억제 이상반응과 전체 갑상선기능저하증, 전체 출혈 

이상반응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 결과, 전체 혈관신생 

억제 이상반응에서 sorafenib 투여자(24.3%)가 axitinib (56.6%), cabozantinib 

(64.0%), pazopanib (55.2%), sunitinib (58.3%) 4가지 약제 투여자에 비해 

낮은 빈도를 나타냈다(p-value < 0.05). 전체 갑상선기능저하증 

이상반응에서는 sorafenib 투여자가 0명(0%)으로 axitinib (29.6%), 



 

 32 

cabozantinib (18.6%), sunitinib (20.8%)에 비해 매우 낮은 빈도를 

나타냈다(p-value < 0.05). 전체 출혈 이상반응에서는 sunitinib (16.7%)이 

cabozantinib (3.5%)에 비하여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p-value < 0.05) [Table 9].  

 

3.3.4 용량감량 또는 투약중지가 필요한 이상반응 

이전에 VEGFR-TKI를 투약한 경험이 있는 전체 환자 중 20.1%가 

용량감량이 필요한 이상반응을 경험했고, 32.8%가 투약중지를 초래하는 

이상반응을 경험하였다. 용량감량 혹은 투약중지가 필요한 환자는 

전체의 38.2%에 해당했다. 이는 고혈압(25.5%), 단백뇨(16.2%), 

갑상선기능저하증(12.1%), 출혈(4.5%), 혈전증(2.9%), 좌심실 

기능부전(1.0%)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1].  

 

3.3.5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의 발생시점 

 발생시점을 중위 값으로 나타낸 결과, VEGFR-TKI를 투약한 경험이 

있는 환자의 전체 이상반응 발생시점은 34일로 나타났다. 중증 

이상반응에서는 28일로 더 빠른 발생을 보였다. 이상반응 별로 살펴보면 

고혈압이 28일, 혈전증 95일, 출혈 148일, 갑상선기능저하증 166일, 

단백뇨 191일, 좌심실 기능부전 223일 순으로 나타났다. VEGFR-TKI 

별로 확인하였을 때, 전체 이상반응에서 axitinib과 pazopanib 28일, 

cabozantinib 30일, sorafenib 60일 sunitinib 78일 순으로 확인되었다. 중증 

이상반응에서는 pazopanib 26일, cabozantinib 28일, axitinib 35일, sunitinib 

37일, sorafenib 46일 순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2] [Figure 5].  

이전에 VEGFR-TKI를 투약한 경험이 있는 군에서 axitinib, cabozantinib, 

pazopanib, sorafenib, sunitinib을 비교하였을 때 사후 검정 결과, pazopanib이 

18일로 sunitinib (37일)에 비해 전체 고혈압과 3등급 이상의 고혈압의 

발생 시작 시점이 빠르게 나타났다(p-value < 0.05) [Tabl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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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9] Incidence proportion of antiangiogenesis-related AE in VEGFR-TKI treatment experienced patients 

      Total 
  (N=314) 

  Axitinib 
  (N=76) 

  Cabozantinib 
  (N=86) 

  Pazopanib 
  (N = 251) 

  Sorafenib 
  (N = 37) 

  Sunitinib 
  (N = 48)  

    N (%) N (%) N (%) N (%) N (%) N (%) p-value* 

Overall  
antiangiogenesis- 

related AE 

Any grade 172 (54.8) 43 (56.6) 55 (64.0) 37 (55.2) 9 (24.3) 28 (58.3) 0.002¹ 

Grade 3-4 113 (36.0) 28 (36.8) 34 (39.5) 27 (40.3) 7 (18.9) 17 (35.4) 0.221 

Hypertension Any grade 110 (35.0) 29 (38.2) 38 (44.2) 23 (34.3) 7 (18.9) 13 (27.1) 0.060 

Grade 3-4 92 (29.3) 24 (26.1) 29 (33.7) 20 (29.9) 7 (18.9) 12 (25.0) 0.499 

Proteinuria Any grade 70 (22.3) 20 (26.3) 20 (23.3) 13 (19.4) 5 (13.5) 12 (25.0) 0.570 

Grade 3-4 28 (8.9) 7 (9.2) 11 (12.8) 5 (7.5) 2 (5.4) 3 (6.3) 0.600 

Hypothyroidism Any grade 44 (14.0) 13 (29.6) 16 (18.6) 5 (7.5) 0 (0.0) 10 (20.8) 0.015² 

Bleeding Any grade 25 (8.0) 4 (5.3) 3 (3.5) 6 (9.0) 4 (10.8) 8 (16.7) 0.015³ 

Grade 3-4 15 (4.8) 2 (2.6) 1 (1.2) 5 (7.5) 3 (8.1) 4 (8.3) 0.162 

Left ventricular  

dysfunction 
Any grade 4 (1.3) 0 (0.0) 1 (1.2) 2 (3.0) 0 (0.0) 1 (2.1) 0.513 

Grade 3-4 3 (1.0) 0 (0.0) 1 (1.1) 1 (1.5) 0 (0.0) 1 (2.1) 0.740 

Thrombosis Any grade 10 (3.2) 3 (4.0) 3 (3.5) 4 (6.0) 0 (0.0) 0 (0.0) 0.325 

Grade 3-4 6 (1.9) 3 (4.0) 0 (0.0) 3 (4.5) 0 (0.0) 0 (0.0) 0.118 

AE, Adverse Events; VEGFR-TKI,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Tyrosine Kinase Inhibitor  
* p-value was from chi square test. 
¹ p-value < 0.05, Bonferroni’s post hoc analysis : ‘sorafenib’ (24.3%) vs ‘axitinib’ (56.6%), ‘cabozantinib’(64.0%), ‘pazopanib’ (55.2%), ‘sunitinib’ (58.3%) 

² p-value < 0.05, Bonferroni’s post hoc analysis : ‘sorafenib’ (0.0%) vs ‘axitinib’ (29.6%), ‘cabozantinib’ (18.6%) ‘sunitinib’ (20.8%) 
³ p-value < 0.05, Bonferroni’s post hoc analysis : ‘cabozantinib’ (3.5%) vs ‘sunitinib’ (16.7%) 
Note : To compare the incidence proportion and median time to onset among VEGFR-TKI, we divide it into groups that have not previously administered VEGFR-TKI 
(VEGFR-TKI naïve) and those who have previously administered VEGFR-TKI (VEGFR-TKI-experienced). The patients in this table are those who used VEGFR-TKI as the 
second or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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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Incidence rate of antiangiogenesis-related adverse events in in VEGFR-TKI treatment experienced patients  

  
                               

Total 
(N=314) 

/ Patient-years 

Axitinib 
(N=76) 

/Patient-years 

Cabozantinib 
(N=86) 

