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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apeutic options in 

androgen-independent prostate cancer

￭￭￭ 가톨릭의대/하 유 신

서  론

이성 립선암을 가진 환자들의 기 남성호르몬 차단(androgen-ablative therapy)치료에 의한 반응

률은 70-80%정도로 보고되어 있다.1,2) 그러나 불행하게도 남성호르몬 차단 치료의 median response의 

기간은 단지 18-24개월이고 이후 부분의 립선암환자들은 호르몬 불응성 립선암 (Hormone- 

refractory prostate cancer, HRPC)으로 진행하게 된다. 호르몬 불응성 립선암으로 환된 이후의 임상

 경과는 속도로 진행,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남성호르몬 차단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호르몬 불응성 립선암의 치료로 생존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치료법은 최근까지 

없는 실정이다.1,3) 실제로 기 항암치료의 성 들은 survival benefit은 거의 없으면서 부작용만 래한

다고 보고하 다.4,5) 이러한 이유로 많은 비뇨기과 의사들이 항암치료를 꺼려왔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최근까지 호르몬 불응성 립선암의 항암 치료로 가장 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mitoxantrone 

과 prednisone 병합요법은 실제로 골동통 완화에는 효과가 있으나 생존률을 향상시키지는 못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6-8) 그러나 최근들어 Taxane 계열인 Docetaxel을 근간으로 하는 임상시험 후 유의한 

생존률의 증가를 보고하면서 고식  치료에 머물던 호르몬 불응성 립선암 치료의 생존률 향상을 기

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9,10)

이에 호르몬 불응성 립선암의 치료  항암치료를 심으로 그간에 시행되었던 표  항암치료

의 성   그 성 을 토 로 제시 되어진 향후 치료의 가능성  선택에 해서 검토해보겠다.

1. 기 항암치료

Yagoda 와 Petrylak,4) 그리고 Roth5) 는 1991년 까지의 호르몬 불응성 립선암환자들에게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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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총 26 종의 항암제의 성 을 분석하 는데 평균 으로 8.7% 의 반응률을 보이며 median survival

은 9-12개월이며 부분이 치료에 히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하 다. 이러한 낮은 반응률의 이유

를 Multidrug resistance 때문이라고 생각하 으며, 26종  vinblastine, trimetrexate, mitoguazone, 그

리고 estramustine 등을 포함한 단 6종의 항암제 만이 10%이상의 반응률을 보인다고 하 다. 그러나 

부작용을 고려하면 실제로 치료효과를 기 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고하 다.4,5)

2. Mitoxantrone-based regimens

Mitoxantrone 은 1990년  후반부터 호르몬 불응성 립선암의 치료에 활발히 시도되어져왔다. 

Tannock등6) 은 호르몬 불응성 립선암환자들에게 mitoxantrone 과 prednisone 병합요법과 prednisone 

단독요법의 치료효과 비교에서 mitoxantrone 병합요법이 통증경감에 더 효과 이었다고 하 으나 두 

군간의 생존율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 다. 

Kantoff 등11)은 242명의 호르몬 불응성 립선암환자들을 상으로 시행한 mitoxantrone 과 

hydrocortisone 병합투여 후 치료효과를 비교한 보고에서 hydrocortisone 단독투여한 군에 비해 통증

조 은 효과 이나 생존율의 증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하 다. 최근들어 Berry 등8)은 120명의 무증상 

호르몬 불응성 립선암 환자들을 상으로 시행한 mitoxantrone의 치료효과를 비교한 임상시험에서 

PSA Response (PSA 50% 이상 감소) 는 향상되고 진행시기는 늦출 수 있었으나 생존율 향상은 찰

되지 않았다. 이러한 임상시험을 근간으로 호르몬 불응성 립선암의 치료에 있어서 mitoxantrone과 

steroid 병합요법이 생존율 향상에 있어서는 뚜렷한 효과를 입증할 수 없어서 FDA는 골동통을 심

으로한 고식  치료에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

3. Taxane-based therapy

호르몬 불응성 립선암의 병태생리에 한 연구를 통해 세포고사의 진행을 억제하는 유 자 

(antiapoptotic gene)인 bcl-2의 과발 (overexpression)이 남성호르몬 비의존성 립선암세포의 증식, 

병의 진행  항암제 내성과의 련 가능성이 제기되었다.12-14) Haldar 등15)은 in vitro 실험을 통해 

Taxanes 계열의 항암제가 세포내 microtubules의 해 합반응(depolymerization)을 억제하여 세포증식

을 억제하며 한 bcl-2의 인산화 (phosphorylation)를 유도 립선암의 세포고사를 진 할 수 있다

고 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호르몬 불응성 립선암, bcl-2 그리고 Taxane계열 항암제간의 연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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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되어 호르몬 불응성 립선암 치료에 있어서 Taxane 투여의 이론  배경을 제공 활발한 임상시

험이 진행되었다. 

