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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가는 듯하여 감개무량합니다 대에 병원 현장에서 교대 근무를 하. 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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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값을 위하여 수많은 밤을 와 시름하였고 그보다 더 많은0.05 P S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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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졸업하는 김지수 이상민 박소진 정수인 선생님도 고생했고 힘든 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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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재홍이도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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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전립선암 환자에서 남성호르몬 차단요법에 따른

골 전이 발생 차이에 관한 연구

연구 배경 및 목적: 전립선암은 전 세계적으로 남성에게 두 번째로 흔하

게 발생하는 암이고 매년 만 명이 새롭게 전립선암으로 진단되는 것으로90

알려져 있다 전립선암의 주요 치료방법으로는 전립선절제술 방사선치료. , ,

항암화학요법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Androgen deprivation therapy, ADT)

이 있다 초기에 남성호르몬 차단요법는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군에서만 사.

용되었으나 현재는 국소 또는 국소 진행성 암에서 방사선치료의 보조적 치

료로 이용되고 있으며 전립선절제술 후 전립선특이항원(Prostate- specific

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쓰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여러 무antigen, PSA) ,

작위 연구들을 통해 남성호르몬 차단요법이 전립선암 환자의 전체 생존율

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신보성 외 이에 남성호르몬 차( , 2016).

단요법이 전립선암 환자의 주요한 합병증인 골 전이 발생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 위험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년부터 년까지의 국민건강보험공2002 2013

단의 표본코호트를 이용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로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포

함 치료군의 생존함수가 과대추정되는 를 제거하기 위Immortal time bias

하여 를 수행하였다Landmark analy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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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전립선암이 걸려 치료 중일 가능성이 있는 유병자를 제외하기 위하여

년 진단이 있는 대상자를 제외하였고 전립선암 진단 후 직접적인 치2002 ,

료가 발생하지 않은 대상자를 순차적으로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이후 랜드.

마크 기간은 전립선암 최초 진단일로부터 년과 년으로 설정하였고 랜드1 3 ,

마크 기간 동안 골 전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여

총 명과 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여부에759 652

따라 포함군과 비포함군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를 수행하였고 골 전이 발생에 대Chi-square test ,

한 두 집단의 생존 곡선을 추정하기 위하여 를 확인하Kaplan-Meier curve

였다 또한 콕스비례위험 모형을 활용하여 골 전이 발생위험비. (Hazard

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치료방법에 따라 하위집단으로 나누어Ratio) .

남성호르몬 차단요법과 골 전이 발생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분석.

은 를 이용하였다SAS version 9.4 .

연구 결과: 분석결과 치료를 받은 대상자들은 대부분 대 이상의 고령60

대상자가 많았고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비포함군의 경우 대, 60 41.03%, 70

대 이상 이며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포함군의 경우는 대 이상이46.50% , 70

로 확인되었다 랜드마크 타임 년과 년 모두 남성호르몬 차단요법73.02% . 1 3

포함군에서 골 전이 발생 위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랜드마크 년에서, 1 5.71

배 랜드마크 년에서는 배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치료요, 3 8.55 .

법별로 확인한 하위분석 결과에서는 전립선절제술을 받은 대상자가 남성호

르몬 차단요법을 받은 경우 골 전이 발생위험이 배이고 방사선치료를5.06 ,

받은 대상자는 배로 확인되어 방사선치료를 받은 군에서 골 전이 발3.74 ,

생위험이 전립선절제술을 받은 군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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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연구는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적용 여부에 따라 골 전이 발생위

험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치료요법 전립선절제술( ,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 에 따라 발생위험 간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 )

다 그러나 남성호르몬 차단요법의 골 전이 발생에 대한 영향을 정확히 확.

인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진행 여부와 전이 및 재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검사결과를 포함한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핵심어 전립선암 골 전이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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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전립선암은 전 세계적으로 남성에게 두 번째로 흔하게 발생하는 암이고

매년 만 명이 새롭게 전립선암으로 진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조90 ,

기 발견의 증가와 치료법의 발전으로 인해 전립선암 사망률은 지난 년간20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보성외( , 2016).

그럼에도 암의 년 순 생존율5 1)의 국제 비교 년 결과 국가(2010~2014 ) ,

암 검진 사업 대상 암종인 대 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6 ( , , , ,

암 폐암 의 생존율은 미국 영국 일본 등에 비해 대체로 높은 수준이나, ) , , ,

전립선암의 경우는 미국 일본 대비 한국의 생존율이 다소 낮은 수준으로,

조기 발견을 통한 빠른 치료가 중요하다 표< 1>.

