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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tate cancer is one of the most common cancer worldwide, androgen-deprivation therapy (ADT) has been 
the mainstream of treatment after treatment failure of localized cancer. However, despite the rapid initial response 
of ADT, most patients eventually progress to metastatic castration-resistant prostate cancer (mCRPC). Treatment 
decisions for patients with mCRPC are a very complex process, and its response is varied and difficult to predict 
due to individual differences. Therefore, novel biomarkers and therapeutic targets based on better understanding 
of molecular landscape of prostate cancer are needed. In this review, we summarized the genomic information, 
informative biomarkers and potential molecular targets using next-generation sequencing technology of prostate 
cancer. (Korean J Urol Oncol 2020;18: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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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립선암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암 중 하나이며, 고

령화 및 인구 증가와 함께 최근 발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

여 2017년에는 모든 암 중 가장 높은 발병률을 기록하였다.1 

대부분의 전립선암은 치료가 가능한 국소 질환이지만, 일차

치료 후 생화학적 재발이 발생하기도 하며, 약 5% 정도는 

전이암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호르몬 박탈요

법은 지난 수십년간 일차 치료 실패 후의 주된 치료법이었

으며 빠른 초기 반응을 보이지만, 결국 대부분의 환자들에

게서 거세저항성전립선암으로 진행하게 되고 2년 내지 3년 

안에 사망하게 된다.3

거세저항성전립선암의 치료는 docetaxel을 기본으로 하

는 항암치료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docetaxel 치료 실패 

후에는 abiraterone＋prednisolone 치료나 enzalutamide 치료 

또는 cabazitaxel 항암치료를 시행할 수 있고, 최근에는 do-

cetaxel 치료 전 abiraterone＋prednisolone 치료나 enzaluta-

mide 치료법도 승인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4 우리나라에

서는 docetaxel 치료 후 치료법들에 대한 건강보험의 급여 

적용이 가능하며, docetaxel 치료 전에 시행하는 치료법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급여적용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최근

에는 선별급여가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전립선암이 한 종류의 암세포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여러가지 유전자 변형이 관찰되고 있어 앞에서 나열

한 치료법들에 대한 개개인의 반응이 다양하고 그 효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전

립선암의 분자 생물학의 더 나은 이해에 대한 연구와 그에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22465/kjuo.2020.18.1.18&domain=pdf&date_stamp=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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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한 바이오 마커 및 치료 표적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5 이를 위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에 대한 관심이 고

조되고 있다.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술(next generation sequencing)은 

게놈(genome) 및 전사체(transcriptome) 분석 분야에 대혁명

을 가져왔다. 2001년 인간의 게놈 염기서열정보가 최초로 

완성되기까지 약 10년의 세월과 3조원의 비용이 소요되었

으나,6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술이 클론 증폭(clonal ampli-

fication), 대량병렬(massively parallel), 새로운 염기서열결

정법(cyclic sequencing)을 이용하여 적은 양의 sample로도 

sequencing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2012년 말에는 한 인간의 

게놈정보를 밝히는데 단 하루의 시간과 약 100만원대 비용 

수준까지 접근하였으며7 현재는 소형의 차세대 염기서열 분

석기술 기기들이 개발되어 소규모 연구기관이나 병원에서

도 보급되면서 사용자들의 자료가 축적되고 있다. 

또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을 이용한 RNA 염기서열분

석(RNA sequencing)은 DNA로부터 전사되는 모든 RNA 전

사체(transcriptome)의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높은 처리량 기

술(high-throughput technique)로서 이를 통해 RNA 대체 이

어 맞추기(alternative RNA splicing), 유전자의 발현량(gene 

expression), 염기서열의 변이(mutation), 유전자 융합(gene 

fusion), 단일염기 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8 이용가능한 바이오 마커 

및 잠재적인 분자 표적 개발에 적용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전립선암에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의 적용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을 이용한 암의 게놈 프로파일링

(genomic profiling)은 임상환경에서 점점 더 주목받고 있

다.9,10 종양의 게놈을 분석함으로써 게놈의 변형 정보(ge-

nomic alteration) 및 잠재적 실행가능한 게놈 신호 전달 경

로(potentially actionable genomic signal pathway)를 알아낼 

수 있고, 돌연변이 프로파일(mutation profile)을 이용하여 

분자 표적 치료(molecular targeted therapy)의 바이오 마커

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11 

분자 표적 치료는 이미 비소세포 폐암, 유방암 및 대장직

장암 등의 다른 암 분야에서의 치료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전립선암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고

작 2%만이 전립선암 분자 표적 치료 연구로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이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상황이다.12 또한, 전립선

암에 대한 게놈 데이터는 대부분 서구에서 연구되어 발표된 

것이며, 서구의 인구집단과 임상 병리학적 특징이 다른 아시

아인에 대한 연구는 올해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13 

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저자들은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분야에 대해 전립선암에 

적용되어 현재까지 발표된 주요 연구를 바탕으로 그 결과에 

대해 정리하였다. 

