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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In men with prostate cancer, Androgen deprivation therapy shows a variety of well recognized 
metabolic alteration. But it is not known in Korean men with prostate cancer. To better characterize the metabolic 
effects of androgen deprivation therapy in Korean men, we evaluated the changes in fat thickness, bone mineral 
density (BMD), body mass index (BMI), and levels of hemoglobin (Hb) and cholesterol. 
  Materials and Methods: From December 2002 to December 2008, 148 Korean men treated with leuprolide 
depot and bicalutamide for prostate cancer and 100 healthy subjects were investigated included change from 
baseline to month 12 in fat thickness, bone mineral density (BMD), body mass index (BMI), and levels of 
hemoglobin (Hb) and cholesterol. Fat thickness was estimated from subcutaneous fat thickness at T10 level through 
CT or MRI image. We also compared them with data from healthy subjects. 
  Results: The mean fat thickness was significantly increased by 22.9% from baseline (16.6mm) to month 12
(20.4mm) in men with prostate cancer (p＜0.001). The BMD was significantly decreased by 4.2% from 0.95 to 

0.91 (p＜0.001). The BMI was significantly increased by 4.8% from 23.0kg/m2 to 24.1kg/m2 43 (p＜0.001). The 
hemoglobin level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contrast, the cholesterol levels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The 
patients with prostate cancer had significant changes in fat thickness, BMD, and BMI, compared with healthy 
subjects (p＜0.005, respectively). But there are no significant changes in hemoglobin and cholesterol levels. 
  Conclusions: Our results show that Korean men with prostate cancer have increased abdominal subcutaneous 
fat and BMI and have decreased BMD during androgen deprivation therapy. These increases the risk of bone 
fracture and obesity related complication. Therefore, BMD will be checked periodically and carry out exercise 
program to prevention obesity during androgen deprivation therapy. (Korean J Urol Oncol 2010;8: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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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령 인구

의 증가, 진단 방법의 발달, 립선암에 한 인식의 증가 

 서구화된 식생활의 향으로 립선암 환자가 증가 추

세에 있다. 한국 앙암등록사업의 집계에 따르면 남성의 

암 발생률  립선암의 비율은 1995년 1.7%에서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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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patient characteristics of patients and controls

Characteristic Patients (n=148) Controls (n=100) p-value 

  Mean age (SD) 71 (8) 70 (8)  0.236*

  Mean BMI (SD), kg/m
2 23.0 (2.8) 21.9 (0.2)  0.274*

  Mean fat thickness (SD), mm 16.6 (6.1) 15.1 (5.5) 0.919

  Mean Hb (SD), gm/dl 13.0 (1.8) 12.8 (1.9)  0.390*

  Mean total cholesterol (SD), ng/ml 162 (34) 158 (34)  0.706*

  Mean BMD (SD), g/cm
2  0.95 (0.13)  0.93 (0.15)  0.263*

SD: standard deviation, BMI: body mass index, Hb: hemoglobin, BMD: bone mineral density, *Independent t-test.

4.5%로 증하면서 5 를 기록하 다.1 1941년 Huggins와 

Hodges가 립선암의 치료로 호르몬치료의 개념을 도입한 

이후, 진행성 립선암에서는 고환척출술, 황체호르몬방출

호르몬 유사체 (luteinizing hormone releasing hormone ana-

logues; LHRHa), 항남성호르몬제 등을 기본으로 하여 치료

해 왔다. 임상  국소 립선암의 치료로는 가장 기본 인 

근치 립선 제술을 비롯하여 방사선치료 는 극

인 추 찰 (active surveillance) 등이 있지만 고령, 내과  

질환, 경제  문제 등의 이유로 근치  국소치료를 시행하

지 못할 때는 일차  치료의 선택으로 남성호르몬차단요법

이 차선이 될 수 있다.2 이처럼 남성호르몬차단요법은 립

선암 환자에서 리 사용되고 있지만, 심 계  골 사 

와 지질 사에 하여 나쁜 향을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3,4 하지만 이에 한 국내 연구는 아직 발표된 바가 

없으며, 따라서 한국인에서 남성호르몬차단요법에 의한 

사성 변화는 구체 으로 밝 진 바가 없다. 자들은 한국

인에서 립선암에 하여 1년간 남성호르몬차단요법을 

시행하 을 때 나타나는 사성 변화에 해 알아보았다. 