/ Patient-years 

Pazopanib 
(N = 251) 

/ Patient-years 

Sorafenib 
(N = 37) 

/ Patient-years 

Sunitinib 
(N = 48) 

/ Patient-years 

Overall  
antiangiogenesis-

related AE 

any grade 1.02 1.11 1.31 1.06 0.35 1.02 

grade 3-4 0.53 0.53 0.57 0.65 0.27 0.51 

Hypertension any grade 0.51 0.55 0.69 0.49 0.26 0.36 

grade 3-4 0.40 0.42 0.45 0.43 0.26 0.32 

Proteinuria any grade 0.25 0.33 0.24 0.22 0.16 0.30 

grade 3-4 0.09 0.10 0.13 0.07 0.07 0.07 

Hypothyroidism any grade 0.16 0.20 0.20 0.08 0 0.25 

Bleeding any grade 0.08 0.05 0.03 0.08 0.13 0.19 

grade 3-4 0.05 0.03 0.01 0.07 0.10 0.09 

Left  
ventricular  

dysfunction 

any grade 0.01 0 0.01 0.03 0 0.02 

grade 3-4 0.01 0 0.01 0.01 0 0.02 

Thrombosis any grade 0.03 0.04 0.03 0.05 0 0 

grade 3-4 0.02 0.04 0 0.04 0 0 

AE, Adverse Events; VEGFR-TKI,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Tyrosine Kinase Inhib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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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1] Antiangiogenesis-related AEs requiring treatment modification in VEGFR-TKI treatment experienced patients (Total=314) 

 

 

 

 

 

 

 

 

 

 

 

 

 

 
AE, Adverse Events; VEGFR-TKI,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Tyrosine Kinase Inhibitor  

 
 

   Dose reduction Hold Treatment modification 

(Both dose reduction and hold) 

  N (%) N (%) N (%) 

Overall 

antiangiogenesis- 

related AE 

any 63 (20.1) 103 (32.8) 120 (38.2) 

severe 45 (14.3) 67 (21.3) 81 (25.8) 

Hypertension any 44 (14.0) 66 (21.0) 80 (25.5) 

severe 39 (12.4) 55 (17.5) 67 (21.3) 

Proteinuria any 26 (8.3) 44 (14.0) 51 (16.2) 

severe 13 (4.1) 18 (5.7) 22 (7.0) 

Hypothyroidism any 21 (6.7) 34 (10.8) 38 (12.1) 

Bleeding any 8 (2.5) 12 (3.8) 14 (4.5) 

severe 5 (1.6) 7 (2.2) 9 (2.9) 

Left ventricular  

dysfunction 
any 1 (0.3) 3 (1.0) 3 (1.0) 

severe 0 (0.0) 2 (0.6) 2 (0.6) 

Thrombosis any 6 (1.9) 8 (2.5) 9 (2.9) 

severe 3 (1.0) 5 (1.6)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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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Incidence of antiangiogenesis-related AE in VEGFR-TKI treatment experienced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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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 Median time to onset of antiangiogenesis-related AE in VEGFR-TKI treatment experienced patients 

    Total Axitinib Cabozantinib Pazopanib Sorafenib Sunitinib p-value* 

Median time to onset, days (interquartile range [IQR]) 
  

Overall  
antiangiogenesis- 

related AE 

any 34 (19-116) 28 (28-98) 30 (18-126) 28 (14-70) 60 (42-78) 78 (21-249) 0.173 

severe 28 (17-75) 35 (27-138) 28 (18-32) 26 (14-48) 46 (29-75) 37 (21-231) 0.106 

Hypertension any 28 (16-56) 33 (28-67) 28(16-32) 18 (14-40) 46 (29-78) 37 (21-231) 0.018¹ 

severe 28 (16-56.5) 32 (22-86) 28 (18-32) 17.5 (14-37.5) 46 (29-78) 36.5 (21-234.5) 0.033² 

Proteinuria any 190.5 (35-290) 46.5 (28-269.5) 211 (115-243) 17 (16-70) 167 (74-260) 231 (48-322) 0.723 

severe 76 (26.5-154) 78 (26-165) 84 (27-140) 111 (66.5-258.5) 240.5 (147.5-300) 131 (39-439) 0.332 

Hypothyroidism any 165.5 (101.5-286) 146 (63-249) 155.5 (90.5-242.5) 129 (110-145) 0 212 (164-304) 0.304 

Bleeding any 148 (52-281) 50.5 (27.5-81.5) 148 (125-195) 287 (196-485) 179.5 (81.5-291) 151.5 (13-277) 0.126 

severe 195 (73-286) 81.5 (73-90) 195 (195-195) 286 (196-288) 88 (75-311) 140 (6-277) 0.624 

Left ventricular 

dysfunction 
any 223 (105.5-278.5) 0 181 (181-181) 161 (30-292) 0 265 (265-265) - 

severe 181 (30-265) 0 181 (181-181) 30 (30-30) 0 265 (265-265) - 

Thrombosis any 95 (28-284) 122 (34-513) 120 (22-284) 49 (26.5-189) 0 0 0.703 

severe 78 (28-308) 122 (34-513) 0 25 (28-308) 0 0 0.588 

AE, Adverse Events; VEGFR-TKI,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Tyrosine Kinase Inhibitor  
* p-value was from one-way ANOVA. 
¹ p-value < 0.05, Bonferroni’s post hoc analysis : ‘pazopanib’ (18 days) vs ‘sunitinib’ (37 days) 
² p-value < 0.05, Bonferroni’s post hoc analysis : ‘pazopanib (17.5 days) vs ‘sunitinib’ (36.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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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Probability of antiangiogenesis-related adverse events in VEGFR- TKI treatment experienced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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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이상반응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VEGFR-TKI 제제를 투여 후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한 

군과 발생하지 않은 군으로 나누어 환자군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나이, 

성별, BMI, 고혈압, 당뇨병, 투여 전 GFR, 이전 VEGFR-TKI의 투약력, 

VEGFR-TKI의 혈중농도를 상승시키는 약물 상호작용 여부, VEGFR-

TKI의 혈중농도를 감소시키는 약물 상호작용 여부를 공변수로 하여 

다변량 분석을 하였다. 이전 VEGFR-TKI를 투약하지 않은 군과 투약을 

경험한 군으로 나누어 위험 인자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전체 위험인자 

분석 결과와 일치하여 따로 기술하지 않았다.  

