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오늘날 유전자 서열 분석법은 전립선암에 대한 병리생

태 기전 및 치료 반응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

는 해법 열쇠로 여겨지고 있다. 기존의 면역병리가 암 조

직에서의 종양세포와 관련된 단백질 발현의 변화에 초점

을 맞춰 병태생리를 이해했다면 유전자 분석법은 세포 하

위 단위인 유전자 정보의 병태생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

을 주고 있다. 이는 나아가 유전자 표적의 다양한 치료제

의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전립선암

에서의 폴리(ADP-리보스) 중합효소 억제제[Poly (ADP-

ribose) polymerase inhibitors, PARP inhibitor]이

다. PARP 억제제(PARP inhibitor, PARPi)는 암세포의 

DNA 수선 유전자(DNA repair gene)들의 결손에 초점

을 맞춘 약제로 2020년도에 두 PARPi 약제재가 미국식

약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의 허

가를 받아 전이 전립선암 환자에게 현재 사용되고 있다.

전이 거세저항성 전립선암(metastatic castration-

resistant prostate cancer, mCRPC)은 남성호르몬 억

제치료(androgen deprivation therapy, ADT)에 저

항을 가진 전립선암으로 완치가 힘든 나쁜 예후를 가

지고 있다. 이들 환자의 약 30%에서 상동재결합회복 

(homologous recombination repair, HRR)유전자의 

변이가 발견되며, PARPi는 이들 BRAC1/2 유전자를 포

함한 HRR 유전자 결손을 이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종양세

포들의 사멸을 유도하게 만든다. 전립선암에서는 PARPi 

약으로는 oloparib과 rucaparib이 허가를 받아 mCRPC 

환자에서 사용되고 있다.1

이번 시간에는 PARPi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이 약제

의 기존 다른 약제들과의 차별성으로 새로운 전립선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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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전략의 변환을 시도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어 보

도록 하겠다.

Polyadenosine Diphosphate  
[ADP]-Ribose Polymerase (PARP)란?

1963년도에 소개된 PARP는 인체 내 세포 분열과 재

생과정에서 단일 가닥 DNA 손상(single strand DNA 

break)의 회복을 도와주고, 남성 호르몬 신호 전달체계의 

핵내 남성호르몬복합체(androgen nuclear complex)에 

관여하는 핵심 효소이다.2 이 논문에서는 PARP의 DNA

손상 회복기전의 효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PARP 효소는 base excision repair (BER) 효소복

합체를 작동시켜 poly (ADP-ribose) polymers를 만

드는 촉매역할로서 Protein poly ADP-ribosylation 

(PARylation)과정을 수행한다.3 또한 Histone 결합을 

통한 DNA 회복 후 결합을 해방시켜 주면, 손상된 DNA

는 회복되게 된다. 즉, BER이 손상되게 되면, 상동재결

합(homologous recombination, HR)이 발생하며, 

이상동재결합회복(HRR) 과정에서의 이중나선 DNA 

(dsDNA)의 선택적 손상을 가장 중요한 단백질 및 효소

로 PARP1,2가 관여한다. PARP1,2 효소는 단일 가닥 

DNA (ssDNA) 손상부위에 붙어 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 (NAD+)를 nicotinamide와 ADP-ribose

로 분해시킨 후, ADP-ribose polymers를 만드는 촉매

역할로 작용하고,4 이때 BRAC1/2 같은 HRR gene들의 

도움이 필수적이다.5,6 

PARPi의 종류와 차이점

현재 19개의 PARPi들이 존재하며, 이들 중 현재 임

상에서 사용중인 oloparib, rucaparib, talazoparib, 

niraparib 4가지와, 임상 전 단계의 5번째 Pamiparib

이 허가를 받은 약제이다.7 이들 약제들의 PARP enzyme 

표적은 PARP1과 PARP2를 주로 하며, olaparib과 

rucaparib만 추가적으로 PARP3도 표적으로 한다.8 미

국식약청의 첫 번째 허가를 받은 PARPi는 oloparib으

로 2020년에 전립선암 포함한 고형암에서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 이후에 유방암과 난소암에서 사용 허가를 받

은 rucaparib, 임상 허용 승인이 대기 중인 talazoparib

과 niraparib을 꼽을 수 있다.8 이들 PARPi 약들의 차

이점은 대사기전 및 chromatin 결합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niraparib은 carboxylesterase에 의해 대사