상  방법 

  본원에서 2002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조직학 으로 

립선암으로 진단받았으며 립선  골반 자기공명 상

촬 과 신골주사 (bone scan) 검사를 시행한 결과, 국소진

행성, 이성 혹은 국소 립선암이지만 고령, 립선암 이

외의 의학  문제 등으로 근치  수술요법을 받지 않고 일

차  치료로 남성호르몬차단요법을 시행 받았던 환자 등 

1년 이상 남성호르몬차단요법을 시행 받은 148명의 환자를 

상으로 하 다. 한 같은 기간에 본원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한 45세에서 80세까지의 성인 남성  1년 단 로 2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았고, 립선에 한 검사를 통하여 

립선암으로 진단받지 않은 100명의 건강인을 조군으로 

정하 다. 립선암환자군에서는 모두 GnRH agonist와 항

남성호르몬제 병용요법을 시행하 으며 남성호르몬차단요

법 시행 1-2주 이 과 시행 후 12개월 뒤에 신장, 체 , 청 

헤모 로빈, 총 콜 스테롤을 측정하 고, 산화단층촬  

혹은 자기공명 상에서 T10 수 에서 측정된 피하지방층 

두께를 측정하 고, 골 도 (dual energy X-ray absorptiom-

etry; Dexa 방식, T-score)를 측정하 다. 골 도의 측정은 일

반 으로 골소주의 구성비가 상 으로 높아 골 이 흔히 

발생하는 요추와 퇴골의 경부에서 시행하 고, 두 부

의 골 도의 평균으로 평가하 다. 조군에서도 1년 단

로 의 요소들을 측정하 다. 두 군에서 모두 당뇨, 고

압, 고지 증  심 계질환의 병력으로 치료를 받았던 

경우, 갑상선 질환,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 이 에 골  등

의 골 질환이 있는 경우  타 장기의 악성종양이 있는 경

우는 제외되었다.

  통계분석은 SPSS 12.0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 고, 두 그

룹의 임상  특성의 비교는 독립표본 t검정을, 각 그룹에서 

1년 후의 임상  특성의 비교는 응표본 t검정을 사용하

으며, p값이 0.05 미만인 경우에 통계학 으로 유의한 것

으로 정하 다. 

결      과 

  환자군 총 148명의 평균 나이는 71 (±8)세 고, 조군 총 

100명의 평균나이는 70 (±8)세 으며, 양 군간에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 

1. 체질량지수 

  환자군과 조군에서 기본으로 측정한 체질량지수의 평

균값은 각각 23.0±2.8kg/m2, 21.9±4.0kg/m2으로 서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1). 환자군에서는 남성호르몬차단요

법 1년 후 체질량 지수가 24.1±2.8kg/m2로 유의한 증가를 보

지만 (p＜0.001, Table 2), 조군에서는 1년 뒤 21.8±3.8 

kg/m2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3). 양 군 사이의 1년 

후 체질량지수의 변화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5,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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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variables between before and after ADT in patients

Variables Before ADT After ADT p-value

  Mean BMI (SD), kg/m
2 23.0 (2.8) 24.1 (2.8)  ＜0.001*

  Mean fat thickness (SD), mm 16.6 (6.1) 20.4 (4.9) ＜0.001 

  Mean Hb (SD), gm/dl 13.0 (1.8) 12.2 (1.6)  ＜0.001*

  Mean total cholesterol (SD), ng/ml 162 (34) 163 (35)    0.676*

  Mean BMD (SD), g/cm2  0.95 (0.13)  0.91 (0.14)  ＜0.001*

SD: standard deviation, BMI: body mass index, Hb: hemoglobin, BMD: bone mineral density, *paired t-test.

Table 3. Comparison of variables between baseline and after 1 year in controls

Variables Baseline After 1 year p-value 

  Mean BMI (SD), kg/m
2 21.9 (4.0) 21.8 (3.8)   0.699*

  Mean fat thickness (SD), mm 15.1 (5.5) 15.5 (6.0)  0.548 

  Mean Hb (SD), gm/dl 12.8 (1.9) 12.4 (2.3)   0.017*

  Mean total cholesterol (SD), ng/ml 158 (34) 154 (39)   0.284*

  Mean BMD (SD), g/cm
2  0.93 (0.15)  0.94 (0.15) ＜0.181*

SD: standard deviation, BMI: body mass index, Hb: hemoglobin, BMD: bone mineral density, *paired t-test.

Table 4. Comparison of changes of variables after 1 year between both group 

Variables Patients (n=148) Controls (n=100) p-value

  dBMI (SD), kg/m
2   1.1 (1.0) −0.1 (1.7)   0.005*

  dFat thickness (SD), mm   3.8 (4.3)   0.5 (3.8)  0.004

  dHb (SD), gm/dl −0.9 (1.9) −0.5 (1.9)   0.130*

  dTotal cholesterol (SD), ng/ml    2 (38)  −4 (34)   0.304*

  dBMD (SD), g/cm2 −0.33 (0.03)   0.01 (0.03) ＜0.001*

d: difference, SD: standard deviation, BMI: body mass index, Hb: hemoglobin, BMD: bone mineral density, *Independent t-test.

