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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41년 Huggins와 Hodges에 의해서 거세로 전립선암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 이후 

호르몬요법(androgen deprivation therapy)은 전이전립선암의 표준 치료법으로 정착했다 [1]. 

그러나 예외 없이 거세저항성으로 진행하며 abiraterone이나 enzalutamide 등 새로운 AR표적치

료제도 제한적 효과를 보인다.

초생리적(supraphysiologic) 고농도 남성호르몬이 역설적으로 전립선암세포의 고사를 유발

한다는 전임상 실험에 근거하여 Denmeade와 Isaacs등이 혈중 남성호르몬의 고농도와 저농도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양극성안드로겐요법(bipolar androgen therapy, 이하 BAT)을 2010년 처

음으로 발표한 이래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 BAT요법으로 치료한 거세저항성 전

이전립선암 1례를 경험하여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2. 증례

67세 남자가 상담 차 내원하였다. 전립선암 가족력은 없으며 내원 2년 전 근치적전립선적출

술을 받았다. 당시 PSA 6.3 ng/mL, 병리학병기 pT3aN0R0, Gleason score 4+5=9였다. 이후 골반

골 전이가 발견되어 호르몬요법, 방사선치료, abiraterone 등으로 치료하였고 PSA 0.01 ng/mL로 

유지되었다. 내원 3개월 전 PSA가 0.15 ng/mL로 상승하여 docetaxel 3 cycle 치료하였으나 PSA

가 3.0 ng/mL으로 증가하고 골반골 전이가 진행하여 중단하고 호르몬요법만 유지하고 있었다.

내원 당시 PSA 2.07 ng/mL, Hb 12.3 g/dL, Hct 37.4% 경도의 빈혈 소견이 있었으나, 신장 및 

간 기능검사는 정상이었다. 배뇨 증상, 통증, 폐색전이나 심부정맥혈전 병력도 없었다. 환자에게 

BAT요법이 국외 2상 임상시험 단계인 치료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

의서를 받고 치료를 시작하였다. 기존 LHRH agonist주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testosterone 

enanthate 400 mg을 4주 간격으로 근주하고 아스피린 100 mg을 매일 1정씩 복용하였다. 주사 

2주 후부터 bicalutamide 150 mg을 1일 1회 5일간 복용하였다.

치료 기간 중 부작용은 없었고 성욕과 아침 발기가 회복되었으며 무기력, 홍조, 발한 등 기존 치

료로 인한 부작용은 완화되었다. PSA는 치료 전 2.07 ng/mL에서 3 cycle 후 1.05 ng/mL로 감

소하여 현재까지 약 12개월간 유지되고 있다 [그림 1]. 치료 6개월 후 시행한 골주사 소견은 이전과 

변화 없었다. 치료 기간 중 신장 및 간 기능 검사는 정상 범위였고 Hb 13.1 g/dL, Hct 40.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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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전 경도의 빈혈이 정상화되었다. BAT요법 3 cycle 후 측정한 혈중 testosterone은 주사 직전 380 ng/dL, 주사 2주후 

1360 ng/dL이었다.

3. 고찰

Bipolar androgen therapy (BAT)는 비뇨의학과 개원의에게 익숙한 주사제를 이용한다. 기존 호르몬요법을 유지하

면서 testosterone cypionate 또는 enanthate 400 mg을 4주 간격으로 근주 한다 [2]. Testosterone flare에 의하여 일

시적으로 통증이 악화되거나 골절이 유발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하고, 폐색전이나 심부정맥혈전증 병력도 금기에 속한다. 

본 환자는 혈전증 기왕력은 없었으나 예방 목적으로 치료 기간 중 아스피린 100mg을 매일 경구 복용하였다. 

Xiong 등[3]에 의하면 AR표적치료제에 저항하는 거세저항성 전이전립선암에서 BAT요법은 26% 환자에서 PSA가 

50%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고(이하 PSA50), RECIST 기준 32% 환자에서 부분 또는 완전 관해(objective 

response rate)를 보인다. 본 환자의 PSA는 약 50% 감소하였고 12개월 동안 유지하고 있다. 치료 전 docetaxel 치료에

도 불구하고 PSA가 상승하고 골전이가 진행하는 상태임을 고려하면 매우 고무적인 결과이다. 

BAT요법 후 AR표적치료제를 투여하면 다시 효과를 보여 PSA50이 54%에 달한다고 한다. 치료 전후 AR표적치료제

의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abiraterone과 enzalutamide를 투여한 군의 PSA50는 BAT요법 전에 투여했을 때 

각각 25%, 50%, BAT요법 후 투여했을 때 각각 16%와 75%로 enzalutamide가 더 우수한 효과를 보인다 [3]. 본 환자

에서도 향후 PSA 재상승 시 enzalutamide 치료를 계획하고 있다.

치료 3개월 후 주사 직전 측정한 혈중 testosterone은 380 ng/dL로 거세 수준(<50 ng/dL)만큼 충분히 감소하지 않

았다. Tebly 등[5]도 BAT요법 전후 nadir testosterone치의 중앙값이 평균 20 ng/dL에서 207 ng/dL로 상승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제시한 testosterone의 농도를 정확히 구현하기 위해서 현재 BAT 프로토콜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겠다. 필자도 이점을 고려하여 주사 2주 후부터 bicalutamide를 단기간 투여하였다.

최근 발표된 RESTORE trial subgroup analysis에 의하면 거세저항성 전이전립선암 환자에서 일차적으로 BAT요법

을 하였더니 PSA50는 14%에 불과하였지만 rPFS이 평균 8.5개월로 상당 기간 암이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abiraterone 

또는 enzalutamide를 투여하니 PSA50가 94%로 대부분에서 효과를 보였고 치료순응기간 중앙값이 11.5개월로 상당

한 효과를 보였다 [6]. 이는 BAT요법이 자체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AR표적치료제 감수성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

그림 1. BAT 치료 기간 중 혈중 PSA는 2 ng/mL이하로 유지하고 있다.



www.urodigest.com 151

비뇨의학 Urology Digest 2(4):149-151(2021)

한다. 향후 BAT요법이 거세저항성 전이전립선암에 대한 일차적 치료로 확립된다면 삶의 질 개선과 더불어 환자의 경

제적 부담도 크게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BAT요법의 부작용은 드물고 대부분 경미하다 [3]. 피로감(5%), 근육통(10%), 부종(9.4%), 오심(8.4%), 유두 압통

(7.4%), 헤모글로빈 상승(5.4%) 등 남성호르몬과 관련된 예측 가능한 부작용이다. 드물게 발생하는 중한 부작용은 고

혈압(1.5%), 폐색전(1.5%), 요통(0.99%) 등이다. 

다만 flare syndrome은 전이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특히 주의를 요한다. 대부분 임상시험에서 (1) 골절 위험

이 있는 대퇴골 전이 (2) 압박 골절 가능성이 있는 척추 전이 (3) 요관 막힘을 유발할 수 있는 심한 림프종 전이 (4) 급성 

요폐 가능성이 있는 심한 하부요로폐색 (5) 폐색전 또는 심부정맥혈전 병력 (6) 간 기능 및 신장 기능 저하 등은 금기에 

속한다 [4]. 

4. 결론

거세저항성 전이전립선암 환자에서 BAT요법으로 부작용 없이 비교적 장기간 암 진행을 억제할 수 있었다. BAT요

법은 자체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후속 AR표적치료제 효과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호르몬요법 부작용

을 상쇄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이며 비교적 안전한 치료방법으로 향후 국내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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