되며, 촉매역할로 amide hydrolysis를 일으킨다. 또한 

cytochrome P450 enzymes에 의해 대사되는 PARPi로

는 앞서 나온 rucaparib, talazoparib, oloparib 이외에

도 veliparib이 있다.9 Veliparib은 BRCA1/2 유전자 변

이 관련 유방암이나 흑색종 연구에 사용되지만 아직 임상

에서는 사용되지는 않는 PARPi이다. 또한 chromatin결

합력에 따른 차이점으로는 talazoparib의 chromatin 결

합력이 가장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10,11 

세포 손상의 회복과정의 PARP 역할 

세포의 DNA 손상이 발생 시 우리 몸은 BER, nucleotide 

excision repair, HRR, nonhomologous end joining 

(NHEJ), translesion synthesis, mismatch repair (MMR)

과 같은 회복기전들을 통해 DNA손상을 회복시킨다.12,13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DNA 손상은 단일 가닥 DNA 

(ssDNA) 손상으로 PARP가 DNA 회복 과정에 BER 기

전을 통해 수복을 한다. PARP 효소는 HRR 유전자의 

이중나선 DNA (dsDNA)손상을 감지하여 poly ADP-

ribosylation 과정에서의 ADP-ribose를 표적단백질

에 이동시켜 붙이고 이 과정에 NAD+ (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를 표적 단백질에서 떨어뜨려 

DNA를 회복시키는 과정을 담당한다. 나아가 PARP는 

DNA의 전사와 복제 그리고 chromatin 구조를 조절한다

고 할 수 있다.14 

DNA손상 과정의 PARP 억제제 

PARPi의 두 개의 가장 중요한 기전으로는 PARylation 

과정을 방해하고 PARP-DNA complex 형성 과정을 꼽

을 수 있다. PARylation 방해 과정은 NAD+와 경쟁적으

로 PARP들의 촉매부위에 붙는 과정이며, 다음으로 세포

독성을 갖는 PARP1/2를 잡아 손상된 DNA에 붙어주고 

PARP-DNA complex를 만드는 과정을 거친다.15 다양한 

PARPi는 HRR이 필요하거나 dsDNA 손상 같은 것을 유

도하는 replication forks를 잡아 두는데,16,17 이때 다양

한 PARP-DNA complex를 잡아두는 능력으로 PARPi

의 종류가 구별이 된다.

정상세포들은 적어도 BRCA 유전자의 한쪽은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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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어 DNA 손상을 회복하는 HR을 시작시키고 자가 

사멸을 막는다. 이렇게 BER 손실이 있으나 HR 손실이 있

는 세포들은 살수는 있지만, 만약 BRCA1/2 둘 다 없다면 

세포는 자멸하게 된다. 바로 이게 PARPi의 BRCA1/2를 

가진 종양세포를 표적으로 합성치사(synthetic lethality)