  

3.4.1 전체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여성인 경우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위험도는 남성인 

경우에 비해 23% 증가하였고(hazard ratio [HR] 1.23, 95% confidence interval 

[CI] 1.02-1.48),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는 환자가 없는 환자에 비해 

위험도가 47% 증가하였다(HR 1.47, 95% CI 1.23-1.76). VEGFR-TKI의 

혈중농도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진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 

이상반응 발생 위험도가 1/20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HR 0.05, 95% 

CI 0.02-0.12). 그리고 sorafenib과 비교하여 나머지 약제들의 위험도가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중증 이상반응의 경우, 여성인 경우 위험도가 28% 증가하였고(HR 1.28, 

95% CI 1.00-1.62)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는 환자가 없는 환자에 비해 

위험도가 82% 증가하였고(HR 1.82, 95% CI 1.43-2.30), 이전에 VEGFR-

TKI를 사용했던 환자가 투약력이 없었던 환자에 비하여 48% 위험도가 

증가하였다(HR 1.48, 95% CI 1.11-1.97) [Tabl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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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고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고혈압 이상반응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분석하였을 때 전체 

이상반응에서는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는 환자에서 39% 위험도가 

증가하였다(HR 1.39, 95% CI 1.13-1.71). 그리고 이전에 VEGFR-TKI의 

투약력이 있을 때 위험도가 0.69배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고(HR 0.69, 

95% CI 0.52-0.92), VEGFR-TKI의 혈중농도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진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 고혈압 이상반응 발생 위험도가 0.07배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HR 0.07, 95% CI 0.03-0.18). 그리고 sorafenib과 

비교하여 cabozantinib과 pazopanib이 고혈압 이상반응 발생 위험도를 

높였다. 

 중증 고혈압 이상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추가적으로 65세 이상인 

환자에서 65세 미만인 환자보다 32% 위험도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였고(HR 1.32, 95% CI 1.02-1.72), BMI가 23 kg/m²이상인 환자에서 

29% 위험도가 증가하였다(HR 1.29, 95% CI 1.00-2.68). 그리고 전체 

이상반응과 마찬가지로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는 환자에서 85% 

위험도가 증가하였다(HR  1.85, 95% CI 1.41-2.41). 그리고 VEGFR-TKI의 

혈중농도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진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 고혈압 

위험도가 유사하게 낮아졌으나, 이전 VEGFR-TKI의 투약력은 중증 

이상반응에서 위험인자로 작용하지 않았다[Table 14]. 

 

3.4.3 단백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단백뇨 이상반응에 대하여 분석하였을 때 65세 이상, 기저질환으로 

당뇨병이 있고, baseline GFR이 60 ml/min/1.73㎡ 미만인 환자에서 각각 

42%(HR 1.42, 95%CI 1.07-1.88), 38%(HR 1.38, 95% CI 1.01-1.90), 47%(HR 1.47, 

95% CI 1.12-1.93)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중증 단백뇨 이상반응에서 

관찰된 위험인자는 VEGFR-TKI 투여 전 GFR이 60 ml/min/1.73㎡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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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만이 확인되었다(HR 2.31, 95% CI 1.43-3.74) [Table 15]. 

 

3.4.4 갑상선기능저하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갑상선기능저하증 이상반응에 대한 위험인자로는 여성(HR 1.45, 95% CI 

1.05-1.99), 기저질환으로 당뇨병이 있고(HR 1.65, 95% CI 1.16-2.34), 

VEGFR-TKI 투약 이전에 levothyroxine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HR 1.55, 

95% CI 1.08-2.24)가 확인되었다 [Table 16].  

 

3.4.5 출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출혈 이상반응에 대하 위험인자로는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고(HR 

1.69, 95% CI 1.08-2.65), 이전에 VEGFR-TKI 투약력이 있는 경우(HR 1.90, 

95% CI 1.13-3.21)가 위험인자로 확인되었다. 중증의 출혈 이상반응에서도 

기저질환으로 고혈압(HR 3.74, 95% CI 1.90-7.37), 이전 VEGFR-TKI 

투약력(HR 2.43, 95% CI 1.23-4.80)의 같은 변수가 위험인자로 관찰되었다 

[Tabl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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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Risk factors for VEGFR-TKI associated antiangiogenesis adverse events 

in patients with renal cell carcinoma  
Any grade adverse events (N=608) 

  
Number of cases adjusted 

Hazard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Age categorization(≥65years) 246 1.08 0.90 1.29 

Sex (female) 164 1.23 1.02 1.48 

BMI categorization(≥23kg/m²) 328 0.99 0.84 1.17 

Baseline hypertension 297 1.47 1.23 1.76 

Baseline diabetes mellitus 119 1.06 0.86 1.31 

Baseline GFR (<60ml/min/1.73㎡) 207 1.10 0.92 1.31 

Previously treated with VEGFR-TKI 172 0.97 0.77 1.21 

Concomitant drugs which increase VEGFR-
TKI serum concentration¹ 

53 1.00 0.74 1.35 

Concomitant drugs which decrease VEGFR-

TKI serum concentration² 

5 0.05 0.02 0.12 

VEGFR-TKI     

Sorafenib 30 1.00   

Axitinib 58 1.65 1.04 2.63 

Cabozantinib 57 1.92 1.19 3.09 

Pazopanib 207 2.52 1.69 3.76 

Sunitinib 256 1.77 1.20 2.64 

Grade 3-4 adverse events (N=342) 

  
Number of cases adjusted 

Hazard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Age categorization(≥65years) 157 1.19 0.94 1.50 

Sex (female) 96 1.28 1.00 1.62 

BMI categorization(≥23kg/m²) 191 1.04 0.84 1.30 

Baseline hypertension 197 1.82 1.43 2.30 

Baseline diabetes mellitus 80 1.28 0.98 1.67 

Baseline GFR (<60ml/min/1.73㎡) 134 1.17 0.93 1.48 

Previously treated with VEGFR-TKI 113 1.48 1.11 1.97 

Concomitant drugs which increase VEGFR-
TKI serum concentration¹ 

34 0.99 0.67 1.45 

Concomitant drugs which decrease VEGFR-
TKI serum concentration²  

3 0.06 0.02 0.20 

VEGFR-TKI     

Sorafenib 23 1.00   

Axitinib 33 0.76 0.44 1.32 

Cabozantinib 35 1.03 0.59 1.81 

Pazopanib 122 1.49 0.94 2.37 

Sunitinib 129 1.00 0.64 1.59 

AE, Adverse Events; VEGFR-TKI,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Tyrosine Kinase Inhibitor  
¹ including simvastatin, rosuvastatin, macrolide, azole.  
² including proton pump inhibitor, rifampicin, phenytoin, and carbamazep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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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Risk factors for VEGFR-TKI associated hypertension in patients with 

renal cell carcinoma 
Any grade hypertension (N=438) 

  
Number of cases adjusted 

Hazard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Age categorization(≥65years) 180 1.01 0.82 1.25 