1. 전립선암의 게놈 변형 정보(Genomic Alterations in 

Prostate Cancer)

최근 몇 년 동안 진행성 전립선암의 게놈 프로파일에 대

한 여러 연구가 있었다. Grasso 등14이 속한 미시간 그룹은 

전체 엑솜 분석(whole-exome sequencing)을 시행하여 처음

으로 전이거세저항성전립선암 환자 50명의 종양에 대한 게

놈 정보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9개의 유전자, 특히 안드로

겐수용체 보조 인자와 그에 관련된 FOX1 및 MLL2를 포함

한 단백질이 반복적으로 변이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최

근에 Robinson 등15은 앞에 언급하였던 이전 그들의 연구를 

좀 더 발전시켜 전체 엑솜 및 전사체 분석(whole-exome and 

transcriptome sequencing)을 시행하여 전이거세저항성전립

선암 환자 150명의 종양에 대한 통합 게놈 분석을 수행함으

로써 특징적인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들은 AR 

(62.7%), TP53 (53.3%) 및 PTEN (40.7%)의 수차(aberra-

tion)가 빈번히 발생함을 보고하였으며, AR 변형과 TP53은 

원발성 종양에 비해 거세저항성전립선암 환자에서 많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더불어 BRCA2, BRCA1 및 ATM과 같은 

DNA 복원 유전자의 수차 또한 거세저항성전립선암 환자에

서 상대적으로 빈번히 관찰됨(총 19.3%)을 보고하였다. 

Ikeda 등11은 최근 67명의 진행성전립선암 환자에 대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을 수행하여 63개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148개의 독특한 변형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TP53 

(55.2%)의 게놈 수차가 가장 빈번히 발견되었으며, PTEN 

(29.9 %), MYC (17.9 %), PIK3CA (13.4 %), APC (9.0 %), 

BRCA2 (9.0 %), CCND1 (9.0 %) 및 RB1 유전자(9.0 %)의 

게놈 수차가 뒤를 이어 빈번히 발견되었다. TCGA (The 

Cancer Genome Atlas)에서는 앞의 연구와는 대조적으로 

333명의 전이되지 않은 원발성전립선암 환자의 게놈에 대

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결과 또한 약간 

다르게 PTEN의 게놈 수차가 가장 빈번히 발견되었으며

(45.7%), TP53 (7.5%)은 적은 빈도에서만 발견되었다.16 우

리나라에서도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14명의 진행성전립선

암 환자에 대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결과가 최근 발표되

었다. 그 결과 AR (42.9%), TP53 (14.3%) 및 PTEN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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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genomic alteration frequencies 
between different genomic studies using next-generation 
sequencing in prostate cancer

Variable
Ikeda 

et al.11
Robinson 

et al.15 TCGA16 Kang 
et al.13

Stage Late Late Early Late
TP53 55.2% 53.3% 7.5% 14.3%
PTEN 29.9% 40.7% 45.7% 14.3%
AR 7.5% 62.7% - 42.9%
MYC 17.9% 14% 7.5% 7.1%
PIK3CA 13.4% 5.3% 4.8% -
APC 9.0% 8.7% 5.4% 7.1%
BRCA2 9.0% 13.3% 3.3% 7.1%
BRAF 6.0% 2.7% 3.9% -

TCGA: The Cancer Genome Atlas.

Table 2. Potentially actionable signal pathway including altered genes and examples of targeted agent

Potentially actionable 
signal pathway

Gene alteration
Examples of 

targeted agents
Comment

PI3K/Akt/mTor axis PTEN Everolimus mTOR inhibitor
PIK3CA Sirolimus mTOR inhibitor

DNA Repair pathway BRCA2 Olaparib RARP inhibitor
ATM Cisplatin Platinum-based antineoplastic agent
MSH6 Carboplatin Platinum-based antineoplastic agent
BRCA1 Nivolumab, 

pembrolizumab, 
or atezolizumab

PD-1 inhibitor
PD-1 inhibitor
PD-L1 inhibitor

MAPK pathway BRAF Vemurafenib BRAF inhibitor
Wnt pathway APC Sulindac NSAID

CTNNB1 Celecoxib COX-2 selective NSAID
Cell cycle pathway CCND1 Palbociclib Selective inhibitor of CDK4 and CDK6
Other actionable targets ERBB2 Trastuzumab HER2 downregulator

ERBB3 Pertuzumab HER dimerization inhibitor
FGFR1 Lenvatinib Multiple kinase inhibitor
FGFR2 Lenvatinib Multiple kinase inhibitor
FLT3 Lenvatinib Multiple kinase inhibitor
KIT Lenvatinib Multiple kinase inhibitor

mTOR: mammalian target of rapamycin, RARP: poly ADP ribose polymerase, PD-1: programmed cell death protein 1, PD-L1: 
programmed cell death-ligand 1, NSAID: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CDK: cyclin-dependent kinase, HER: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의 게놈 수차가 빈번하게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13 

현재까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밝혀진 전립선암

의 게놈 변형 정보를 간략히 정리하였다(Table 1). Table 1

의 결과를 분석해 볼 때, 전이성전립선암과 그렇지 않은 원

발성전립선암 간에 게놈 변형 정보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

으며, 이를 통해 임상적으로 적용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한다. 