를 일으키는 주요 기전이다. 이는 2005년의 BRAC1/2 기

능 이상 시 종양 세표에서 PARPi가 반응하여 종양세포가 

사멸한다는 실험실 연구를 바탕으로 발전한 것이다.18,19 

암세포에서는 DNA 손상 회복(DNA damage repair, 

DDR)으로 인한 복제 스트레스와 손상된 DNA의 고농도 

축적 현상이 특징으로 관찰된다. 이 DDR 기전의 한 곳만

이라도 문제가 발생하여 없어진다면, 암세포들은 사멸하

게 되며 이를 조건부 유전자(conditional genetics)라는 

합성치사(synthetic lethality)라고 한다. 합성치사는 특

정 돌연변이에서 치사 현상이 나타나면 같은 종류의 세포

에서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해서 암세포가 사멸하는 현상

을 말하며, 최근 이를 치료 방법목표로 새로운 약제들이 

개발 연구되고 있다.20

Erythroblast Transformation-Specific 
System에서의 PARP 역할

유전자 재배열(recombination)은 erythroblast trans-

formation-specific (ETS) 시스템에서의 활동의 증가

를 유도하며, 이는 결국 ETS의 암 증식과 암 발생의 속도

를 올리는데 관여한다. 그 예로 TMPRSS2와 ERG 사이

의 유전자 융합(fusion)은 ETS 유전자들의 융합과 기능

적으로 유사하며 약 50%의 전립선암에서 관찰된다. 이 

TMPRSS2:ERG 유전자 융합은 전립선암의 생물학적 기능

을 조절한다.21,22 

ETS 유전자들의 과발현은 dsDNA의 손상을 일으키

고, PARP 효소와 DNA의존 단백질 인화효소(DNA-

dependent protein kinase)들이 ETS 시스템의 전사체 

활동을 조절한다. PARP1의 경우 남성 호르몬 수용체의 

TMPRSS2:ERG 유전자 융합에도 관여한다.21 Oloparib

의 경우, ERG양성 전립선암 세포주에서 암의 침윤을 담

당하는 유전자들을 억제함으로써 암의 공격성을 감소시

킨다고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관여 유전자가 EZH2 같

은 것으로 이것을 표적으로 하는 약제들이 개발되고 있

다.23 ETS 상태와 PTEN 표현형에 대한 전립선암의 분자

학적 구분은 PARPi와 방사선치료에 좀더 효과적으로 반

응하는 TMPRSS2-ERG-positive와 PTEN-negative

를 가진 국소 전립선암과 전이 전립선암에서 예측 가능

한 예후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이다.24 하지만 veliparib과 

abiraterone의 비교 임상연구에서는 ETS의 구분에 따른 

예후 예측은 실패로 돌아갔다.25,26

종양 미세환경에서의 PARP의 역할

PARP는 세포들과 그 주변 종양미세환경에서 전립

선 내의 암 발생과 악성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14,27-30 PARP는 암유발세포들의 면역반응, 신혈관생

성, 자가포식(autophagy), 그리고 종양 내 저산소증 스

트레스시의 세포 반응 변화를 통해 암 증식을 조절하

는데 관여한다.29,31 또한 PARP는 Smad 조절과 관련

한 transforming growth factor β (TGF-β)에 의존한 

epithelial mesenchymal transition (EMT)에서도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저산소증 상태의 종양 미세환경에서 E2F 전사인

자들과 histone 메틸화를 통해 HRR 유전자들의 발현이 

더 감소되고, 이것이 PARPi가 종양세포에 더 높은 민감도

를 보이는 근거로 알려져 일다.32-35 전립선암에서 저산소

증 미세환경은 남성호르몬 수용체(androgen receptor, 

AR)의 전사 활동을 증가시켜, HRR 유전자들의 변이

와 연관성을 가지는 거세저항성 전립선암(castration 

resistant prostate cancer, CRPC)로의 진행을 일으킨

다.36,37 다양한 PARP 중에서 PARP1은 세포 활동의 90%

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PARP2의 경우는 전립선암

의 생화학적 재발(biochemical recurrence)과 깊은 관

여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38

왜 PARPi가 다른 치료제와는 다른가?

기존의 여러 약제들이 임상연구들을 거쳐 새로 등장할 

때 마다 PARPi처럼 주목을 받지는 못한 이유는 PARPi

가 전립선암 치료 분야에서 처음으로 유전자 기반 표적치

료제이며 다른 치료 전략을 가진 개념의 치료제이기 때문

이다. 기존에 전립선암에서 유전자를 이용한 연구들은 대

부분이 진단, 병태생리, 예후, 백신 치료 등을 위한 용도

로 사용되었다면, 이를 바탕으로 전립선암에서 특정 유

전자를 표적으로 하는 약제 개발의 최초의 승인 결과가 

PARPi인 것이다. PARPi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남성호르

Jae Young Joung, Sung Han Kim: PARP Inhibitor in Prostate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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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 신호전달(androgen signaling pathway, AR)체계를 

표적으로 한 HPG axis 억제 치료나 수용체 차단치료가 

주를 이뤘고, 그 결과는 mCRPC로의 암이 진행된 이후로

는 2–3년 내의 짧은 전체생존율 예후를 보였다.