 Taxane 계열인 paclitaxel 단독요법 (phase I, II)을 시도 후 을 보고된 성 은 PSA resoponse는 

4-39% 으나 median survival은 9 개월로 매우 실망스런 결과 다.16-17) 그러나 bcl-2의 인산화능력

이 100배 이상 큰 docetaxel 을 사용한 임상시험에선 PSA response 는 41-46%, median survival은 27

개월로 성 을 보고 하 다.18,19)

이러한 이론  근거와 1,2상 임상성 을 토 로 최근에 진행된 2개의 3상 임상시험 (multicenter 

randomized controlled study) 은 이 에 시행되었던 다른 항암제 치료의 결과와는 다르게 유의한 생

존율의 향상을 보고, 호르몬 불응성 립선암 치료의 새로운 선택으로 제시되고 있다. 

SWOG 99-16 : 770명의 호르몬 불응성 립선암 환자들을 무작 로 docetaxel/estramustine 병합요

법군 는 mitoxantrone/prednisone 병합요법군으로 배정, 두 군의 성 을 비교한 임상시험을 진행하

다 (Table 1).9) 

체 으로 docetaxel/estramustine 병합요법군이 조군 (mitoxantrone/prednisone 병합요법군)에 

비해 20%의 생존율의 증가를 보이면서도 골동통등 통증경감효과는 조군과 유사한 효과를 보이고 

장 , 심 계 부작용은 조군 보단 높았으나 부작용과 연 된 사망률(toxicity-related death)  

시험 탈락률(discontinuation rate)은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Outcome Parameter Docetaxel-Estramustine Mitoxantrone-Prednisone P Value
Median survival (mo) 17.5 15.6 0.02
Median time to progression, (mo) 6.3 3.2 <0.001
PSA response ≥ 50% (%) 50 27 <0.001
Measurable disease response, (%) 17 11 0.30

Table 1. Efficacy results for the Southwest Oncology Group (SWOG 9916) phase 3 trial 

TAX 327 : 1006명의 이성 호르몬 불응성 립선환자들을 무작 로 투여용량 과 기간을 달리한 

docetaxel/prednisone 2군 (every 3 weeks + prednisone or weekly + prednisone)과 mitoxantrone/ 

prednisone 군의 총 3군으로 배정, docetaxel의 치료효과를 정하기 한 임상시험을 진행하 다 

(Table 2). docetaxel/prednisone 군 (every 3 weeks) 이 mitoxantrone/prednisone 군에 비해 24% 사망

률의 감소효과를 보 으며 median survival의 증가를 보 다 (Fig 1). 통증 조 과 삶의 질 측면에서

는 docetaxel 치료군 모두에서 mitoxantrone 치료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치료반응율을 보 다. 



Therapeutic options in androgen-independent prostate cancer ⁃125

TAX 327 임상시험에서 주목할 은  용량 (each weekly, 30 mg/m2 , for 5 cycles) 투여에 비해 

고용량 (every 3 weekly, 70 mg/m2 , for 10 cycles) 투여가 유의한 생존증가효과를 얻으면서도 심각

한 부작용이 26%로 용량군의 29% 보다 오히려 낮으며, 치료와 연 된 사망률 (treatment-related 

death)는 3군다 1%이하로 매우 낮았다는 사실이다. 

Outcome Parameter Docetaxel every 3 WK Docetaxel weekly Mitoxantrone Every 3 Wk
Median survival (mo) 18.9 17.4 16.5
p-value 0.009 0.36
PSA response ≥ 50% (%) 45 48 32
p-value <0.001 <0.001
Measurable disease response, (%) 12 8 7
p-value 0.009 0.005
Pain response (%) 35 31 22
p-value 0.01 0.08
* : p-value are for comparison with the mitoxantrone group

Table 2. Efficacy results for the TAX 327 study phase 3 trial 

Fig. 1 Kaplan-Meier estimates of the probability of overall survival in the three groups

결  론

호르몬 불응성 립선암의 치료는 재까지 주로 골동통을 심으로 한 고식  치료를 심으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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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인정받았으나 립선암의 병태생리연구를 통해 밝 진 이론  근간과 규모 임상시험을 통해 

최근 docetaxel을 기본으로 하는 병용 화학요법이 과거의 치료에 비해 유의한 생존율 향상을 보고하

면서 호르몬 불응성 립선암의 표 치료로 인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 투여시기의 

성에 해선 아직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으며 치료효과 면에서도 아직 만족할 만한 수 에 못 미치

고 있는 실정이므로 계속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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