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궤양성 대장염 치료효과의 경우, 6주 후 47%에서 치료 반응이 있었

고(위약대조군 26%), 52주에 관해유지가 되는 경우가 42-45%에 

달했다. 반면 크론병의 경우 vedolizumab의 효과는 덜 효과적으로 나

타났다. 6주째에 치료 반응을 보인 환자는 31%인 반면(위약 대조군 

26%, P=0.23), 52주째의 관해 유지는 상당히 좋아서 36-39%로 

나타났다(위약 대조군 22%, P＜0.005). Vedolizumab은 gut-trophic 

α4β7 heterodimer를 특이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α4β1과 연관된 신

경계 백혈구 수송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PML의 위험성이 감소된다. 

연구 결과에서도 1,713명의 환자 중 PML은 한 케이스도 관찰되지 않

았다.

이 연구의 논문들과 함께 실린 논평(editorial)에서는 vedolizumab

의 치료 효과가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에서 다르게 나타난 원인에 

대하여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한 가지는 크론병은 전

신을 침범하고 구강부터 항문까지 위장관 전체에 병이 발생할 수 있

으며 장의 전층에 염증이 생기는 반면,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의 점막

에 국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α4 소단위체(subunit) 차단제인 

natalizumab은 전신에 걸쳐서 백혈구의 수송을 억제하여 크론병에서

는 vedolizumab과 비교하였을 때 더 효과가 나은 것으로 나타나고, 

vedolizumab은 국소적으로 작용하므로 크론병 환자에서 임상적인 반

응이 덜 효과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두 번째로 제시하는 가

설은, 크론병에서 백혈구 수송 억제의 임상적인 효과는 궤양성 대장

염 환자보다 더 장시간이 지난 후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러한 

의견은 최근에 발표된 vercinon (a small molecular CCR9 antagonist 

that blocks intestinal lymphocyte homing through inhibition of the 

gut specific CCL25-CCR9 chemokine-chemokine receptor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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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ED SUMMARY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은 전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앓고 있는 위

장관의 만성 염증성장질환(IBD)이다. 이 질환의 정확한 병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만성염증의 기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IBD 치료를 위한 생물학적 약제들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 이들 중 미

국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허가를 받은 생물학적 

약제는 3가지(inflximab, adalimumab, certolixumab pegol)가 있다.

장 점막의 백혈구 수송 억제제(leukocyte trafficking inhibitor)는 

차세대의 IBD 치료제로 제시되고 있다. 백혈구와 장관 혈관의 상호

작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며 염증성 세포들이 장 내 병변 조직으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한다. 이 중의 하나인 natalizumab은 백혈구의 혈

관내피세포 부착을 조절하는 α4β7와 α4β1 인테그린(integrin)의 α4 

소단위체를 표적으로 작용한다. Natalizumab은 2008년에 크론병의 

치료를 위한 3상 시험에서 48%의 반응률을 보였으나,1 후속으로 시

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진행성 다초점 백질뇌병증(progressive mul-

tifocal leukoencephalopathy, PML)을 유발할 수도 있는 JC 바이러스

의 재활성의 위험이 제기되었다.2

최근에 Sandborn 등3과 Feagan 등4은 α4β7 전체를 억제하는 단

클론 항체인 vedolizumab의 3상 임상시험 결과를 각각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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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x)의 2상 연구5에서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8주째

에 임상적인 반응에서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고, 12주째에도 최대 효

과에 도달하지 않았다. 이와 유사하게 dolizumab의 크론병 환자에 대

한 효과도 6주째에는 뚜렷하지 않았지만 52주째에는 관해가 유지되

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크론병에 대한 vedolizumab의 약역

동학에 대하여 보다 더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저자가 소개하는 vedolizumab의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에 대한 두 

편의 논문을 통해 tumor necrosis factor 길항제에 반응하지 않는 염

증성 장질환 환자들을 위한 또 하나의 대안을 찾아낼 수 있기를 기대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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