이런 거세저항성 전립선암(mCRPC)에서 PARPi는 생

존 예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 치료제 조합을 이

용한 병합 치료 전략을 도입하게 한 약물이다. PARPi

는 생식세포 돌연변이(germline)와 체세포 돌연변이

(somatic mutation)를 일으키는 HRR관련 유전자들인 

BRCA1/2, ATM, CHEK2 등의 유전자들을 표적으로 하

는 약제다. Non-AR 기전에 기초를 둔 전립선암 치료제

이다.39

PARPi와 관련된 유전자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유전성 전립선암은 전체 전립선암의 9%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HRR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한 생식세포 돌

연변이(germline mutation)와 미스매치 회복 유전자

(MMR)가 대표적인 유전성 전립선암의 표적 유전자들이

다.40 우리 몸에 일어나는 세포 분열과정에서 DNA 복제

기전의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유전자의 dsDNA에 이상이 

생기면 손상된 부위를 고쳐 회복하는 기전이 두 가지 존

재한다. 한 개가 상동재조합 회복(HRR)이고 다른 한 개가 

비상동말단 연결(NHEJ)이다.41 만약 이런 HRR기전의 이

상이 발생하면 세포들은 유전체 불안정으로 결국 죽게 된

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유전자가 BRCA1/2, ATM 유

전자들로 이들은 NHEJ의 DNA 이중나선 손상 회복기전

에 관여한다. 

이런 HRR 유전자들의 변화 발생률은 암의 진행과정에

서 증가하며, 전체 전립선암의 20%가 DRR 유전자들에 

결손이 생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13,42-44

원발 전립선암과 CRPC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65세 이

하의 원발 전립선암의 1.2%, CRPC의 12%가 유전자 변

이가 있다고 한다.44 3,607명의 전립선암을 분석한 결

과에서는 병리학적 생식세포 돌연변이는 17.2%를 보

였다. 각각의 유전자 변이율을 보자면, 이 연구에서는 

BRCA2 (4.74%), CHEK2 (2.88%), ATM (2.03%)를 보

고하였고, 생식세포 변이를 가진 환자군에서는 24.3% 

BRCA2, 14.1% CHEK2, 9.6% ATM 발생률을 보고하였

다. 이처럼 HRR 관련 유전자의 변이율은 BRCA2 (44%), 

ATM (13%), CHEK2 (12%), BRCA1 (7%), PALB2 

(4%), RAD51D (4%), ATR (2%), NBN (2%), PMS2 

(2%), GEN1 (2%), MSH2, MSH6, RAD51C, MRE11A, 

BRIP1, FAM175A (각각에서 1%) 같다고 보고하였다.45

이들 각각의 유전자들의 유전자 손상 회복 기전에 관

여하는 것을 나누자면 BRCA 이외의 유전자들로는 DNA 

damage sensors (ATM, CHEK), DNA regulators 

(CDK12), DNA repair process (FANCA, PALB2), 

DDR system (ATR, CHEK1)를 들 수 있다.

실제 이들 유전자들의 임상연구에서의 사용 예를 보면, 

임상연구인 TOPARP-B 연구나 TRITON-2 연구에서 

BRCA2의 bialle 모두가 불활성화되면 non-BRCA 유전

자를 가진 환자보다 더 좋은 생존 예후를 보였으며, ATM 

변이를 가진 환자들은 BRCA 변이를 가진 환자들보다 치

료 반응이 더 못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최근 매타 분석에

서도 체세포와 생식세표 유전자 변화를 가진 환자 두 군

을 비교했더니 비슷한 치료 반응과 생존 예후를 보이는 

것을 보여주었다.44-48

PARPi 비임상 연구

AZD2281와 KU-0059436로 이름 붙어진 oloparib

은 실험실 세포주 연구에서 BRCA1/2번 결손 세포주들

에 강한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경구 수용성 약제로 ATM 손

실이 많은 림프암 세포의 80%의 종양억제인 두드러진 치

료 효과를 보였다.39 PF01367338와 AG014699로 알려

진 rucaparib은 항암과 방사선민감도를 높여주는 안전한 

수용성 약제로 알려져, 난소암세포에서 세포독성효과를 

보였다. Talazoparib은 PARPi들 중 실험에서 가장 강한 

효과를 보여준 약으로 PARP-DNA complex를 잡는 힘

이 다른 PARPi보다 100배 정도 강하다.

PARP1은 암 진행과 관련한 erythroblast transfor-

mation-specific (ETS) gene fusion family와 전립선

암의 TMPRSS2:ERG fusion에 반응을 한다. Oloparib

은 전립선암 침윤에 관여하는 ETS양성 암종에서 억제 효

과가 ETS음성 암보다 더 큰 치료 효과를 보여주었다.

