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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 반응성 전립선암에서의 남성호르몬 
차단요법을 동반한 항암화학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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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otherapy With Androgen Deprivation for Hormone-Naïve Prostate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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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regarding the treatment of metastatic prostate cancer has been undergoing dramatic progress. 
Treatment of hormone-naïve metastatic prostate cancer includes surgical castration and medical castration that 
lowers androgen level in the blood using drugs. Although these androgen deprivation therapies are very effective, 
hormone-naïve metastatic prostate cancer finally leads to castration-resistant prostate cancer because resistance 
to surgical or medical castration occurs. The treatment at this stage includes not only docetaxel, but also new 
androgen synthesis inhibitor or androgen receptor inhibitors such as abiraterone or enzalutamide, new cytotoxic 
anticancer agents such as carbazitaxel, and radioisotope treatment such as radium-223. Recently, studies on the 
effect of chemotherapy on hormone-naïve metastatic prostate cancer before the development of castration-resistant 
prostate cancer have been actively published. As a result, various guidelines have recommended docetaxel as 
the first-line therapy for hormone-naïve metastatic prostate cancer. In this manuscript, we will summarize the basic 
concepts of androgen deprivation therapy for hormone-naïve metastatic prostate cancer and the main results of 
research on chemotherapy for hormone-naïve metastatic prostate cancer. (Korean J Urol Oncol 2017;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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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립선암, 특히 이성 립선암의 치료에 한 연구는 

최근 비약 인 발 을 거듭하고 있다. 남성호르몬 차단요

법을 이 에 시행한 이 없는 호르몬 반응성 이성 립

선암의 치료는 외과  거세 는 약물을 이용하여  남

성호르몬을 거세 수 까지 낮추는 내과  거세를 들 수 있

다. 이러한 남성호르몬 차단요법은 매우 효과 이기는 하

지만, 부분의 경우 립선암 세포의 내성 발생으로 인한 

거세 항성 립선암으로 진행되게 된다. 이러한 단계에

서의 치료로 도세탁셀(docetaxel) 뿐만 아니라 아비라테론과 

엔자루타마이드와 같은 새로운 안드로겐 생성  수용체 

억제제, 카바지탁셀과 같은 새로운 세포 독성 항암제  라

듐-223와 같은 방사성 동  원소 치료 등 다양한 기 의 치

료 방법이 승인되어 사용되고 있다.1,2 최근에는 거세 항

성 립선암으로 발 되기  호르몬 반응성 이성 립

선암에 한 항암화학요법의 효과에 한 연구 결과가 활

발히 발표되고 있고, 그 결과 여러 가이드라인에서 호르몬 

반응성 이성 립선암에 한 일차 치료로까지 권고되고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22465/kjuo.2017.15.1.11&domain=pdf&date_stamp=201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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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2 이번 원고에서는 호르몬 반응성 이성 립선암에 

한 남성호르몬 차단요법의 기본 인 내용  항암화학요

법의 주요 연구 결과들을 정리 요약하고자 한다.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립선 기능 유지  립선암의 성장  진행은 남성호

르몬 수용체  그 수용체 이하의 신호 달 체계에 의존한

다. 따라서 남성호르몬 수용체 리간드인 테스토스테론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을 제거함으로써 립선암을 조

할 수 있다. 테스토스테론 제거는 양측 고환 제술, 즉 수술

 거세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양측 고환 제술은 국소마

취하에서 비교  간단히 시행할 수 있어 비용 비 효과가 

좋다고 할 수 있고, 시술 후 단기간(8.6±3.2시간) 내 거세 수

의 남성호르몬 수치에 도달하므로 그 효과가 매우 신속

하여 립선암 호르몬 치료의 표 치료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수술  거세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  상실감  미

용 인 문제, 그리고 시술 자체가 비가역 이라는 이유들

로 그 시행 빈도는 차 어들었다.3

황체형성호르몬분비 호르몬(luteinizing hormone-releasing 

hormone, LHRH) 작용제의 주기 인 주사를 통해서도  

테스토스테론을 거세 수 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 이를 내

과  거세라고 한다. LHRH 작용제와 외과  거세를 비교

한 10개의 무작  배정 비교 임상시험에 한 메타분석에

서 두 치료의 효과는 동등한 것으로 보고되었다.4 기 개발 

시 인슐린 주사처럼 자주 투여해야 했지만 피하  근육 

주사 후 체내에서 천천히 방출되는 제형들이 개발됨으로써 

주사 주기가 1–6개월 간격으로 늘어나 편의성이 탁월하게 

증가되었고, 재는 립선암의 남성호르몬 차단요법의 주

된 방법이 되었다.