Sex (female) 120 1.23 0.99 1.53 

BMI categorization(≥23kg/m²) 247 1.11 0.92 1.36 

Baseline hypertension 219 1.39 1.13 1.71 

Baseline diabetes mellitus 85 1.05 0.81 1.35 

Baseline GFR (<60ml/min/1.73㎡) 152 1.08 0.87 1.33 

Previously treated with VEGFR-TKI 110 0.69 0.52 0.92 

Concomitant use of EPO* 16 1.58 0.94 2.65 

Concomitant drugs which increase VEGFR-
TKI serum concentration¹ 

39 0.91 0.64 1.29 

Concomitant drugs which decrease VEGFR-
TKI serum concentration² 

4 0.07 0.03 0.18 

VEGFR-TKI     

Sorafenib 23 1.00   

Axitinib 42 1.45 0.85 2.47 

Cabozantinib 40 1.82 1.04 3.17 

Pazopanib 158 2.00 1.27 3.13 

Sunitinib 175 1.18 0.76 1.85 

Grade 3-4 hypertension (N=271) 

  
Number of cases adjusted 

Hazard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Age categorization(≥65years) 133 1.32 1.02 1.72 

Sex (female) 77 1.28 0.98 1.68 

BMI categorization(≥23kg/m²) 163 1.29 1.00 1.65 

Baseline hypertension 162 1.85 1.41 2.41 

Baseline diabetes mellitus 62 1.24 0.91 1.69 

Baseline GFR (<60ml/min/1.73㎡) 104 1.04 0.80 1.36 

Previously treated with VEGFR-TKI 92 1.32 0.96 1.82 

Concomitant use of EPO* 10 1.36 0.71 2.62 

Concomitant drugs which increase VEGFR-
TKI serum concentration¹ 

25 0.84 0.54 1.31 

Concomitant drugs which decrease VEGFR-
TKI serum concentration² 

3 0.08 0.03 0.27 

VEGFR-TKI     

Sorafenib 21 1.00   

Axitinib 28 0.73 0.57 1.48 

Cabozantinib 30 1.02 0.79 2.14 

Pazopanib 100 1.32 0.97 1.74 

Sunitinib 92 0.79 0.60 1.59 

AE, Adverse Events; VEGFR-TKI,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Tyrosine Kinase Inhibitor  
¹ including simvastatin, rosuvastatin, macrolide, azole.  
² including proton pump inhibitor, rifampicin, phenytoin, and carbamazep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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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Risk factors for VEGFR-TKI associated proteinuria in patients with 

renal cell carcinoma  
Any grade proteinuria (N=237) 

  

Number of cases adjusted 

Hazard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Age categorization(≥65years) 108 1.42 1.07 1.88 

Sex (female) 63 1.06 0.79 1.88 

BMI categorization(≥23kg/m²) 132 0.95 0.72 1.23 

Baseline hypertension 124 1.14 0.85 1.53 

Baseline diabetes mellitus 59 1.38 1.01 1.90 

Baseline GFR (<60ml/min/1.73㎡) 99 1.47 1.12 1.93 

Previously treated with VEGFR-TKI 70 1.18 0.82 1.71 

Concomitant use of ACE I or ARB* 23 1.14 0.72 1.79 

Concomitant drugs which increase VEGFR-
TKI serum concentration¹ 

24 1.10 0.70 1.93 

Concomitant drugs which decrease VEGFR-
TKI serum concentration² 

4 0.21 0.08 0.58 

VEGFR-TKI     

Sorafenib 13 1.00   

Axitinib 28 2.21 1.08 4.52 

Cabozantinib 20 1.47 0.68 3.18 

Pazopanib 72 1.64 0.87 3.12 

Sunitinib 104 2.13 1.14 4.00 

Grade 3-4 proteinuria (N=74) 

  
Number of cases adjusted 

Hazard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Age categorization(≥65years) 36 1.25 0.76 2.06 

Sex (female) 20 1.11 0.66 1.87 

BMI categorization(≥23kg/m²) 35 0.66 0.41 1.06 

Baseline hypertension 42 1.29 0.77 2.17 

Baseline diabetes mellitus 22 1.57 0.91 2.71 

Baseline GFR (<60ml/min/1.73㎡) 40 2.31 1.43 3.74 

Previously treated with VEGFR-TKI 28 1.52 0.79 2.93 

Concomitant use of ACE I or ARB 3 0.45 0.14 1.45 

Concomitant drugs which increase VEGFR-
TKI serum concentration¹ 

11 1.51 0.73 3.16 

Concomitant drugs which decrease VEGFR-
TKI serum concentration² 

0 0.00 0.00  

VEGFR-TKI     

Sorafenib 4 1.00   

Axitinib 9 1.56 0.46 5.35 

Cabozantinib 11 1.82 0.53 6.25 

Pazopanib 24 1.41 0.47 4.26 

Sunitinib 26 1.37 0.46 4.05 

AE, Adverse Events; VEGFR-TKI,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Tyrosine Kinase Inhibitor; 
ACE I,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ARB, Angiotensin 2 Receptor Blocker 
¹ including simvastatin, rosuvastatin, macrolide, azole.  
² including proton pump inhibitor, rifampicin, phenytoin, and carbamazepine. 



 

 45 

[Table 16] Risk factors for VEGFR-TKI associated hypothyroidism in patients with 

renal cell carcinoma  
Any grade hypothyroidism (N=195) 

  
Number of 

cases 

adjusted 

Hazard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Age categorization(≥65years) 74 1.13 0.82 1.56 

Sex (female) 55 1.45 1.05 1.99 

BMI categorization(≥23kg/m²) 108 0.93 0.70 1.25 

Baseline hypertension 98 1.65 0.95 1.82 

Baseline diabetes mellitus 51 1.65 1.16 2.34 

Baseline Levothyroxine use 37 1.55 1.08 2.24 

Baseline GFR (<60ml/min/1.73㎡) 62 0.97 0.71 1.33 

Previously treated with VEGFR-TKI 44 0.83 0.53 1.31 

Concomitant drugs which increase  
VEGFR-TKI serum concentration¹ 

17 1.33 0.77 2.32 

Concomitant drugs which decrease  
VEGFR-TKI serum concentration² 

0 0.00 0  

VEGFR-TKI     

Sorafenib 6 1.00   

Axitinib 17 3.38 1.20 9.53 

Cabozantinib 17 4.13 1.40 12.14 

Pazopanib 43 2.02 0.78 5.25 

Sunitinib 112 4.99 1.99 12.56 

AE, Adverse Events; VEGFR-TKI,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Tyrosine Kinase Inhibitor  
¹ including simvastatin, rosuvastatin, macrolide, azole.  
² including proton pump inhibitor, rifampicin, phenytoin, and carbamazep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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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Risk factors for VEGFR-TKI associated bleeding in patients with renal 

cell carcinoma  
Any grade bleeding (N=92) 