PARPi 단일제재 임상연구

PROFOUND 연구와 TRITON 임상연구는 미국 

FDA 식약청 허가를 받게 만든 기념비적인 연구들이다. 

4 https://doi.org/10.22465/kjuo.2022.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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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OUND 연구는 387명의 mCRPC 환자들을 대상

으로 BRCA1,2, ATM 변이를 보인 245명의 A 그룹과 다

른 12개의 변이 유전자들을 보는 142명의 B 그룹으로 나

눠 oloparib을 투여했을 때, 방사선학적 무진행생존률

(radiologic progression-free survival, rPFS)이 3.8

개월, 전체 생존률(overall survival, OS)이 3개월 정도 

oloparib투여 군에서 유의하게 향상된 생존률 차이를 보

인 연구였다.49 객관적 치료 반응률(objective response 

rate) 31%와 50% prostate-specific antigen (PSA) 저

하율 43%의 반응률을 보였다. 그에 반해 TRITON2 연구

는 rucaparib 약제를 190명의 mCRPC 단일 환자군에 

투여하여 BRCA1/2, ATM, DDR 유전자들을 대상으로, 

rPFS 3.8개월, OS 3개월, 50% PSA 저하율 59.6%의 반

응률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TRITON3 

rucaparib 임상연구(NCT 02975934)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 외에도 2020년 시점으로 10개 이상의 mCRPC

를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들이 4가지 약제를 대상으로 진

행되고 있다.

PARPi의 복합 제재 요법

1. ADT와 PARPi의 병합치료 연구 

남성 호르몬 수용체 신호체계는 DNA 손상과 관련한 

여러 기전을 조절한다. 대표적인 것이 nonhomologous 

end-joining (XRCC4/5), HRR (RAD51, RAD54), 

MMR genes 들이다.50,51 남성호르몬 관여 기전을 억제하

면 DNA 손상 회복이 상실한 종양에서 PARPi에 좀더 민

감하게 반응하며 이는 현재의 ADT 치료에 PARPi와 같

이 사용 시 치료 효과를 증대시킬 것으로 생각된다.47,50,51 

즉, PARP1의 경우 HRR과 전사인자들을 조절하는 역할

도 있지만 암세포의 증식과 거세 저항을 생성하고 유지하

는 남성호르몬 수용체(AR)전사 활동에도 관여한다고 알

려져 있다. 그러므로 PARP1의 이런 이중 역할은 HRR을 

조절하고 AR 신호전달 체계에 영향을 주어 전립선암의 

promalignant phenotype를 결정 기전에도 중요한 억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49 

AR 신호전달체계도 DRR기전 조절에 관여한다.50 전

립선암에서 ADT 치료 시 PARP의 DRR 기전들이 향상

된 소견이 관찰되며 PARP1을 통한 chromatin과 AR 사

이의 상호작용의 조절로 PARPi는 AR 표적치료제들의 

치료 효과를 향상시킨다.52,53 최근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

는 enzalutamide, apalutamide, abiraterone acetate 

(AA) 같은 2차 호르몬 제재들도 HRR의 표현형에 영향을 

준다. AA의 경우 CYP17의 임상 2상 연구들을 보면 142

명을 대상으로 oloparib과 AA (병용 또는 병합) 투여한 

군과 AA만 투여한 군을 비교한 연구에서 DRR 변이와 상

관없이 oloparib와 abiraterone 환자군이 13.8개월, AA

만 사용한 군이 8.2개월의 유의한 rPFS 차이를 보였다.51 

또 다른 148명을 대상으로 veliparib와 AA을 투여한 군

과 AA만 투여한 군의 비교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못했지만 DRR 변이를 가진 군이 좀더 PSA 반응과 

rPFS에서 좋은 반응을 보였다.54 스테로이드 생성 효소를 

억제 하에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시킨다.55 

Enzalutamide의 경우는 AR 신호체계를 중요 단계를 

억제시키므로 가장 이상적인 병용치료는 enzalutamide 

치료 후 enzalutamide와 oloparib을 병용시키는 것이

다.55 이에 관한 임상 연구들은 PROpel (NCT03732820), 

TALAPRO-2 phase III trial (NCT03395197) 연구가 

있으며, BRCAaway 연구는 mCRPC 2상 연구로 loss of 

ATM, BRCA1/2 유전자의 DRR 손상을 가진 환자들을 중

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처음부터 HRR loss들이 있는 환자

들에서 PARPi가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이

다.