암종 위 결장 직장 간 유방 폐 전립선 췌장

한국 68.9 71.8 71.1 27.2 86.6 25.1 89.9 10.5

미국 33.1 64.9 64.1 17.4 90.2 21.2 97.4 11.5

영국 20.7 60.0 62.5 13.0 85.6 13.3 88.7 6.8

일본 60.3 67.8 64.8 30.1 89.4 32.9 93.0 8.3

표 1 주요 암의 년 순 생존율 국제 비교. 5 (’10 ~’14) 단위( :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0.12.30.)

1) 년 순 생존율 암이 유일한 사망 원인인 경우 암 환자가 진단 후 년간 생존할 확률 연령5 : 5 .
구조가 다른 지역 기간별 비교 위해 연령 표준화한 수치로 암 생존율 국제 비교 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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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은 암 관련 사망 위험도를 기준으로 저위험도Low risk( ),

중등위험도 고위험도 로 나뉘며 저 위험Intermediate risk( ), High risk( )

도 환자의 치료로는 다른 위험군과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완치 목적의 근치

적 전립선절제술이나 방사선치료를 일차치료로 많이 권고하였다 전립선암(

치료 진료권고안).

또한 등에 의해 전립선암의 안드로겐 민감성이 밝혀진 이후 안Huggins

드로겐 차단요법 이 전립선암에서 표(Androgen deprivation therapy, ADT)

준치료로 쓰이고 있다 초기에 는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군에서만 사용. ADT

되었으나 현재는 국소 또는 국소 진행성 암에서 방사선치료의 보조적 치료

로 이용되고 있으며 전립선절제술 후 전립선특이항원(prostate-specific

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쓰일 수 있다 여러 무작위 연구들을antigen, PSA) .

통해 가 전립선암 환자의 전체 생존율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으ADT

나 안면홍조 성기능 감소 골밀도 감소 대사성 질환의 증가 인지기능, , , , ,

장애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도 알려져 있다 신보성 외( , 2016).

전립선암 환자의 약 에서는 진단 당시 타 장기로의 원격전이가 나타1/3

난다 또한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후 재발시에는 뼈로의 원격전이가 가장.

흔히 나타나며 림프절 폐 간 등의 조직으로의 전이도 발생한다, , , 10~15% .

따라서 치료 후에도 재발을 막기 위한 치료가 지속되어야 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한 재발과 진행 여부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는 재발된 전립선암의 치료방법으로 호르몬 치료를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

다 전립선암 수술 후 예후와 전이된 경우 치료법( , https://www.a-m.co.kr/).

우리나라 전립선암 환자의 호발 연령은 대 대로 전체 대상자의60 , 70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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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립선암 환자의 정도가 남성호르몬 차단, 60%

요법을 받고 있다 정순애 남성호르몬 차단요법으로도 알려져 있는( , 2011).

테스토스테론 감소요법은 이미 신체의 다른 부위로 전이된 전립선암의 치

료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요법이 전립선에만 국한된 전립선암

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호주 뉴캐슬 대학의 박사 연구진이 조사한Dnham

연구에 따르면 방사선치료만 받은 환자들에 비해 개월간 남성호르몬 차단3

요법을 받은 환자들의 경우 치료 후 년이 경과되었을 때 에서 암의 진5 44%

행이 억제되었으며 개월간 이러한 요법을 받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약6 58%

가 암의 진행이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월의 남성호르몬 차단요. 6

법을 병행한 경우 년 후의 생존율5 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학약(

학, https://www.ibric.org).

년 국가암등록통계 발표에 따르면 전체 암 유병자 중 절반 이상2018 (16

만 명 이 년 초과 생존하고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은, 57.8%) 5 , · · ·

발생이 감소하나 유방암 전립선암은 증가추세이다 이에 암 예방 치, · . ·

료 생존자 지원 등 전 주기적 관리를 위한 제 차 암 관리 종합계획 을· ‘ 4 ’

수립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연령군별로 고령.

층에서 암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전체 암 발생률 추세를 고려할,

때 인구 고령화가 최근 암 발생자 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다 이에 본 연구는 증가추세에 있는 전립선암 대상자에게 남성호르몬 차.

단요법 여부에 따른 주요한 합병증인 골 전이 유병률간 관련성 분석을 통

하여 전립선암 치료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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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하2002~2013

여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대상자에게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에 따라 골(ADT)

전이 발생에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전립선암 환자 중 남성호르몬 차단요법을 받은 군과 받지 않은 군의,

일반적 특성 분포를 알아본다.

둘째 전립선암 환자에게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치료 포함 여부에 따른 골,

전이 발생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랜드마크 분석을 통한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사용에 따른 골 전이 발

생의 차이를 알아본다.