  
Number of cases adjusted 

Hazard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Age categorization(≥65years) 34 0.91 0.57 1.44 

Sex (female) 29 1.53 0.98 2.39 

BMI categorization(≥23kg/m²) 45 0.68 0.45 1.03 

Baseline hypertension 48 1.69 1.08 2.65 

Baseline diabetes mellitus 15 0.65 0.36 1.16 

Baseline GFR (<60ml/min/1.73㎡) 33 1.17 0.75 1.83 

Previously treated with VEGFR-TKI‡ 25 1.90 1.13 3.21 

Concomitant drugs which increase VEGFR-
TKI‡ serum concentration¹ 

10 1.27 0.62 2.59 

Concomitant drugs which decrease VEGFR-

TKI‡ serum concentration² 

1 0.12 0.02 0.88 

VEGFR-TKI‡     

Sorafenib 6 1.00   

Axitinib 5 0.38 0.11 1.27 

Cabozantinib 3 0.21 0.05 0.88 

Pazopanib 27 0.91 0.36 2.29 

Sunitinib 51 1.45 0.60 3.50 

Grade 3-4 bleeding (N=48) 

  
Number of cases adjusted 

Hazard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Age categorization(≥65years) 17 0.71 0.38 1.34 

Sex (female) 17 1.76 0.97 3.21 

BMI categorization(≥23kg/m²) 26 0.74 0.42 1.33 

Baseline hypertension 34 3.74 1.90 7.37 

Baseline diabetes mellitus 12 0.86 0.42 1.75 

Baseline GFR (<60ml/min/1.73㎡) 18 1.06 0.58 1.96 

Previously treated with VEGFR-TKI‡ 15 2.43 1.23 4.80 

Concomitant drugs which increase VEGFR-
TKI‡ serum concentration¹ 

7 1.57 0.64 3.98 

Concomitant drugs which decrease VEGFR-
TKI‡ serum concentration² 

0 0.00 0  

VEGFR-TKI‡     

Sorafenib 4 1.00   

Axitinib 3 0.27 0.06 1.26 

Cabozantinib 1 0.09 0.01 0.83 

Pazopanib 14 0.61 0.19 1.95 

Sunitinib 26 1.08 0.37 3.19 

AE, Adverse Events; VEGFR-TKI,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Tyrosine Kinase Inhibitor  

¹ including simvastatin, rosuvastatin, macrolide, azole. 
² including proton pump inhibitor, rifampicin, phenytoin, and carbamazep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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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과 치료 용량강도와의 

상관성 분석 

전이성 신세포암 환자에서 sunitinib의 용량강도와 생존기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용량강도 0.7 이하에서 생존기간이 감소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1]. 이를 참고하여 용량강도가 0.7 

이하로 감소할 경우를 ‘낮은 치료용량강도’라 지칭하고, 혈관신생억제 

관련 이상반응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전체 혈관신생 억제 이상반응 

발생 환자 중 29.6%가 낮은 치료용량강도로 치료를 받았으며, 전체 

등급의 이상반응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낮은 치료용량강도의 치료를 

받은 환자율은 좌심실기능부전 발생(43.8%), 혈전증 발생(36.1%), 단백뇨 

발생(35.0%), 갑상선기능저하증 발생(31.8%), 출혈 발생(28.3%), 고혈압 

발생(27.9%) 순으로 나타났다 [Figure 6]. 

VEGFR-TKI별로 이상반응 발생과 비발생군으로 나누어 낮은 

치료용량강도의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axitinib이 이상반응 발생 군에서 

84.5%의 낮은 치료용량강도로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cabozantinib과 sorafenib의 이상반응 발생군에서 33.3%가 낮은 

치료용량강도로 확인되었고, sunitinib이 22.3%, pazopanib이 21.7%에서 

낮은 치료용량강도로 확인되었다 [Figur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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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Proportion of patients treated by low dose intensity TKIs by antiangiogenesis-related adverse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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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Proportion of patients treated with low dose intensity by type of VEGFR-TKI and by experience of antiangiogenesis-related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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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변량 분석 

 전체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 나이, 성별, BMI, 고혈압, 당뇨병, 

투여 전 GFR, 이전 VEGFR-TKI 투약력, VEGFR-TKI의 혈중농도를 상승

시키는 약물상호작용 여부, VEGFR-TKI의 혈중농도를 감소시키는 약물 

상호작용 여부, VEGFR-TKI의 종류를 공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은 낮은 치료용량강도의 가능성을 58% 증

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odds ratio [OR] 1.58, 95% CI 1.0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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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논의 및 고찰 

 

본 연구는 VEGFR-TKI를 투여 받은 988건을 대상으로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의 발생 양상을 조사한 것이다. 여러 종류의 VEGFR-

TKI를 연속해서 사용하는 전이성 신세포암의 치료 특성을 고려하여 

VEGFR-TKI별로 이상반응 발생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VEGFR-TKI를 사용한 적이 없는 대상자와 VEGFR-TKI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VEGFR-TKI를 사용한 적이 없는 대상의 분석에는 1차 치료제로 

빈번하게 사용하는 pazopanib, sorafenib, sunitinib만 포함시켜 분석하였고, 

VEGFR-TKI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대상의 분석에는 5가지 모든 약제가 

포함되어 분석하였다.  

VEGFR-TKI를 처음 투약한 환자 644명 중 419명(65.1%)에서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이 나타났다. 이 중 233명(34.6%)는 3등급 이상의 

중증 이상반응을 경험하였다. 전체 환자의 27.0%에서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으로 용량을 감량하였으며, 42.2%는 투여를 중단하였다.  

VEGFR-TKI의 사용경험이 있는 군에서의 전체 이상반응 발생률은 

54.8%로 VEGFR-TKI를 처음 투약한 환자의 전체 이상반응 

발생률(65.1%)보다 낮았다(p-value = 0.002). 그러나 중증 이상반응의 누적 

발생률은 처음 사용하는 군의 누적 발생률이 34.6%, 사용경험이 있는 

군에서는 36.0%로 근소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value = 0.679).  

특히 sorafenib 투여군은 VEGFR-TKI를 처음 사용한 환자에서 전체 

이상반응 누적발생률이 50%로 나타났고, VEGFR-TKI를 투약한 경험이 

있는 환자에서는 누적발생률이 24.3%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p-value < 

0.001). 이를 통해 sorafenib을 처음 투약했을 때가 다른 VEGFR-TK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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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력이 있을 때보다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의 발생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VEGFR-TKI를 처음 투약한 환자의 전체 이상반응의 발생 시점의 

중위값은 42일이고, 사용한 이력이 있는 환자의 발생 시점은 34일로 

사용 경험이 있는 군에서 발생률은 낮게 나타났지만 발생시점은 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VEGFR-TKI 별로 비교하였을 때 sorafenib 투여군에서 다른 TKI에 

비해서 유의하게 낮은 발생률과 유의하게 늦은 발생시점을 확인하였다. 