2. 전립선암의 잠재적 실행 가능한 게놈 신호 전달 경로
(Potentially Actionable Genomic Signal Pathway 

in Prostate Cancer) 및 분자 표적 치료(Molecular 

Targeted Therapy)

전립선암에서 변경된 신호는 게놈 신호 전달 경로에 영향

을 미쳐 암의 발생, 진행 및 재발 과정에 관여하게 된다. 주

로 영향을 받는 신호 전달 경로는 PI3K/Akt/mTor axis와 

DNA repair, cell cycle, MAPK 및 Wnt 경로로써, 상당수가 

분자 표적 치료에 반응하여 약리학적으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아래

에서 전립선암에서 게놈 변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요 

신호 전달 경로와 이를 치료 표적으로 하여 지금까지 발표

된 연구결과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였다(Table 2).

1) PI3K/Akt/mTOR axis 

PI3k pathway는 세포 성장, 증식, 자멸 및 수명을 조절하

며 많은 악성 종양에서 자주 변경이 관찰되는 경로이다.17 

전립선암에서는 대표적으로 PTEN 유전자 변형을 예로 들 

수 있으며 PIK3R1, NF2, AKT1, 및 NF1 유전자 변형 또한 

관찰된다.11 지금까지 PI3K/Akt/mTOR 경로의 표적 치료로 

mTOR inhibitor가 주로 연구되었는데, Templeton 등18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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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OR inhibitor인 everolimus가 거세저항성전립선암 환자

의 11%에서 PSA (prostate specific antigen) 반응을 보였으

며, PTEN 결실(deletion) 상태와 PSA반응이 상관관계가 있

음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다른 연구들에서는 PI3K/Akt/mTOR 

axis 변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mTOR inhibitor 단독 사용

의 낮은 반응률을 보고하였으며19-21 이에 Janku 등20은 

mTOR inhibitor를 포함하는 병용요법을 제안하여 훨씬 우

수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2) DNA repair pathway

최근 들어, DNA 복원 경로의 변형은 중요한 치료 표적으

로 부상하였다. 이는 암세포의 세포 분열 과정에서 손상된 

DNA의 복원을 방해하여 암세포를 죽게 만드는 기전으로

서,22 전립선암에서는 BRCA2 유전자 변이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다. Poly ADP ribose polymerase 저해제인 olaparib

은 특히 BRCA 변이가 있는 환자에서 단일나선구조 DNA의 

손상 복원을 방해하여 암세포들을 죽게 만드는 약물로 

Mateo 등23은 BRCA2 변이를 포함한 DNA 복원 경로 이상

이 있는 거세저항성전립선암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한 2상 

연구에서 88%의 우수한 반응률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우

리나라의 연구를 포함한 다른 연구들의 진행성전립선암 차

세대 염기 서열 분석 결과에서는 BRCA2의 변이가 10% 내

외로 나타나고 있고, ATM, MSH6, BRCA1 및 MSH2 등의 

다른 유전자 변이도 관찰되고 있어11,13,15 임상적으로 적용하

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MAPK pathway 

MAPK 경로는 세포 표면의 수용체에서 세포핵의 DNA로 

신호를 전달하는 단백질 사슬 경로이다. 단백질 중 하나가 

변이되면, 신호 전달 과정 중 ‘켜짐’ 또는 ‘꺼짐’ 위치에 고

착될 수 있으며 이는 암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단계로서 많

은 악성 종양에서 발견되고 있다.24 따라서, ‘꺼짐’ 또는 ‘꺼

짐’ 위치를 역전 시키는 약물이 암 치료제로 연구되고 있으

며25 BRAFV600 kinase의 선택적 길항제인 vemurafenib은 

BRAF 변이를 갖는 전이 흑색종의 대표적인 치료법으로 승

인되었다.26 Vemurafenib은 BRAF 변이를 갖는 다른 종류의 

암에서도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27 전립선암 분야

에서의 활용가치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4) 그 밖의 전립선암에서 잠재적 실행 가능한 신호 전달 경로
앞서 언급한 신호 전달 경로 및 표적 치료 연구 결과 외

에, 전립선암의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결과, APC 유전자 

변형 및 CTNNB1 유전자 변이를 포함하는 Wnt pathway, 

RB1 및 CCND1 유전자 변이를 포함하는 cell cycle path-

way, receptor tyrosine kinase와 관련된 ERBB2, ERBB3, 

FGFR1, FGFR2, FGFR3, FLT3, KIT 변형 등이 관찰되었으

며11 이들 또한 분자 표적 치료에 반응하여 약리학적으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한다. 