2. 지방두께

  환자군과 조군에서 기본으로 측정한 지방두께의 평균

값은 각각 16.6±6.2mm, 15.1±5.5mm로 서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1). 환자군에서는 1년 후 측정한 지방두께는 

20.4±4.9mm로 유의한 증가가 있었지만 (p＜0.001, Table 2), 

조군에서는 15.5±6.0mm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3). 1년 후 지방두께의 변화는 양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p=0.004, Table 4). 

3. 색소

  환자군과 조군에서 기본으로 측정한 청 색소 수치

의 평균값은 각각 13.0±1.8gm/dl, 12.8±1.9gm/dl 고, 양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1). 1년 후 시행한 검사에

서 환자군의 색소 수치는 12.2±1.6gm/dl으로 유의한 감소

를 보 고 (p＜0.001, Table 2), 조군에서도 12.4±2.3 gm/dl

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 다 (Table 3). 양 군간의 색소 수

치 감소의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4). 

4. 총 콜 스테롤 

  환자군과 조군에서 기본으로 측정한 청 총 콜 스테

롤 수치의 평균값은 각각 162±34ng/ml, 158±34ng/ml 고, 

양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1). 1년 후 총 콜

스테롤 수치의 변화는 환자군  조군 모두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Table 2, 3). 

5. 골 도

  환자군과 조군에서 기본으로 측정한 골 도의 T-score 

평균값은 각각 0.95±0.13g/cm2, 0.93±0.15g/cm2으로 서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1). 그러나 1년 후 시행한 골 도

에서는 환자군에서는 0.91±0.14g/cm2로 유의한 감소를 보

지만 (p＜0.001, Table 2), 조군에서는 0.94±0.15g/cm2로 유

의한 변화가 없었다 (p=0.181, Table 3). 1년 , 후 골 도의 

변화는 양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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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      찰

  최근에 남성호르몬차단요법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에 

한 연구가 보고되면서 이 치료법의 부작용에 한 심이 

늘어나고 있다. 우선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감소에 의

해 근력감소, 열감, 체 증가, 성욕감소, 발기부  등의 부

작용이 발생하여 삶의 질을 하시킨다. 한 최근에는 남

성호르몬차단요법과 당뇨, 상동맥질환, 골다공증과 같은 

사성 증후군과 련된 부작용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한 사망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본 연구에서 립선암 환자군에서 남성호르몬차단요법 

시행 이 에 측정한 체질량지수와, 지방두께는 조군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비만은 사증후군의 구성 

질환  립선암과의 계가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

으나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체질량지수가 높은 군

에서 립선암의 유병률이 증가한다는 보고6가 있는 반면, 

Porter와 Stanford7는 비만은 남성호르몬 활성을 감소시켜 궁

극 으로는 립선암의 험도가 낮아진다고 상반된 주장

을 하 다. 항남성호르몬은 남성에서 체구성을 결정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  테스토스테론의 농도는 근육량

과는 양의 상 계를 보이고 지방량과는 음의 상 계를 

보인다.8 Matthew9는 다기  연구를 통하여 비 이성 립

선암 환자에게 남성호르몬 차단요법을 시행한 결과  

테스토스테론 농도는 79.9±3.0%가 감소하 고, 몸무게는 

1.8±0.5% 감소하 고, 지방량은 11.0±1.7%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다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 다.10-12 본 

연구에서는 립선암 환자군에서 남성호르몬차단요법을 

시행한 결과 체질량지수는 1년 뒤 4.8% 증가하 고 지방두

께는 22.9% 증가하 다. Matthew 등13의 다른 연구 보고에 

의하면, leuprolide와 bicalutamide로 남성호르몬차단을 시행

하 을 때, 형 인 사성증후군과는 달리 adiponectin의 

수치는 의미 있게 증가하나 resistin, Creactive protein (CRP), 

plasminogen activator inhibitor type 1 (PAI-1)의 수치는 변화

가 없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 동물  인체 시험에서 비만

과 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diponectin의 수치의 감소가 

남성호르몬차단요법에 의한 비만과 련이 있을 것으로 생

각되나 아직까지 비만의 병태생리에 요한 지방세포의 기

능에 해 자세히 알려진바 없고 복부 비만을 변하는 표

화된 측정의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남성

호르몬차단요법에 의한 지방 축 은 주로 피하지방에 의한 

것이고, 내장지방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12 이러한 체구성의 변화는 피곤함, 에

지 감소, 정서  고통 등 삶의 질에 나쁜 향을 미칠 수 

있다.14 한 비만은 심 질환, 성인형 당뇨병, 뇌 질

환, 골 염, 일부 암 발생의 험을 증가시킨다.15 따라서 

립선암 환자에서 남성호르몬차단요법을 시행 받고 있는 

경우 운동, 식이조  등의 비만 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

다. 남성호르몬은 구생성 진인자 (erythropoietin)의 생

산을 증가시키고 한 구 구세포를 직  활성화시켜 

구 생성 (erythropoiesis)에 도움을 다.16 본 연구에서는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시행 1년 후 색소 수치는 시행 이