이전에 VEGFR-TKI를 투여한 경험이 있는 군의 전체 혈관신생 억제 

이상반응의 경우 sorafenib (24.3%)이 axitinib (56.6%), cabozantinib (64.0%), 

pazopanib (55.2%), sunitinib (58.3%) 4가지 약제에 비해 낮은 빈도를 

나타냈다(p-value < 0.05). 그리고 VEGFR-TKI를 처음 투약하는 집단에서 

sorafenib의 전체 이상반응의 발생시점이 134일로 pazopanib (28일), 

sunitinib (42일)보다 늦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value < 0.05). 

이를 통해 5개의 VEGFR-TKI 중 sorafenib이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의 안전성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약제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sorafenib, sunitinib, lenvatinib, axitinib의 효능과 고혈압 이상반응을 비교한 

리뷰 논문에서도 sorafenib을 고혈압 이상반응 측면에서 가장 안전한 

약제로 제시한 것과 일관된 결과이다[11].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다변량 

분석 결과, 전체 이상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인자로 여성,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는 환자가 확인되었다. 기존 심혈관계 

질환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위험이 높다고 보고된 것[12]과 반대로 본 

연구의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에서는 여성이 위험인자로 확인된 

점이 주목할 만 하다. 이는 젊은 나이에서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남성이 높고, 노인에게서 그렇지 않다는 보고로 일부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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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성에게서 발생 위험이 높은 갑상선기능저하증이 본 연구에서는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으로 포함되었던 것도 여성 발생 위험이 

높은 것을 일부 설명할 수 있다.   

중증 이상반응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전에 VEGFR-TKI의 투약력이 

위험인자로 확인되었다. 여기서 투약력은 VEGFR-TKI의 축적된 효과를 

의미함과 동시에 전이성 신세포암의 질병 중증도가 여기에 기여했을 수 

있다. VEGFR-TKI 중에서는 다른 인자를 보정했을 때 sorafenib이 다른 

약제들과 비교하여 전체 등급의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의 

위험도가 낮았다. 이는 sorafenib이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보다 

손발증후군 등의 피부 부작용이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기존의 

연구[13]와도 유사한 결과로 판단된다. 전체 이상반응에서 sorafenib과 

비교하여 axitinib, cabozantinib, pazopanib, sunitinib의 위험도가 높아 각 

VEGFR-TKI에 따라 이상반응 발생 위험도가 다른 것을 확인했지만, 

중증 이상반응에서는 VEGFR-TKI의 종류보다 이전 VEGFR-TKI의 

투약력이 위험인자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VEGFR-TKI의 

혈중농도를 낮추는 약물 상호작용이 있는 환자에서 위험도가 1/20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통해 혈중농도와 부작용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고혈압의 누적발생률과 발생률은 VEGFR-TKI를 처음 투약한 환자에서 

각각 48.6%, 0.61건/환자-년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발생시점은 

중위값 28일로 가장 빠르게 나타났다. 3등급 이상의 고혈압은 27.0%, 

0.25건/환자-년으로 확인되었고, 발생시점은 중위값 28일이었다. 이전에 

VEGFR-TKI를 사용한 적이 없는 환자 중에서 pazopanib이 53.8%로 가장 

높은 고혈압 발생률을 보였으며, sorafenib이 38.1%로 가장 낮은 발생률을 

나타냈다. VEGFR-TKI 인허가의 기반이 된 3상 연구[14-18]에서도 

pazopanib의 고혈압 누적발생률이 46%, sorafenib이 17%로 보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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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발생률 차이를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임상현장에서 고혈압 

이상반응 발생률이 높게 관찰되었다.  

VEGFR-TKI를 처음 사용하는 군에서 pazopanib 투여자(31.9%)가 

sunitinib 투여자(22.8%)보다 3등급 이상의 고혈압 이상반응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p-value < 0.05). 또한 sorafenib (134일)이 pazopanib (28일), sunitinib 

(42일)과 비교하여 고혈압 발생시작이 늦음을 확인하였다(p-value < 0.05). 

그리고 이전에 VEGFR-TKI를 투여한 적 있는 군에서 전체 고혈압 

이상반응과 중증 이상반응 모두에서 pazopanib(18일)이 sunitinib(37일)에 

비해 빠르게 발생함을 확인하였다(p-value < 0.05). 

고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로는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는 

환자가 39% 위험도가 높았고 sorafenib과 비교하여 cabozantinib, 

pazopanib이 각각 82%, 100% 위험도가 높았다. 그리고 VEGFR-TKI를 

이전에 사용한 환자에서 고혈압 발생 위험도가 0.69배 낮게 관찰되었다. 

VEGFR-TKI의 투약력이 없는 군과 있는 군의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있는 

비율은 각각 42.4%, 43.0%로 유사하여 두 군간의 특별한 차이점을 찾지 

못하였다. 이는 고혈압 발생에서 VEGFR-TKI 축적된 효과로 인한 

발생보다 이전에 VEGFR-TKI의 투약력이 없는 환자에게서 새로운 

고혈압이 발생할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65세 이상의 환자와 BMI가 23 kg/m² 이상 환자에서 중증 

이상반응 발생 위험이 각각 32%, 29% 더 높게 나타났다. 혈관신생 

억제제인 sunitinib, sorafenib, pazopanib, axitinib, regorafenib, vandetanib을 

포함하여 후향적으로 고혈압 이상반응을 분석한 기존 연구[25]에서 

고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나이, BMI,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는 

환자를 제시한 것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환자, BMI 25 kg/m² 이상이 기준이었던 것이 본 연구와의 차이점이다. 

이는 고령의 나이와 높은 BMI가 고혈압을 비롯한 심혈관계 질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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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되는 것이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몸무게에 따른 약물 노출의 영향이 미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약제들이 체중 기반으로 용량 설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겠다. 

추가적으로 대표적 이상반응이 고혈압으로 나타나는 erythropoietin 병용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유의미한 영향 인자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단백뇨의 누적발생률과 발생률은 VEGFR-TKI를 처음 투약하는 

환자에서 24.7%, 0.21건/환자-년이며, 발생시점은 중위 값 187일로 

나타났다. 3등급 이상의 단백뇨는 6.8%, 0.05건/ 환자-년으로 나타났다. 

VEGFR-TKI를 처음 투약한 대상에서 전체 단백뇨 이상반응 발생은 

sorafenib(587일)이 pazopanib(165일), sunitinib(178일)에 비하여 늦게 

나타났다(p-value < 0.05). 기존 3상 연구[16, 18-19]에서 단백뇨 발생은 

axitinib 13%, cabozantinib 13%, pazopanib 18%, sorafenib과 sunitinib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16.5%-27.7%로 

확인되어 실제 임상현장에서 단백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VEGFR-TKI를 투여 중인 환자에서 소변검사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알부민이 검출된다면 urine protein/creatinine ratio 

검사를 통해 단백뇨 수치를 확인해야 한다.  