3.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바이오마커 개발의 현황

이상적인 바이오마커의 개발은 고위험군 암을 식별하고, 

암의 진행 및 재발을 감지하며, 예후를 예측함으로써 그에 

맞는 치료 전략 수립을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아주 중

요한 단계이다. 전립선암 분야의 최근 연구들에서는 바이오

마커 개발을 위해 게놈 전체의 연관 및 변이, 비 코딩 RNA 

(예: microRNA, lincRNA 및 siRNA), 체세포 돌연변이

(somatic mutation), 키메라(chimeric) RNA 및 유전자 결합

(gene fusion)을 포함한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며28 이를 통해 잠재적인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는 여러 

지표 들을 제시하였다. 

Kannan 등29은 20개의 전립선암 조직과 10명의 양성 전

립선 조직의 전사체를 분석하여 키메라 RNA와 전립선암 

사이의 잠재적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Pflueger 등30은 

25개의 인간 전립선암 조직을 분석하여 전립선암의 50%–
90%에서 존재하며 질병의 진행과 관련된 초기 분자적 사건

으로 알려진 TMPRSS2-ERG 유전자 결합31을 비롯한 7개의 

새로운 유전자 결합의 발견을 보고하였다. 아시아에서는 

Ren 등32이 중국인 14개 전립선암 조직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는데, 비록 TMPRSS2-ERG 결합은 아주 낮은 빈도

로 관찰되었으나 추가적으로 CTAGE5-KHDRBS3와 USP9Y- 

TTTY15 결합의 발견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분

석 결과에서는 7.1%에서 TMPRSS2-ERG 결합이 관찰되었

으며,13 이러한 결과들은 인종 배경이 다른 전립선암 환자들 

사이에 분석 결과가 상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해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다. 

최근에, Alkhateeb 등28은 앞에서 언급한 세 개의 데이터

를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 재분석하여 결과를 발표하였다. 

암 조직과 양성 조직의 비교 분석 결과, 유전자 DDC, 

HEATR5B 및 GABPB1-A51에 속한 전사체가 두 조직 간에 

다르게 발현되었으며, 발현양의 차이를 추가로 비교분석 하

였을 때 DDC가 암 조직에서 두드러지게 과발현된 것을 발

견하였다. DDC는 이전 다른 연구에서도 양성 조직과 비교

하여 암 조직에서 과발현이 관찰되었으며, 과발현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글리슨 점수 및 암의 진행과 관계가 있는 것

으로 보고된 바,33 향후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전립선암의 잠

재적 바이오마커로 사용될 수 있음을 조심스레 예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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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겠다. 

앞에서 언급한 암 조직과 양성 조직의 비교 분석 외에도 

Alkhateeb 등28은 추가적으로 전립선암의 병기별로도 비교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2기와 비교하여 3기 이상에

서 유전자 PTGFR, NREP, SCARNA22, DOCK9, FLVCR2, 

IK2F3, USP13 및 CLASP1의 전사체가 두드러지게 과발현

하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들 중 PTGFR은 세포증식 및 종양 

혈관 형성에 관여하여 거세저항성전립선암의 진행과 관련

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34 다른 유전자들은 아직 전립선

암에서의 역할에 대해 밝혀진 바는 명확하지 않으며, 일부

는 자궁내막암,35 난소암36 및 신장암37(PTGFR), 신경 교종

(NREP),38 다발성 골수종(SCARNA22)39 등의 다른 암과 관

련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보건대, 이

러한 전사체 혹은 단백질을 전립선암에 대한 예후 지표로서 

단독으로 혹은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다음 연구가 시행되어야 될 것이다. 

결론 및 향후 전망

현재까지 전립선암에 대한 전반적인 치료는 안드로겐 경

로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 사실이며, 최근 들어 다른 암 분야

에서 면역 및 분자 유전학에 대한 연구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치료 패러다임에 변화를 일으킴에 따라 전립선암 분

야에서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작 단계이다.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이를 통해 전립선암의 분자 생물학에 대한 더 나

은 이해와 그에 기초한 바이오마커, 치료 약제 및 치료 표적 

개발을 할 수 있어 많은 전립선암 분야 임상의들의 관심과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향후 앞에서 정리한 연구

들이 좀 더 진행이 되어 추가적인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된

다면,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을 사용하여 밝혀진 전립선암 

환자의 개개인의 특성에 맞추어서 적절한 카운셀링을 제공

하고 효율적인 치료 방침을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오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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