2. Radioligand와 PARPi의 병합치료 연구

Radium-223 치료를 이용한 ASCLEPlus 연구는

(NCT04194554) 1/2상 연구로 oloparib이나 niraparib

를 radium-223과 함께 mCRPC 환자들에서 관찰하는 연

구이다(NCT03317392; NCT03076203). LuPARP 연구

는 177 Lu-PSMA치료를 이용하여 표준 치료 후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1상 연구이

다(NCT03874884).54

3. Tyrosine Kinase Inhibitor와의 PARPi 병합치료  
연구

Ataxia-telangiectasia and Rad3-related (ATR)

은 DNA 손상 시의 kinase 효소로 ATR checkpoint 

kinase 1 signaling pathway에 관여한다. PARPi와 

ATR inhibitor의 병용치료는 진행되고 있으며(AZD 

Jae Young Joung, Sung Han Kim: PARP Inhibitor in Prostate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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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8, NCT03787680), cediranib (NCT02893917) 연

구에서는 VEGFR inhibitor로 BRCA1/2와 RAD51 발현

을 억제하여 DRR을 억제하면서 PARPi의 치료 민감도를 

증가시켰다(rPFS months 11 vs. 4.0 months).56,57

4. 항암치료와의 PARPi 병합치료 연구

Docetaxel 항암제는 현재 HSPC와 CRPC 환자들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하는 약제로 BRCA1/2, ATM, PALB2 

같은 HRR 유전자 결손을 가진 mCRPC 환자들을 대상으

로 PLATI-PARP 임상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4사이클

의 docetaxel과 carboplatin 항암치료 후 rucaparib을 

유지요법으로 사용하는 임상연구이다(NCT03442556), 

PLATI-PARP56 또 다른 2상 연구로는 oloparib를 유지

요법으로 이용하여 cabazitaxel과 carboplatin 약제를 

사용하는 연구도 진행 중에 있다.

5. 면역관문억제 치료와의 PARPi 병합치료 연구

PARPi는 신생항원(neoantigen)을 축적시키고 후

성적(epigenetic)으로 변화시키고, 면역반응과 종양

미세환경에 영향을 주는 종양 면역유전자형(tumoral 

immunogenicity)을 증가시킨다. 이는 anti-PD-1/L1 

inhibitors의 치료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배경을 제공

한다. 

그 바탕의 이론에는 첫째, HRR변이가 있는 종양에

서 dsDNA 손상은 STING-cGAS pathway를 통해 

type 1 interferon 생성을 증가시켜 PD-L1 표현형을 

증가시키고, T 세포를 유도하여 결국은 세포 사멸을 유

발시킨다.57-59 둘째, BRCA1 음성종양에서 이차 돌연

변이(secondary mutation) 또는 환원유전 돌연변이

(reversion mutations)가 회복된다. 이는 HRR 기능을 

회복시켜 신생항원의 표현형을 증가시켜 PARPi의 종양

세포 반응을 높인다. BRCA1 음성 PARPi 저항종양세포

에는 보상기전으로 ATR signaling이 증가하여 HRR 기

능을 RAD51 회복(recruitment)시킨다.60,61 mCRPC 연

구들로는 KEYNOTE-365 trial과 KEYLYNK-010 trial 

(NCT03834519)을 꼽을 수 있으며, HRR 변이가 있거나 

없는 환자들에게 oloparib과 pembrolizumab을 투여하

게 된다. 생화학적 재발과 DDR를 가진 non-metastatic 

호르몬 수용성 전립선암(nonmetastatic, hormone-

sensitive prostate cancer)환자 연구로는 phase II인 

durvalumab과 oloparib 병향 연구(NCT03810105)를 

꼽을 수 있다(PSA double time <9 months). 17명의 환

자들 중 9명에서 PSA 50% 감소가 관찰되었고, 독성은 3, 

4등급의 빈혈, 림프구감소증, 감염, 오심이 주를 이뤘다. 

추가로 17명 중 4명이 면역관련 부작용을 호소하였다. 