단백뇨 발생의 위험인자로는 65세 이상, 기저질환으로 당뇨병이 있고, 

VEGFR-TKI 투여 전 GFR이 60 ml/min/1.73㎡ 미만인 환자에서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이는 고령, 당뇨병 환자에서 신기능이 악화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중증 이상반응의 경우 나이, 기저질환은 위험인자로 작용하지 않고, 

VEGFR-TKI 투여 전 GFR이 60 ml/min/1.73㎡ 미만에서 발생 위험이 

2.31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Pazopanib과 sunitinib의 임상 3상 연구를 

바탕으로 한 단백뇨 연구[26]에서 단백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아시아 인종, 수축기혈압, 당뇨, 기저질환으로 단백뇨가 있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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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절제술을 시행한 환자가 제시되었고, GFR과 단백뇨의 연관성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는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는 환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추가적으로 

renin angiotensin aldosterone system (RAAS)를 억제하여 사구체의 병변 

생성을 억제하는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ACE 억제제)와 

angiotensin 2 receptor blocker (ARB)가 단백뇨의 예방 및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어 병용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유의미한 영향 인자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의 누적발생률과 발생률은 VEGFR-TKI를 처음 

투약하는 환자에서 22.7%, 0.20건/ 환자-년이며, 발생시점은 중위값 

212일로 나타났다. VEGFR-TKI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전에 

VEGFR-TKI를 투여한 적 없는 환자들에서 sunitinib 투여군이 29.1%로 

sorafenib, pazopanib 투여군과 비교하여 가장 빈도가 높았다(p-value < 0.05). 

Sorafenib의 갑상선기능저하증 발생시점은 260일로 pazopanib 

(213일)보다는 느리게 나타나고 sunitinib (266일)보다는 빠르게 

나타났다(p-value < 0.05). VEGFR-TKI를 이전에 사용한 환자에서는 axitinib 

(29.6%)이 sorafenib (0.0%)보다 빈도가 높고, sunitinib (20.8%)이 

cabozantinib (18.6%)보다 빈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p-value < 0.05). 

갑상선기능저하증도 3상 임상 연구들[17-19, 21]의 누적 발생률이 6-

23%인 것에 비해 높은 결과를 나타냈고, 중증의 이상반응은 발생하지 

않아 3상 임상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위험인자 분석 결과, 여성, 기저질환으로 당뇨병이 

있음, VEGFR-TKI 투여 전 levothyroxine을 복용하는 것이 위험인자로 

작용하였다. 69명의 전이성 신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sorafenib을 

투여하여 전향적으로 갑상선 수치 이상을 분석한 연구[27]를 살펴보면 

위험인자로 65세 이상의 나이만 확인 가능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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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은 위험인자로 확인되지 않았다. 

출혈의 누적발생률과 발생률은 VEGFR-TKI를 처음 투약하는 환자에서 

10.2%, 0.08건/ 환자-년이며, 발생시점은 중위값 149일로 나타났다. 이전에 

VEGFR-TKI를 사용한 적이 있는 환자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sunitinib이 16.7%로 cabozantinib 3.5%에 비하여 빈도가 높았다, 

출혈 이상반응의 위험인자 분석에서는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음, 

이전 VEGFR-TKI 투약력이 해당하였으며 중증 이상반응에서 위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기존의 임상시험결과(2.1%-16%)[14-16, 18, 21-24]에 비하여 

낮은 발생률을 보였는데, 본 연구에서 약물치료 혹은 수혈이 필요한 

출혈을 수집하였으므로 경증의 출혈이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좌심실 기능 부전의 누적발생률과 발생률은 VEGFR-TKI를 처음 

투약하는 환자에서 1.9%, 0.01건/ 환자-년이며, 발생시점은 중위값 

153일로 나타났다. 이 또한, 기존의 임상시험결과(≤13%)에 비하여 낮은 

발생률을 보였는데, 실제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환자에게 LVEF 

측정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산출된 누적발생률이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혈전증의 누적발생률과 발생률은 VEGFR-TKI를 처음 투약하는 

환자에서 3.9%, 0.03건/ 환자-년이며, 발생시점은 중위값 138일로 

나타났다.  

이상반응 비발생 군과 비교하여 모든 이상반응 발생 군에서 

용량강도는 감소하였다. 가능성 있는 영향인자를 보정한 다변량 분석 

결과 전체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의 오즈비는 1.58(95% CI 1.09-

2.27), 중증 이상반응의 오즈비는 1.44(95% CI 1.03-2.03)로 나타나 

이상반응의 발생이 치료 용량강도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sunitinib의 용량강도와 생존기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연구[1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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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강도를 0.7 이하로 감소시킬 경우 생존기간이 감소되는 것을 고려할 

때 이상반응 발생은 치료 결과적인 측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VEGFR-TKI별로 이상반응 발생에 따라 낮은 

치료용량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살펴봤을 때 axitinib 투여자에서 

84.5%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axitinib의 계획된 치료 

용량이 14 mg으로 높게 설정된 데에 이유가 있다. Axitinib은 10 mg으로 

시작하여 치료기간 동안 적어도 연속 2주간 2등급을 초과하는 

이상반응이 없고, 정상 혈압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지 않는 환자는 14 mg으로 증량 가능하며 동일한 기준에 따라 

최대 20 mg으로 증량 가능한 것으로 허가사항에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계획한 대로의 증량이 어려워 결론적으로 용량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속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실제 진료현장에서 다양한 조건의 환자에게 투여된 

VEGFR-TKI의 안전성을 분석한 데이터로 실제 임상에서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의 발생에 대한 실질적인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전자의무기록에 의존한 후향적 연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상반응과 관련하여 얻을 수 있는 자료에 한계가 있었으며, 

이상반응이 과소 추정되었을 수 있다. 하지만 VEGFR-TKI와의 인과성 

평가 ‘가능함’ 이상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었음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에서 생활습관, 유전적 요인이 추가적인 인자로 작용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관련하여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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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Incidence proportion of antiangiogenesis-related adverse events reported 

in clinical trials [16-24] 

 
  

