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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Dihydrotestosterone (DHT) is key to the initiation and maintenance of abnormal prostatic growth in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BPH). Five α-reductase inhibitor reduces prostatic growth and serum
prostate-specific antigen (PSA) by blocking the conversion of testosterone
to DHT. Dutasteride is a dual (type 1 and 2) 5α-reductase inhibitor. We
evaluated the effects of dutasteride on prostate volume, PSA, and PSA
density in men with BPH.
Materials and Methods: A total of 83 men with a clinical diagnosis of
BPH were treated with dutasteride and an alpha-blocker. We investigated
the change in prostate volume, PSA, and PSA density 6 and 12 months
after initiation of dutasteride therapy.
Results: After 6 months of dutasteride therapy, the total prostate volume
was reduced from baseline by a mean of 15.46%, the PSA was reduced
by a mean of 48.24%, and the PSA density was reduced by a mean of
37.97% (p＜0.001). After 12 months of dutasteride therapy, the total prostate volume was reduced from baseline by a mean of 23.3%, the PSA
was reduced by a mean of 52.57%, and the PSA density was reduced by
a mean of 36.2% (p＜0.001).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regression
rate of PSA and PSA density, in contrast to prostate volume, between 6
and 12 months of dutasteride therapy by repeated measures ANOVA.
Conclusions: The findings in this study demonstrate that the actual PSA
in men receiving dutasteride would be multiplied by 2 considering the
PSA regression rate after 12 months. (Korean J Urol 2008;49:893-898)

Key Words: 5α-reductase inhibitor, Dutasteride, Prostate-specific antigen

김병석ㆍ윤영은ㆍ이상봉ㆍ박성열
손영우ㆍ김용태ㆍ최홍용ㆍ문홍상

접수일자：2008년 5월 29일
채택일자：2008년 8월 29일

교신저자: 문홍상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비뇨기과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49-1
 471-701
TEL: 031-560-2374
FAX: 031-560-2372
E-mail: moonuro@
hanyang.ac.kr

환원효소억제제가 사용되고 있다.

서

전립선암은 남자에서 전 세계적으로 폐암, 위암에 이어

론

3번째로 발생률이 많은 암으로 해마다 약 50만 명의 환자가
전립선비대증은 하부요로증상을 동반하면서 전립선의

새롭게 발생하고 남자에서 발생하는 암의 약 10%를 차지하

증식이 일어나는 진행성 질환이다. 전립선비대증의 유병률

며 75%가 65세 이상에서 발생한다.2 Prostate-specific antigen

은 전체 남성의 약 25%로 연령에 따라 증가하여 60대는

(PSA) 검사는 1980년대 중반 전립선암 재발에 대한 생화학

1

50%, 80대는 약 90%가 전립선비대증이 발생한다. 전립선

적 지표로 임상적으로 이용되면서 전립선암의 진단과 추적

비대증은 방광출구폐색에 의한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약

관찰에 표준 진단법 중의 하나로 사용되어 왔다. PSA 검진

물 치료가 필요하게 되고 대표적으로 알파차단제와 5알파

을 통해 전립선암의 70-80%는 전립선에 국한된 암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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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가능해졌고 수술적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통해 완치

Table 1. Summary of baselin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를 위한 노력이 시행되고 있다.3
Dihydrotestosterone (DHT)은 1형과 2형 5알파 환원동종효
소에 의해 testosterone에서 변환되는 androgen으로 전립선비
대증과 전립선암 환자에서 비정상적 전립선 증식의 발생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4 5알파 환원효소억제제는
testosterone이 DHT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전립선
의 합성기능을 감소시키고 PSA 생성을 감소시킨다. 2형 5

A group

B group

Total

58
25
83
No. of patients
66.33±7.24 71.44±5.34 68.9±7.1
Age
3
Prostate volume (cm ) 33.96±12.57 53.03±19.67 39.97±17.44
1.42±0.95
6.9±2.83 3.07±3.06
PSA (ng/ml)
PSA density (ng/ml/cm3) 0.04±0.02 0.13±0.04 0.07±0.05
PSA: prostate-specific antigen

알파 환원효소 선택적 단일 억제제인 finasteride를 투여받은
남성에서 PSA는 1년 후 약 50%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에 대해 알아보고 연구 시작 시 PSA가 4ng/ml 미만인 군을