항안드로겐(antiandrogen)은 남성호르몬 수용체 길항제로

서 세포 내에서 남성호르몬 수용체에 결합하여 수용체 기

능을 소실시킴으로써 세포자연사를 조장하여 종양의 성장 

 진행을 억제한다.5 비스테로이드성 항안드로겐인 fluta-

mide, nilutamide, bicalutamide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증가시키거나 정상 수 으로 유지시켜 수술   내과  

거세와 달리 성욕감퇴나 발기불능을 래하지 않는다. 진

행성 립선암으로 인해 남성호르몬 차단요법이 필요할 경

우 bicalutamide만을 단독으로 사용하면 내-외과  거세에 

비해 생존율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므로 추천되지

는 않는다.6,7 스테로이드성 항안드로겐인 cyproterone ace-

tate는 hydroxyprogesterone 유도체로 비스테로이드성 항안

드로겐과 달리 luteinizing hormone 분비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테스토스테론 분비도 감소시켜, 거세 치료와 같

은 수 으로 성기능 장애를 일으킨다. 한 cyproterone ace-

tate는 간독성, 심 계 독성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

어, 이성 립선암에 한 이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성호르몬 차단요법은 이성 립선암의 표 치료일 

뿐만 아니라 등도 는 고 험도 이상의 국소 는 국소 

진행성 립선암의 방사선 치료와 병합하는 6–36개월간 보

조요법으로도 사용되고 있고, 수술 후 림  이가 확인

된 경우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등의 국소 치료 후 발생

한 생화학  재발의 경우에도 사용된다.1,2

진행성 립선암에서 남성호르몬 차단치료가 매우 효과

이기는 하지만 부분의 호르몬 반응성 립선암 환자들

은 1–5년 후에 거세 항성 립선암으로의 진행을 경험하

게 된다. 거세 항성 립선암이라고 진단하기 해서는 

 남성호르몬이 거세 수 (＜50 ng/dL or 1.7 nmol/L)으

로 감소되어 있어야 하고 더불어 립선암 진행의 증거, 즉 

1주 간격으로 3번 연속 립선 특이 항원(prostate-specific 

antigen, PSA)이 최 값(nadir)의 50% 이상 상승하여 그 결과 

2 ng/mL 과로 상승한 경우, 2군데 이상의 새로운  병변 

수의 증가, 연부 조직 이의 발견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2 

만약 항안드로겐과 병용치료를 시행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항안드로겐 투여를 지해야 한다. 거세 항성으로의 진

행은 여러 병태생리학  기 이 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양 내 안드로겐 생성의 증가, 안드로겐 수용체 돌연

변이, 안드로겐 수용체 과발 , 종양억제 유 자 변이  다

양한 성장 인자가 여한다.8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거세 

항성 립선암은 이 에 알려졌었던 남성호르몬 비반응

성(insensitive)이 원인이 아닌, 남성호르몬 수용체 증폭 등에 

의한 과민성(supersensitive)이 그 기본 기 으로 밝 졌

다.8,9 그러므로 고환 제술을 받지 않은 환자에서 LHRH 

작용제 치료를 단하면,  테스토스테론의 증가로 인

해 일부 환자들은 질병이 악화될 수 있다. 최근 거세 항성 

립선암의 새로운 치료 방법  하나가 거세 수 보다 더 

낮은 수 의  테스토스테론  암조직 내부의 남성호

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것이므로, 고환 제술을 받지 않은 

환자에서는 LHRH 작용제 등의 거세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병태생리학 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10,11 거세 항성 

립선암에 승인된 모든 약제의 해외 임상 연구에서, 고환

제술을 받지 않은 환자의 경우 LHRH 작용제 치료를 지

속 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0-13 거세 항성 립

선암의 항암 치료  지속  남성호르몬 차단요법의 효과

에 한 향  임상 연구는 없다. 몇몇 후향  연구들에서 

남성호르몬 차단요법의 거세 항성 립선암 환자들의 생

존율에 미치는 효과에 한 상반된 보고가 있었는데,14,15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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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Key phase III trials of hormone-naïve prostate cancer

Trial Number Treatment
Follow-up 

(mo)
OS (mo)

Hazard ratio 

(95% CI)
p-value

CHAARTED20

STAMPEDE21

GETUG-AFU 1519

 790

2,962

 385

ADT vs. ADT + 6 cycles Docetaxel

SOC vs. SOC + Docetaxel

ADT vs. ADT + 9 cycles Docetaxel

28.9

43.0

83.9

 44 vs. 57.6

71 vs. 81

48.6 vs. 62.1

0.61 (0.47–0.80)

0.78 (0.66–0.93)

0.88 (0.68–1.14)

＜0.001

  0.006

  0.3

CHAARTED: chemohormonal therapy versus androgen ablation randomized trial for extensive disease in prostate cancer, STAMPEDE: 

systemic therapy in advancing or metastatic prostate cancer: evaluation of drug efficacy, GETUG-AFU: androgen-deprivation therapy alone 

or with docetaxel in noncastrate metastatic prostate cancer, OS: overall survival, ADT: androgen-deprivation therapy, SOC: standard of 

care, ZA: zoledronic acid.