넷째 치료요법별, 하위분석을 통한 골 전이 발생의 차이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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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헌고찰

가. 전립선암 발생위험 요인

전립선암은 동양인 서양인 흑인 등의 인종에 따라서 빈도가 다르며 같, ,

은 인종이라도 거주지역에 따라서 발생률에 차이가 있다 인간의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남성의 경우 전립선암의 발생 수가 최근 몇 년간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질의 과다섭취와 식이섬유의 섭취 부.

족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 같은 서구화와 고령 인구의 증가 전립선 특이, ,

항원 을 포함한 진단 기술의 발달로 전(Prostate-specific antigen, PSA)

립선암의 빈도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비뇨기과학 제 판( 5 , 2014).

나. 전립선암 임상 양상 및 진단방법

증상(1)

대부분의 초기 전립선암 환자의 경우 증상이 없다 증상이 나타나면 국.

소 진행이나 먼 곳 전이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요로폐색이나 방광 자극 증.

세의 호소는 종양의 요도 방광경부 방광삼각부로의 직접적인 침범에 의, ,

한 것이며 뼈 전이의 경우에는 뼈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척추로의 전이, .

에 의한 척수 침범은 감각 이상 하지마비 요실금 대변 실금 등의 척수, , ,

압박 증세를 유발할 수 있다 비뇨기과학 제 판( 5 , 2014).

진단(2)

전립선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가장 유용한 검사는 직장 손가락검사 혈청,

전립선특이항원검사 및 경직장초음파촬영(transrectal ultrasonography)

등이며 전립선암의 확진은 경직장초음파촬영을 이용한 전립선 침생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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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어진다 직장손가락 검사는 조기 발견을 위하여(needle biopsy) .

혈청 전립선특이항원 검사와 함께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검사이며 전립선

암은 주로 말초구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직장손가락검사에서 잘 촉지될

수 있다 전립선특이항원은 전립선암의 진단에 매우 중요한 종양표지자로.

서 전립선암이 있는 경우에 혈중 전립선특이항원 수치가 상승한다 비뇨기(

과학 제 판5 , 2014).

다 전립선암의 치료방법.

국소 전립선암(1)

과거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되는 환자의 약 가 임상적으로 국소70~80%

진행 또는 전이 전립선암에 속하였으나 근래에는 암의 조기 발견율이 높,

아져서 국소 전립선암으로 진단되는 예가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50~60% .

가장 기본이 되는 근치적 수술을 비롯하여 방사선치료 등이 있으며 최근에

는 저위험 전립선암에 대해서는 능동적 감시 등이 치료 방법 중 하나로 인

정받고 있다 비뇨기과학 제 판( 5 , 2014).

국소적으로 진행된 전립선암(2)

국소적으로 진행된 전립선암이란 임상적으로 림프절이나 다른 장기에 전

이는 없으나 암세포가 전립선을 벗어난 경우를 말한다 수술적 치료 방사. ,

선치료 호르몬요법 어느 방법도 단독으로 시행해서는 좋은 효과를 기대하,

기 힘들다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수술 전후 호르몬요법이나 방사.

선치료 등이 보조적으로 병용되기도 한다 방사선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치.

료 전후 보조적으로 호르몬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방사선치료만 단독으로 하

는 경우보다 치료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뇨기과학 제( 5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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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치국소치료 후 재발된 전립선암(3)

수술 후 전립선특이항원 상승으로 재발이 의심될 때 재발 부위가 국소적

인 경우 방사선치료를 할 수 있으며 먼 곳 전이가 있을 때는 호르몬요법,

으로 치료한다 방사선치료 후 감소되었던 혈중 전립선특이항원 수치가 계.

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재발된 것을 의미하며 치료로는 호르몬요법이 주로

이용되며 국소적인 재발인 경우에는 전립선절제술도 고려할 수 있으나 수

술 후 합병증의 위험도가 높으므로 환자의 선택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뇨기과학 제 판( 5 , 2014).

전이 전립선암(4)

암이 전립선을 벗어나서 주위 장기 또는 림프절 뼈 폐 등으로 전이되, ,

어 완치될 수 없는 암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남성호르몬을 박탈(Androgen

하는 호르몬요법을 시행한다 남성호르몬은 전립선암 세포의deprivation) .

성장을 촉진시키므로 이 호르몬의 생성을 차단하거나 기능을 억제시킴으로

서 치료 초기에는 약 에서 전립선암의 진행을 막거나 진행의 속도를80~90%

늦출 수 있다 비뇨기과학 제 판( 5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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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Ⅱ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 자료 중 년부터 년까2002 2013

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는 개인정보 비식.

별 조치가 된 전 국민 코호트 자료로 성 연령 보험료 수준 지역 구분을, , ,

고려하여 층화추출한 약 만 명 대상으로 구축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100 .