Axitinib Cabozantini

b 

Pazopanib Sorafenib Sunitinib 

Hypertension any 40.0% 37.0% 46.0% 17.0% 24.0% 

severe 16.0% 15.0% 15.0% 4.0% 8.0% 

Proteinuria any 13.0% 13.0% 18.0% - - 

severe 3.0% 2.0% 4.0% - - 

Hypothyroidism any 19.0% 23.0% 12.0% - 6.0% 

severe 0.3% 0 - - - 

Bleeding any 16.0% 2.1% 9.0% 15.0% 12% 

severe 1.0% 2.1% - - 1.0% 

Left ventricular 
dysfunction 

any 2.0% - 13.0% 4.9% 10.0% 

severe - - 1.0% - 2.0% 

Thrombosis any 1.0% / 3.0% 
* 

7.3% 4.0% - - 

severe 0.3% / 3.0% 
* 

3.6% 3.0% - - 

* atrial thromboembolism / venous thromboembolism   
- no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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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VEGFR-TKI 투여 후 모든 등급의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은 

VEGFR-TKI의 투약력이 없는 군은 65.1%, 투약 경험이 있는 군에서 

54.8%, 3등급 이상의 중증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은 투약력이 

없는 군은 34.6%, 투약 경험이 있는 군은 36.0%의 환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VEGFR-TKI의 투약력이 없는 전체 환자 중 47.0%, 

VEGFR-TKI의 투약 경험이 있는 환자의 38.2%가 용량감량 혹은 투약 

중지가 필요한 이상반응을 경험하였다.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 중 

고혈압이 가장 빈번하고 빠르게 발생하였다. VEGFR-TKI 중에서는 

sorafenib이 이상반응 발생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과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는 경우 혈관신생 억제 관련 

이상반응의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고, 이전 VEGFR-TKI의 

투약력이 있는 환자에서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어 이들 환자에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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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antiangiogenesis-related 

adverse events associated with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Receptor – Tyrosine Kinase Inhibitor 

(VEGFR-TKI) in patients with 

metastatic renal cell carcinoma 
 

Nuri Lee 

Clinical Pharmacy, Department of Pharmac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ngiogenesis inhibitors are an important treatment option for cancer patients. In 

particular, oral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receptor-tyrosine kinase 

inhibitors (VEGFR-TKIs) such as axitinib, cabozantinib, pazopanib, sorafenib, and 

sunitinib are standard treatments for metastatic renal cell carcinoma. Because 

VEGFR-TKIs have different pharmacological characteristics, including potency, 

selectivity, pharmacokinetic profile, and drug interaction, comparing their toxicity 

profiles could be an important way to differentiate them for determining evidence-

based pharmacotherapy. We aimed to investigate and evaluate the incidence and 

patterns of antiangiogenesis-related adverse events associated with the use of 

VEGFR-TKIs using real-world data. 

 A retrospective study was conducted on 988 patients who received a VEGFR-TKI 

at the Asan Medical Center between January 2007 and December 2019. We 

analyzed the patterns of antiangiogenesis-related adverse events associated with the 

VEGFR-TKI, which included hypertension, proteinuria, bleeding, thrombosis, 

hypothyroidism, and left ventricular dysfunction. These adverse events were 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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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le” or higher on the WHO-UMC causality assessment scale. The severity of 

the adverse events was graded using the Common Terminology Criteria for 

Adverse Events (CTCAE) version 5.0. Risk factors for VEGFR-TKIs associated 

adverse events were also assessed.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the Asan Medical Center. 

 To compare the incidence and median time to onset of adverse events of the 

different VEGFR-TKIs, we divided the patients into those who had not previously 

been administered a VEGFR-TKI (VEGFR-TKI-naïve) and those who had 

previously been administered a VEGFR-TKI (VEGFR-TKI-experienced). The 

VEGFR-TKI-naïve group included only patients who received pazopanib, 

sorafenib, or sunitinib, each of which is frequently used as primary therapy. The 

VEGFR-TKI-experienced group included patients who received axitinib, 

cabozantinib, pazopanib, sorafenib, or sunitinib. 

 Antiangiogenesis-related adverse events of any grade occurred in 65.1% of the 

VEGFR-TKI-naïve patients and in 54.8% of the VEGFR-TKI-experienced patients. 

In addition, adverse events of grade 3 or higher occurred in 34.6% of the VEGFR-

TKI-naïve patients and in 36.0% of the VEGFR-TKI-experienced patients.  

 Regardless of treatment history, the most common adverse event, of any grade, 

was hypertension, followed by proteinuria, hypothyroidism, and bleeding. For the 

VEGFR-TKI-experienced patients, the overall rate of antiangiogenesis-related 

adverse events for sorafenib (24.3%) was lower than that for axitinib (56.6%), 

cabozantinib (64.0%), pazopanib (55.2%), and sunitinib (58.3%). 

 The median time to onset of antiangiogenesis-related adverse events was 42 days 

for VEGFR-TKI-naïve patients and 34 days for VEGFR-TKI-experienced patients. 

Risk factors for VEGFR-TKIs associated adverse reactions were female sex 

(hazard ratio [HR] 1.23, 95% confidence interval [CI] 1.02-1.48) and high blood 

pressure (HR 1.47, 95% CI 1.23-1.76). In addition, a risk factor for severe adverse 

events was previously administered VEGFR-TKI (HR 1.48, 95% CI 1.11-1.97). A 

risk factor for hypertension was baseline hypertension (HR 1.39, 95% CI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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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and the risk factors for severe hypertension were age > 65 years (HR 1.32, 

95% CI 1.02-1.72) and body mass index > 23 kg/m² (HR 1.29, 95% CI 1.00-1.65). 

Risk factors for proteinuria were age > 65 years (HR 1.42, 95% CI 1.07-1.88), 

baseline diabetes (HR 1.38, 95% CI 1.01-1.90), and a glomerular filtration rate < 

60 mL/min/1.73 m2 (HR 1.47, 95% CI 1.12-1.93). 

After adjusting related factors, antiangiogenesis-related adverse events were 

associated with increased likelihood of ‘low treatment intensity’ (odds ratio 1.58, 

95% CI 1.09-2.27).   

 In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more than half of the renal cell carcinoma 

patients receiving VEGFR-TKI experienced antiangiogenesis related adverse 

events, Any grade of antiangiogenesis-related adverse events were found to have 

occurred more frequently in the VEGFR-TKI-naïve patients, while severe adverse 

events were observed to have occurred more frequently in the VEGFR-TKI-

experienced patients. Among the adverse events, hypertension occurred most 

frequently and had the fastest onset, and of the 5 VEGFR-TKIs studied, sorafenib 

had the lowest incidence of adverse events and the slowest onset. Females with 

baseline hypertension may have an increased risk for antiangiogenesis-related 

adverse events, while patients with a history of taking a VEGFR-TKI have a risk of 

experiencing severe adverse events. Therefore, careful monitoring of 

antiangiogenesis-related adverse events is necessary. 

This study can be a practical reference regarding the occurrence of real-world 

antiangiogenesis-related adverse reactions in patients with renal cell carcin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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