세탁셀로 치료받는 국내 환자를 상으로 한 최근의 후향

 연구에서는 통계  유의성은 없었지만 지속 으로 거세 

치료를 유지한 군에서 PSA 반응률이 더 높고(67%  49%) 

생존 기간도 더 연장된(25개월  22개월) 경향을 보여주었

다.16 특히 내과  거세를 단한 군에서 도세탁셀 치료  

질병이 진행한 경우 내과  거세 치료를 재개하 을 때 약 

30%에서 PSA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거세 항성 

립선암에서도 남성호르몬에 한 반응성은 유지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16,17 거세 항성 립선암의 경우 지속 으

로 거세 치료를 유지하거나, 는  테스토스테론 수치

를 유심히 추  찰하여 일정 수  이상 상승 시 즉시 거

세 치료를 재개하여야 한다. 향  연구 결과가 없다고 해

서 국내에서 보험 여가 제한되던 비합리 인 행태는, 

련 학회의 지속 인 노력으로 재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고 하니 국내 립선암 환자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한다.

호르몬 반응성 립선암에서의 항암화학요법

1. Androgen-Deprivation Therapy Alone or With Docetaxel 

in Noncastrate Metastatic Prostate Cancer (GETUG-AFU 

15): A Randomised, Open-Label, Phase 3 Trial

2005년부터 임상 시험이 계획되어 29개의 랑스 병원과 

1개의 벨기에 병원이 참여한 GETUG-AFU 15는, 기 연구 

결과가 2013년 2월에 Lancet Oncology에 게재되었다(Table 

1).18 연구 은 호르몬 감수성이 있는 이성 립선암으로 

새롭게 진단받은 환자들을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도세탁

셀 투여군(192명)과 남성호르몬 차단요법군(193명)으로 나

고,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도세탁셀 투여군의 경우 남

성호르몬 차단요법 시작 2개월 이내에 도세탁셀 75 mg/m2

을 3주마다 9사이클까지 투여했다. 평균 50개월 동안 추  

찰 결과, 반  생존 기간(overall survival) 간값은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  도세탁셀 투여군에서 58.9개월, 남성호

르몬 차단요법군에서 54.2개월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험도, 1.01; 95% 신뢰구간, 0.75–1.36). 도세탁셀 

투여군에서 72건의 부작용이 발생하 고, 백 구감소증(40

건, 21%), 발열을 동반한 백 구감소증(6건, 3%), 간기능검

사 이상 소견(3건, 2%), 감염을 동반한 백 구감소증(2건, 

1%) 등의 순서로 발생하 다. 도세탁셀 투여군에서 4건의 

치료 련 사망이 발생하 는데, 항암 치료 시 granulocyte 

colony stimulating factor를 동반 투여하고 난 이후 더 이상의 

사망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연구 결과로 인해 도세탁셀은 호르몬 반응성 립선

암의 일차 치료법으로 권고될 수 없었는데, 후에 기술될 

CHAARTED 연구 결과로 인해 GETUG-AFU 15에 한 추

가 연구가 European Urology 2016년 8월호에 게재되었다.19 

CHAARTED에서 이 종양의 비율이 높은(metastatic 

high-volume disease) 환자군에서 도세탁셀의 치료 효과가 

확연하 음에 착안된 이 연구는, 추  간값 7년의 임상 

자료들을 이된 정도에 따라 나 어 후향 으로 분석하

다. 반  생존 기간 간값은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도

세탁셀 투여군에서 62.1개월, 남성호르몬 차단요법군에서 

48.6개월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도세탁셀 

투여군에서 약 20%의 생존율 증가 소견을 보 다( 험도, 

0.88; 95% 신뢰구간, 0.68–1.14; p=0.3). 이 종양의 비율이 

높은 환자군에서의 반  생존 기간 간값은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도세탁셀 투여군에서 39.8개월, 남성호르몬 차

단요법군에서 35.1개월로 역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험도, 0.78; 95% 신뢰구간, 0.56–1.09; p=0.14). 생

화학  무재발 생존 기간과 임상  무재발 생존 기간은 모

두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도세탁셀 투여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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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emohormonal Therapy Versus Androgen Ablation 

Randomized Trial for Extensive Disease in Prostate 

Cancer (CHAARTED)

CHAARTED는 2006년부터 미국에서 임상 시험이 계획되

어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015년 8월호에 게재된 

연구이다(Table 1).20 연구 은 호르몬 감수성이 있는 이

성 립선암으로 새롭게 진단받은 남성 환자 790명을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  도세탁셀 투여군과 남성호르몬 차단요