있다.5 Cho와 Lee6는 finasteride와 tamsulosin 병합요법 1년

A군, 4ng/ml 이상인 군을 B군으로 분류하여 각 군 간에 전

후 전립선용적은 9.8% 감소하고 PSA는 54.9% 감소하였음

립선용적, PSA, PSA 밀도 감소율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7

을 보고하였고, Soh 등 은 알파차단제와 finasteride 병용요
법 후 PSA 변화에 대한 추적 관찰에서 PSA는 1년 후 약
35%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보았다. 각 군의 전립선용적 및 PSA는 Table 1과 같다.
투여 기간에 따른 전립선용적, PSA, PSA 밀도 변화에 대
해서는 paired t-test를 적용하였고 시간 경과에 따른 전립선

Dutasteride는 1형과 2형 5알파 환원동종효소 이중 억제제

용적, PSA, PSA 밀도의 변화는 일반선형모형에 기초한 반

로 2가지 동종효소를 모두 억제하기 때문에 finasteride와 비

복측정 분산분석법으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가 유의할 경우

교하여 DHT 억제가 더 강하고 지속적이며 전립선용적 감

Tukey 보정법을 이용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소율과 PSA 감소율이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8 저자들은 약

의 추적관찰에서 소실된 데이터의 경우 결측치로 처리하여

물반응의 인종 간 차이를 고려하여 dutasteride를 투여받은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두 환자군 간 전립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전립선용적, PSA, PSA 밀도의 변화

선용적, PSA, PSA 밀도의 감소율 차이는 independent t-test

를 평가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데이터는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으며 통계 처리는 SPSS 프로그램 (ver 12)을 이용

대상 및 방법

하였으며,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정의하였다.

2005년 4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배뇨장애로 본원 비뇨
기과에 내원하여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받고 dutasteride를

결

과

투여받은 환자 8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균 나이는
68±7세였다. 모든 환자에서 알파차단제를 병용하였으며

6개월 후 추적 관찰된 환자 55명에서 평균 전립선용적은

dutasteride 투여 전 PSA를 측정하고 1명의 방사선과 전문의

투여 전 39.79±15.7cm3에서 6개월 후 33.24±14.8cm3로

에 의해 경직장전립선초음파를 이용하여 전립선용적을 측

15.46± 13.4%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PSA는 3.48±3.53ng/ml

정하였다. PSA의 측정은 enzyme immunoassay를 이용하였

에서 1.83± 2.09ng/ml로 48.24±23.07%의 감소율을 보였고,

고 전립선용적은 타원체 공식 높이x폭x길이x0.52에 대입하

PSA 밀도는 0.05±0.05ng/ml/cm3에서 0.03±0.03ng/ml/cm3로

여 계산하였으며 각각의 알파차단제에 따른 연구 결과에의

37.97±28.84%의 감소율을 보였다. 6개월 후 전립선용적,

영향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내원한 환자에서 부작

PSA, PSA 밀도는 paired t-test 결과 투여 전과 비교하여 모

용과 순응도 여부를 조사하고 6개월 간격으로 환자의 PSA

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0.001).

와 전립선용적 변화에 대해 추적 관찰하였다.

12개월 후 추적 관찰된 환자 37명에서 평균 전립선용적

내원 당시 PSA가 4ng/ml 이상인 환자군은 경직장 전립선

은 투여 전 40.56±16.65cm3에서 12개월 후 31.03±13.46cm3

조직 검사를 시행하여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된 경우만 대

로 23.3±11.18%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PSA는 3.78±3.49ng/

상군에 포함시켰고, 연구 시작 전 다른 종류의 5알파 환원

ml에서 1.73±1.57ng/ml로 52.57±12.89%의 감소율을 보였고,

효소억제 (finasteride)를 복용하였거나 전립선염, 요로감염

PSA 밀도는 0.07±0.06ng/ml/cm3에서 0.04±0.04ng/ml/cm3로

이 있던 환자, 전립선암 환자, 신경인성 방광, 추적 관찰 중

36.2±12.99%의 감소율을 보였다. 12개월 후 전립선용적,

경요도전립선절제술을 받은 환자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PSA, PSA 밀도는 paired t-test 결과 투여 전과 비교하여 모

6개월과 12개월 후 전립선용적, PSA, PSA 밀도의 감소율

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0.001). 6개월과 12개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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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an percent change from baseline in (A) prostate
volume, (B) PSA, and (C) PSA density after dutasteride treatment
during 12 months. PSA: prostate-specific antigen.