CRPC가 포함된 locally advanced, metastatic solid 

tumor Ib/II상 연구들은 avelumab과 talazoparib 

(NCT03330405)병합 연구가 진행 중이다.2

6. 기타 약제와의 PARPi 병합 연구

궁극적인 병합 요법은 DNA 손상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2상 oloparib과 ceralasertib 병합 연구

는 ATR 단백질을 표적으로 실헙실에서 관찰한 ATM결

핍 세포주의 PARPi와 ATR 억제제(ATRi)의 시너지 효

과를 꼽을 수 있다. 고농도의 testosterone을 oloparib

과 함께 보충해주는 2상 임상연구는 DNA 손상을 증가시

켜 효과를 유발하는 연구이다. 마지막으로 in vitro와 in 

vivo 연구 결과, DNA methyltransferase inhibitors 

(DNMTi)와 PARPi를 같이 사용하면 세포독성이 올라

간다. DNMTi는 DNA의 관여하여 DNMT 효소들을 잡

고 PARP trapping 향상시켜 dsDNA의 손상을 증가시

키고 세포독성을 일으키는 것이다. 1상 임상연구가 경구 

DNMTi와 talazoparib 병합치료로 유방암 환자들을 대

상으로 진행 중에 있다(NCT04134884). 그리고 비슷한 

디자인의 BRCA1/2 wild-type mCRPC 환자를 대상으

로 연구를 준비 중에 있다.62,63

PARPi의 저항기전

PARPi 또한 다른 약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내성 또

는 저항기전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크게 분류하자면 

HRR 유전자의 회복, DNA replication fork 손상 보호, 

환원유전자 돌연변이(reversion mutations), 후생유전개

량(epigenetic modifications), PARylation 기전의 회

복(restoration of PARylation)을 꼽을 수 있다.63 

구체적인 이들 기전들로는 단일대립유전자(monoallelic 

inactivation)의 불활성화 같은 HRR 유전자 변이의 두 번

째 대립유전자의 상실이나 변이 손실로 PARPi의 치료저

항이 생기거나, HRR 유전자의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변

6 https://doi.org/10.22465/kjuo.2022.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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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어 실제 HRR 유전자의 기능이 암세포에서 유지되

는 경우나, 전이 종양자체나 전이 종양 부위들의 종양 세

포들 사이에서 종양의 이질성(tumor heterogeneity)으로 

HRR 변이가 부족하거나, platinum 계열의 항암치료를 통

해 항암 치료 등으로 후천적 체세포 환원유전자 돌연변이

(somatic reversion mutation)를 통해 HRR의 단백 기능

을 회복시켜 저항을 유발시키거나, 기능이 저하되거나 손

실된 NHEJ 복구기전을 통한 dsDNA 부분적 복구를 통

한 저항기전을 일으키거나, PARPi의 주요 표적 단백질

인 PARP1 단백질의 손실이나 표현형저하로 저항을 유발

시키거나, PARP1과 DNA 간의 연결고리를 막아버리는 

PARP1의 변이가 생기거나, BRCA1/2 같은 변이 HRR 

단백질의 과발현이나 메틸화 HRR 유전자의 탈메틸화 등

으로 DNA의 동질 손상복구기능이 다시 회복되게 하거나, 

이중나선 DNA 손상 제거 기전에 반대되는 REV7의 표현

형손실이나 불활성화로 인해 PARPi의 기능을 저하시키

거나, DNA 복구기전이 결핍된 종양에서의 이차 또는 보

상성 HRR 단백질들이 과조절되거나 활성화되어 저항을 

하게 된다.64 

PARPi의 저항기전은 초기 임상 전 단계의 연구들에서 

벌써 발견되었으며, 이런 저항기전들로서 mCRPC에서 

PARPi의 제재의 치료 효과를 예측하기 위해 이들 환자들

의 혈액 내 CTC DNA를 통해 oloparib과 talazoparib

에 저항 BRCA2 환원 유전자 돌연변이로 예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65

DRR이나 HRR 유전자 변이가 없는  
전립선암에서의 PRAPi의 역할

AR 신호체계는 DNA손상과 관련한 여러 기전을 조절한

다. 대표적인 것이 nonhomologous end-joining (NHEJ) 