법군으로 나 고,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도세탁셀 투여

군의 경우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시작 4개월 이내에 도세탁

셀 75 mg/m2을 3주마다 6사이클까지 투여했다. 평균 추  

29개월 후 간분석을 시행한 결과, 반  생존 기간 간

값은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도세탁셀 투여군 (397명  

85명 사망)에서 57.6개월로 남성호르몬 차단요법군(393명 

 114명 사망)의 44개월에 비해 13.6개월 연장 다( 험도, 

0.61; 95% 신뢰구간, 0.47–0.80; p＜0.001). 생화학  진행 기

간 간값은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도세탁셀 투여군에서 

20.2개월, 남성호르몬 차단요법군에서 11.7개월로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험도, 0.61; 95% 신뢰구간, 0.51–
0.72; p＜0.001). 특히 내장 이 는 4군데 이상 이(골

반  척추  이외의 골 이가 반드시 있어야 함)가 동반

된 환자에서 사망 험이 40%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도세

탁셀 투여의 생존 기간에 한 혜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

다(49.2개월  32.2개월; 험도, 0.60; 95% 신뢰구간, 0.45–
0.81; p＜0.001).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도세탁셀 투여군

은 그 밖의 질병 지표에서도 우세한 결과를 보 는데, 치료 

12개월 후 PSA＜0.2 ng/dL에 도달한 환자 비율이 27.7%로 

남성호르몬 차단요법군(16.8%)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p

＜0.001), 거세 항성(20.2개월  11.7 개월)  질병 진행

(33개월  19.8개월)이 발생하기까지의 기간도 에 띄게 

늘었다(p＜0.001). 도세탁셀 투여군에서 3–4등 의 발열을 

동반한 백 구감소증이 6.2%, 3–4등 의 감염을 동반한 백

구감소증이 2.3%, 3등 의 감각 신경병증과 운동 신경병

증이 각각 0.5%의 비율로 발생하 다.

3. Systemic Therapy in Advancing or Metastatic Prostate 

Cancer: Evaluation of Drug Efficacy (STAMPEDE)

국이 주도 으로 진행하고 있는 STAMPEDE 연구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후 재발된 환자와 국소진행성, 이

성 립선암으로 진단된 환자를 상으로 하고 있다(Table 

1).21 환자들을 총 4개의 군으로 나 었고, 4개의 군은 표

치료군(standard of care: 최소 3년 이상 호르몬 요법 는 호

르몬 요법과 방사선 요법의 병용요법을 시행한 군), 표 치

료  도세탁셀을 3주 간격으로 6사이클 투여한 군, 표 치

료  zoledronic acid 투여군, 표 치료  도세탁셀, zole-

dronic acid 투여군 등이다. 43개월 추  결과, 반  생존 

기간 간값은 표 치료군 71개월, 표 치료  도세탁셀 

투여군 81개월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험도, 0.78; 95% 

신뢰구간, 0.66–0.93; p=0.006). 무실패 생존 기간(failure-free 

survival) 역시 표 치료군 20개월, 표 치료  도세탁셀 투

여군 37개월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험도, 0.61; 95% 신

뢰구간, 0.53–0.70; p＜0.001). 한 무실패 생존 기간에 한 

도세탁셀 투여군의 치료 효과는 이 여부에 계없이 모

두 효과 이었다( 이가 없는 경우의 험도 0.6, 이가 있

는 경우의 험도 0.61). 립선암 특이 생존 기간도 표 치

료군에 비해 표 치료  도세탁셀 투여군의 효과가 유의

하게 좋았다( 험도, 0.79; 95% 신뢰구간, 0.65–0.96; p=0.019). 

3–5등 의 이상 반응은 표 치료군  399명의 환자(32%)

에서 발생하 고, 표 치료  도세탁셀 투여군  288명

(52%)에서 발생하 다.

결      론

CHAARTED  STAMPEDE 연구에서는 호르몬 반응성 

립선암에 한 도세탁셀 항암치료의 유용성이 증명되었

지만, GETUG-AFU 15 연구에서는 도세탁셀 항암치료의 효

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불일치에 한 이유들로는 

환자군 구성, 연구 디자인에 규정된 치료 외의 보존  치료, 

환자의 치료 순응도의 차이들  통계  원인 등을 들 수 

있으나  시 에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의 호르몬 반응성 립선암에 한 제 3상 항암화학

요법 연구 결과에 따라, 서구에서는 호르몬 반응성 립선

암에 한 일차 치료로서 도세탁셀 항암치료가 권고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의료비의 상승 등을 이유로 

도세탁셀 항암치료에 한 보험 여가 용되고 있지 않

아 아직 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최선의 치료를 

추구하는 임상의들이 실제 진료 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국내에서의 데이

터를 포함된 계속 인 일 성 있는 연구 결과들로 인해 의

료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국내에서도 호르몬 반응성 

립선암에 한 최선의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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