전립선용적, PSA, PSA 밀도의 감소율은 Fig. 1과 같다.

전립선용적 감소율은 21명에서 19.51±16.99%, 12개월 후 14

시간 경과에 따라 전립선용적, PSA, PSA 밀도를 분석한

명에서 19.28±11.64%였다. Independent t-test 결과 6개월과

결과, 전립선용적은 시간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p＜

12개월 후 두 군에서 전립선용적 감소율의 유의한 차이는

0.001 by RM-ANOVA),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12개월까

보이지 않았다 (p=0.52, p=0.4). PSA 감소율은 A군에서 6개

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baseline vs. 6 months, p＜0.01;

월 후 50.24±24.31%, 12개월 후 50.61±14.35%였으며 B군에

6 months vs. 12 months, p=0.03). PSA는 시간에 따라 유의한

서 6개월 후 45.01±21.07%, 12개월 후 55.77±9.7%로 6개월

차이를 보였고 (p＜0.001 by RM-ANOVA), 사후검정을 실시

과 12개월 후 두 군에서 PSA 감소율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

한 결과 첫 6개월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지 않았다 (p=0.42, p=0.24). PSA 밀도 감소율은 A군에서 6

(baseline vs. 6 months, p＜0.01; 6 months vs. 12 months, p=

개월 후 36.4±29.75%, 12개월 후 35.92±9.94%였으며 B군에

0.6). PSA 밀도도 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p＜

서 6개월 후 45.8±25.94%, 12개월 후 36.68±19.09%로 6개월

0.001 by RM-ANOVA),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첫 6개월까

과 12개월 후 두 군에서 PSA 밀도 감소율의 유의한 차이는

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였다 (baseline vs. 6months, p＜

보이지 않았다 (p=0.56, p=0.93). 두 군 간에 전립선용적,

0.01; 6 months vs. 12 months, p=0.9). 시간 경과에 따른 전립

PSA, PSA 밀도의 감소율은 Table 2와 같다.

선용적, PSA, PSA 밀도의 변화는 Fig. 2와 같다.
치료 전 PSA가 4ng/ml 미만인 A군에서 6개월 후 전립선

고

찰

용적 감소율은 34명에서 14.65±12.95%, 12개월 후 23명에서
25.33±11.15%였고 PSA가 4ng/ml 이상인 B군에서 6개월 후

5알파 환원효소억제제는 1형과 2형이 있으며 1형은 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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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Prostate volume, (B) PSA, and (C) PSA density pattern
according to the follow-up period after dutasteride treatment. PSA:
†
prostate-specific antigen. *: baseline vs. 6 months, : 6 vs. 12
months.

Table 2. Regression rate (%) in each group after dutasteride
treatment
Regression rate

A Group

B Group

p-value*

11

Debruyne 등 은 dutasteride에 대해

2년간 이중맹검시험 후 2년간 개방표지시험을 실시한 결과
dutasteride를 4년 투여한 환자군과 위약 2년 투여 후 dutasteride를 2년 투여한 환자군에 대해 국제전립선증상점수의 감

3

Prostate volume (cm )
6 months
12 months
PSA (ng/ml)
6 months
12 months
3
PSA density (ng/ml/cm )
6 months
12 months

10,11

요성을 감소시킨다.

14.65±12.95
25.33±11.15

19.51±16.99
19.28±11.64

0.52
0.4

50.24±24.31
50.61±14.35

45.01±21.07
55.77±9.7

0.42
0.24

36.4±29.75
35.92±9.94

45.8±25.94
36.68±19.09

0.56
0.93

소 정도를 비교하였을 때 각각 6.5, 5.6으로 dutasteride 4년
투여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고 하였다.
또한 환자군의 나이, 전립선용적, 증상 정도에 관계없이 자
극 증상 및 저장 증상 모두를 유의하게 감소시킨다고 하
였다.