XRCC4/5, HRR RAD51, RAD54, MMR 유전자들이다. 남

성호르몬 관여 기전을 억제하면 DNA 손상 회복 DDR이

상실한 종양에서 PARPi에 좀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는 

현재의 ADT치료에 PARPi와 같이 사용 시 치료 효과를 증

대시킬 것으로 생각된다.56.57 임상 2상 연구들을 보면 142

명을 대상으로 oloparib을 투영한 AA군과 AA만 투여한 

군을 비교한 연구에서 DRR 변이와 상관없이 oloparib

와 AA 환자군이 13.8개월, AA만 사용한 군이 8.2개월의 

유의한 rPFS 차이를 보였다.55 또 다른 148명을 대상으로 

veliparib와 AA을 투여한 군과 AA만 투여한 군의 비교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지만 DRR 변이를 

가진 군이 좀더 PSA 반응과 rPFS에서 좋은 반응을 보였

다.54

미래의 PARPi 역할

현재 PARPi들은 앞으로 선행항암화학요법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며 환자군도 mCRPC뿐만 아니라 비전이성 호

르몬 수용성 전립선암과 진행성/전이 고형암 환자군까지 

확대하여 여러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다.

신보강 목적의 PARPi는 고위험 국소 전립선암 환

자들에서 DRR이 관찰되면 3사이클의 niraparib 

(NCT04030559)이나 oloparib (NCT03432897)을 전

립선 적출수술 전에 투여 받는 연구이다. 전립선 적출수

술 후 비전이 고위함 생화학적 재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nonmetastatic, high-risk, biochemically re-

current prostate cancer, NCT03047135)도 진행 중에 

있다. 진행성/전이 고형암 연구로는 Senaparib을 이용

한 1상 연구들이 있다(NCT04182516, NCT03508011). 

뇌전이를 가진 mCRPC 환자에서 pamiparib이라는 

PARP1/2 억제효과를 보이는 2상 연구도 진행 중이다

(NCT03712930).

이처럼 PARPi에서의 적절한 유전자 검사방법과 환자

군에서의 임상 활용도가 중요하며, 대부분의 임상연구들

에서는 HRR 유전자 상태에 따라 환자군을 구분하여 치료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런 유전자검사로는 현재 상태를 반

영할 수 있는 조직을 얻어 유전자검사가 나가야 가장 높

은 변이 빈도를 알아낼 수 있다. 조직이 여의치 않는다면 

혈중의 CTC tumor DNA, 타액, 혈액 등도 고려해 볼 만

한 것들이다. 또한 PARPi의 특정 유전자 변이에 대한 치

료 민감도에 대한 연구 결과도 필요하며, 어떤 환자에서 

최대 치료 이득을 보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이를 통해 개

개인 맞춤의학으로 최대의 치료 예후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HRR 유전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확실하

지 않다. 그 이유는 각 임상 연구 디자인마다 다양한 관점

에서 DNA 회복과 관련된 다양한 유전자 패널을 사용했

기 때문이며 특정 유전자들의 결과 또한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마도 PARPi 들의 자체적인 차이 때

문이며 각 유전자들의 변이가 DNA 손상과 회복기전에 

작용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아가 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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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들의 중심 유전자와 보조 유전자들을 구분하고, 유전

자 내에서의 변이 위치 차이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HRR의 기능적 표지자를 찾아 어떤 환자들

이 PARPi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내야 한다.

결      론

이번 시간에는 유전자를 표적으로 한 PARPi에 대해 알

아보고 미래의 맞춤의학의 첫 치료제로서의 PARPi 의의

를 알아보았다. PARPi는 유전자로 확인된 암 환자들에서

는 과거 어떤 치료를 받았더라도 새로운 치료 효과를 보

여주었다. Oloparib과 rucaparib이 미국 식약청에 승인

받아 현재 임상에서 사용 중이며, 많은 임상연구들이 현

재 진행형으로 다양한 PARPi의 치료 효과를 보여주기 위

해 시행되고 있다. 다양한 병기와 다양한 호르몬 치료제 

상황에서 다른 치료와의 병합치료 전략도 PARPi의 치료 

효과 향상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약 20%의 CRPC 환자들이 HRR 유전자들 중 최소 1

개 이상의 생식세포나 체세포변이를 보이며, 합성 치사 

기전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CRPC의 임상 연구의 긍정

적인 치료 결과와, 현재 진행형의 다양한 HSPC 연구와 

docetaxel과 2차 호르몬 제재와 같은 PARPi와의 병합치

료의 비교 연구들은 미래의 전립선암 치료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치료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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