에 비하여 6.2% 유의한 감소를 보 고 조군에서는 1년 

후 3.1% 유의한 감소를 보 다. 다른 보고에 의하면 10% 

이상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9 향후 더 큰 규모의 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콜 스테롤 섭취와 

립선암과의 계에 해서는 아직 이견이 많고 명확히 

밝 지지 않았다.  콜 스테롤의 상승은 립선암 진

행을 진시키고, AKt (Arabidosis K＋ transporter) 인산화를 

증가시키며, 세포고사 (apoptosis)를 감소시킨다. , 세포막

의 높은 콜 스테롤 수치는 미세하게 조 되는 지질-단백

질 균형의 장애를 유발하여 세포 신호 달 체계의 혼란을 

유발한다.17 이와 더불어 세포막의 콜 스테롤은 신호 단백

질 조성과 신호방출에 직 인 향을 으로써 립선암

의 진행을 진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보고했다.18 Bravi 등19

은 고콜 스테롤 증이 립선암의 발생과 유의한 상

계가 있다고 보고하 다. Fiorenza 등20은 다른 요인들이 배

제된 상태에서 암은 인간에서  콜 스테롤 수치를 낮

춘다고 보고했다. 한  콜 스테롤과 련된 보고들

은  콜 스테롤 수치와 암발병 험과는 유의한 상

계가 없다고 보고하 다.21,22 낮은 남성호르몬 수치는 죽

상동맥경화증의 험요소로 입증되어있다. 실제로 테스토

스테론이 낮은 남성에서 테스토스테론의 복용은  총 

콜 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성인형 당뇨가 있는 환자에서 

테스토스테론치료는 포도당의 생체항상성을 개선시키는 

것이 입증되었다. 국외 다양한 보고를 보면 남성호르몬차

단요법은 총 콜 스테롤, 성지방  HDL의 수치를 증가 

시킨다고 하 다.23,24 본 연구에서는 립선암 환자군과 

조군 사이에 처음 측정한 철 총 콜 스테롤 수치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고 1년 후에 측정한 수치에서도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이는 서구인과 다른 식생활 습 이 원인일 수 

있으나 향후 규모 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정상 노령 남성에서 발생하는 골 도의 감소가 1년

에 1-2.3%인 반면에25 립선암에서 호르몬 요법시 첫 1년

에 4-10%의 골 도가 감소한다.26-28 본연구에서는 립선암 

환자 군에서는 호르몬치료를 받은 첫 1년에 골 도가 4.2% 

감소하 고 정상인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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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호르몬치료를 받는 립선암을 가진 남성은 골  

발생률이 5%로 비슷한 연령의 정상인에 비하여 골 의 

험이 3배 이상 높다.29 호르몬 치료가 골 도를 감소시키는 

기 으로, estrogen과 androgen은 골 합성과 재흡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요한데 testosterone과 같은 androgen은 

testosterone의 estrogen으로의 aromatization을 통해 골재흡수

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호르몬 치료는 이러한 정상

인 호르몬 균형을 무 뜨려 골재흡수를 증가시켜서 골

도를 감소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30,31 이처럼 남성호르몬

억제요법을 사용하는 립선암 환자에서 골다공증의 험

은 증가하고 골다공증에 의한 골 은 사망률 증가와 

한 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해 더욱 많은 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인 립선암 환자의 골

도에 향을 주는 험인자에 한 다기  연구 결과 립

선암 환자에서 조군에 비해 골 도가 감소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환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체질량지수가 낮

은 마른 체형일수록,  남성호르몬이 낮을수록 심하 다.32 

그러므로 립선암 환자에서 호르몬요법을 고려한다면 

험 요소를 가진 환자에서 치료에 앞서 골 도 검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골다공증의 방과 한 추 검사를 통한 

치료가 필요하다. 

결      론 

  한국인은 립선 암으로 1년정도 ADT를 시행한 경우 호

르몬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군에 비해 복부 피하지방의 축

과 함께 몸무게가 늘며, 색소 감소  골 도가 감소하

는 변화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만성 

빈 , 골정의 험도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부

작용들이 립선암 환자에서 비암성 사망률을 증가시킬 것

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호르몬 치료를 지속 으로 하는 경

우에는 주기 인 체  측정 등을 통하여 비만을 방하기 

한 운동 로그램을 실시하고, 액검사를 통한 만성 빈

 방  골 도 검사를 통한 골다공증이나 골 방을 

한 치료약제 시용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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