PSA: prostate-specific antigen. *: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evaluated
by independent t-test

5알파 환원효소억제제 투여 시 전립선용적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finasteride 투여군은 4년 동안 약 18%의 감소를
보이는 반면 위약 투여군은 14%의 증가를 보인다고 보고된
12

바 있다. 또 dutasteride 투여에 대한 연구에서 위약 투여군
은 2년 동안 1.4%의 증가를 보인 반면 dutasteride 투여군은

선을 포함한 많은 기관에 분포하고 있고 2형은 남성생식기

6개월 후 19.9%, 1년 동안 23.6%, 2년 동안 26.0%, 4년 동안

관과 전립선에 더 특이적이다.9 5알파 환원효소억제제의 장

27.3%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저자들의 연구에서는

기 투여는 전립선용적을 감소시키며 배뇨증상을 호전시키

dutasteride 투여 1년 후 전립선용적은 평균 23.3% 감소를 보

고 급성 요폐의 발생과 전립선비대증과 관련된 수술의 필

여 이전의 결과와 비슷하였으며 1년간 지속적으로 유의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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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전립선용적의 감소는 전립선암 진

적용하여, PSA 4ng/ml를 기준으로 전립선암 진단율을 비교

단에 있어 직장수지검사 시 전립선의 결절이 더 잘 촉지되

한 결과 각 군은 비슷한 민감도 (66% vs. 70%)와 특이도

게 하며 전립선 조직 검사 시 적절한 전립선조직을 얻을

(82% vs. 74%)를 나타냈다고 하였다.16 Andriole 등17은

수 있어 전립선암 진단율에 대한 민감도와 특이도를 증가

dutasteride 투여에 대한 연구에서 PSA 감소율을 고려하였을

13

시킬 수 있다. 또한 5알파 환원효소억제제 투여는 DHT를

때 finasteride와 마찬가지로 double PSA를 적용하는 것이 전

억제함으로써 전립선암 발생 자체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립선암 진단에 대한 민감도와 특이도를 고려할 때 효과적

Prostate Cancer Prevention Trial에서 finasteride 투여 7년 후

이라고 하였다. 또한 전립선암이 발견된 환자 31명에서 투

위약 투여군에 비해 전립선암의 유병률이 24.8% 감소한다

여 중 PSA 기저치보다 0.9ng/ml 상승하였고 전립선암이 없

14

고 보고한 바 있으며, dutasteride의 전립선암에 대한 효과

는 환자 1,366명은 0.1ng/ml의 상승을 나타내어 PSA 기저치

도 Reduction by Dutasteride of Prostate Cancer Events

에서의 상승 정도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전립선암이 발견

(REDUCE) study에서 연구 중에 있는데 REDUCE는 2004년

된 환자의 77%에서 기저치 도달 후 PSA 상승을 보였는데,

부터 8,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dutasteride 0.5mg을 매일

전립선암 진단을 위한 PSA 상승폭의 기준이 클수록 전립선

복용한 군과 위약 투여군 간에 투여 2년과 4년째 경직장 전

암 진단에 대한 특이도는 높아지지만 민감도는 낮아지게

립선 조직 검사를 시행하여 전립선암 발생률의 차이에 대

되는 문제가 있어 주기적인 PSA 측정과 함께 기저치에서의

15

해 알아보는 전향적 다기관 연구이다.

상승 정도를 고려할 것을 권유하였다. 본 연구에서 PSA 감

그런데 이러한 5알파 환원효소억제제의 사용은 전립선

소율은 1년 후 약 52%로 dutasteride 투여 후 환자의 PSA를

암 진단을 위한 PSA도 감소시키기 때문에 전립선암 진단에

해석하는 데 있어 2배를 곱한 값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혼란을 주기도 한다. Guess 등5은 finasteride의 투여에 따른

생각하며 이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PSA 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finasteride 사용 1년 후 PSA

한편 전립선암 진단 시 유용하게 이용되는 도구 중 하나

의 평균값이 연령이나 투여 전 PSA와 관계없이 50% 감소

로 PSA 밀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특히 PSA가 4-10ng/ml인

하며 전립선암으로 진단된 군에서 PSA는 36%의 감소를 보

환자에서 0.15ng/ml/cm3 이상인 경우를 전립선생검 기준으

이고 전립선암이 진단되지 않은 군에서는 50%의 감소를 보

로 하게 된다.18 Dutasteride 투여 후 PSA 밀도의 변화에 대한

였다고 하였다. Andriole 등16은 finasteride 투여 환자에서

연구는 없으나 finasteride 투여 1년 후 PSA 밀도는 30.5%의

PSA 감소는 투여 후 첫 1년간 많고 그 이후 줄어들게 되어

감소를 보이고 전체 대상군의 96.8%가 0.11ng/ml/cm3 이하

4년 후에 PSA 감소율은 전립선암 환자군에서 42%였고 전

라고 국내에서 보고된 바 있다.19 본 연구에서 PSA 밀도는

립선암이 진단되지 않은 군에서 57%였다고 하였다. 또한

6개월 후 37.97%의 감소를 보이고 1년 후 36.2%의 감소율

finasteride보다 더 강력한 DHT suppression을 일으키는

을 보여 6개월까지 감소하다가 1년째 약간 증가하는 경향

dutasteride 투여에 대한 연구에서 전립선암이 없던 환자군

을 보였으나 6개월과 12개월간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에서 위약 투여군은 2년째 PSA가 8.3% 증가한 반면

본 연구에서 투여 6개월과 12개월 후 전립선용적이 증가

dutasteride 투여군은 2년째 PSA가 59.5%, 4년째 66.1% 감소

한 경우는 없었고 투여 6개월 후 PSA가 증가한 경우가 2례

하였음을 보고하였다.17 반면 전립선암 환자군은 위약 투여

있었고 PSA 밀도가 증가한 경우가 3례 있었으나 12개월 후

군에서 23.8%의 증가를 보였고 dutasteride 투여군은 37.2%

모두 감소하였다. 6개월 후 증가한 경우는 모두 PSA가 1

의 감소를 보여, dutasteride를 투여받은 환자에서 전립선암

미만이었던 경우로 PSA의 개인 내 다양성을 고려할 때 큰

유무와 관계 없이 PSA는 감소하게 되지만 1년 이후 전립선

의미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암 환자군에서는 PSA가 증가하고 전립선암이 없는 군에서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대상

는 계속 감소한다고 하였다. 저자들의 연구에서 dutasteride

군의 수가 적고 추적 관찰 중 사정 장애 및 발기 부전 등의

투여 1년 후 PSA 감소율은 52.57%로 다른 연구 결과와 비

부작용과 순응도 저하로 인해 연구 도중 제외된 환자군의

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첫 6개월간 대부분 감소하는 것으로

비율이 높으며 둘째, 각각의 환자에서 사용한 알파차단제

나타났다.

의 영향을 동일하게 가정하고 데이터를 분석했고 셋째, 추

이러한 PSA 감소로 인하여 5알파 환원효소억제제 투약
환자에서 추적 관찰 중에 전립선암 진단을 위한 PSA의 해

적 관찰 중 경직장 전립선 조직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전립
선암 발생 여부를 알지 못하는 점 등이 있다.

석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Proscar Long-term Efficacy and

Dutasteride 투여와 관련하여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 발기

Safety Study (PLESS)는 finasteride 투여 4년 후에 위약 투여

부전, 성욕 감소, 사정 장애와 여성형 유방이 보고된 바 있

군은 실제 PSA를 사용하고 finasteride 군은 double PSA를

으며, 성기능부전은 대개 투여 6개월 내에 발생하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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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여성
형 유방은 치료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빈도를 보인다고
하였다.11

결

론

본 연구 결과 전립선비대증 환자에서 dutasteride 투여 6개
월 후 환자의 전립선용적, PSA, PSA 밀도는 각각 15.46%,
48.24%, 37.97% 감소하였고 1년 후 각각 23.3%, 52.57%,
36.2% 감소하였다. PSA 감소는 첫 6개월간 주로 일어나며
6개월과 12개월간 PSA 감소율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
러한 PSA 감소율을 고려할 때 dutasteride 투여 1년 후 환자
의 PSA를 해석하는 데 있어 2배를 곱한 값을 적용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단일 병원 추적 관찰 결과로
앞으로 좀 더 대단위의 장기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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