는 진료 의 의과 보건기관 의 명세서 진료내역 상병내역DB _ (T1) (20t), (30t),

처방전교부상세내역 을 활용하여 환자에게 이루어진 진료내역(40t), (60t)

과 상병을 확인하였다.

상병의 경우 통계청 고시에 따르면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의 분류·「 」

기호를 주상병 부상병 배제된 상병 순으로 기재하되 주상병은 반드시, , ,

첫 번째 자리 제 단 에만 기재하고 부상병 배제된 상병은 각각 개 이상( 1 ) , , 2

인 경우 중요도 순으로 각각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명세서 테이블의. (20t)

경우 주상병과 제 부상병명을 포함하나 진료비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건1 ,

강보험청구자료의 경우 상병기재의 중요도를 고려한 입력이 이루어지지 않

는 등 진단명의 정확성이 문제되고 있어 연구 목적에 맞게 주상병과 제, 1

부상병의 정보가 있는 명세서 를 포함 모든 진단명이 포함된 테이블(20t) ,

을 함께 활용하여 추출하였다 표40t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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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국민건강보험 표본코호트2. DB

구분 구성내용

자격
성 연령대 지역 가입자 구분 소득분위 등 대상자의 사회경, , , ,

제적 변수 및 장애 사망 관련 총 개 변수로 구성, 14

진료

대상자가 요양기관에 방문하여 진료 등을 받은 내역에 대해 요양

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가 청구된 자료

명세서

(20t)

요양기관 병원 의원 약국 등 에서 대상자에게( , , )

진료 조, 제 등을 하고 청구방법에 따라 작성한 청

구단위 명세서 공통 내역

진료내역

(30t)

요양기관의 진료행위 의약품 치료재료 등 상세, ,

진료내역

상병내역

(40t)

수진자 상병내역 진료받은 모든 상병 관련( ) 자료

주상병 부상병을 포함한 추가 부상병 자료- ,

처방전교부

상세내역(60t)
처방전 교부건별 원외처방 내역 관련 상세 자료

건강

검진

건강검진 주요 결과 및 문진에 의한 생활습관 및 행태 관련

자료 차1 일반 건강검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사용자 메뉴얼( , DB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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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전립선암 환자에게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치료 여부에 따

라 대상자를 분류하고 치료 여부에 따른 골 전이 발생의 위험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의 선정은 년 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에 등록된2002~2013 DB

대상자 중 년의 워시아웃기간 을 설정하고 연구방법에 따1 (washout period)

라 선정하였다.

년 전립선암 을 진단받은 명 중 년에 전립선암2002~2013 (C61) 13,471 2002

진단 이력이 있는 명을 제외하여 이미 전립선암이 걸려 치료 중일 가735 ,

능성이 있는 유병자를 제외하고 전립선암 진단 이전 년 이내에 다른 종, 1

류의 암 진단 이력이 있는 명 또한 제외하였다1,079 .

전립선암 진단 후 치료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전립선절제술 방사선치( , ,

료 항암화학요법 가 발생하지 않은 환자, ) 명을 제외하였고 전립선10,139 ,

암의 위험성 확인을 위하여 년 단위로 주기적 검사를 권장하는 점을 고려1

하여 치료가 전립선암 진단 년 이후에 시작된 환자 명을 제외하였다1 464 .

또한 주요한 관심변수인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이전에 골 전이가 발생한 85

명을 제외하여 최종 명을 선정하였다969 .

랜드마크 분석 을 수행하기 위해 전립선암 최초진단(Landmark Analysis)

기준으로 랜드마크 타임 을 년과 년으로 임의 설정하였(Landmark Time) 1 3

고 최종적으로 랜드마크 타임 년과 년에 대해 각각 명과 명을 연, 1 3 759 652

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들을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포함군과 비포함군으.

로 나누어서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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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전립선암 대상자 선정과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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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에 사용된 변수

가. 종속변수

골 전이(1)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전립선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골 전이 발생 여

부이며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에서 골 및 골수의 이차성 악성, (KCD) C795(

신생물 으로 정의된 골 전이이다 연구대상자의 상병내역 에서 이) . (40t) C795

한 번이라도 존재하는 경우 골 전이로 정의하였다.

생존시간(2) (Survival time)

모든 연구대상자에서 관찰 시작 시점인 년 월 일 기준으로 최초2003 1 1

전립선암으로 진단된 요양개시일부터 골 전이까지 발생 소요 시간으로 하

였다.

추적관찰 종료 시점인 년 월 일까지 골 전이가 발생한 경우는2013 12 31

골 전이 발생 최초 요양개시 일자로 하였다 골 전이가 발생하기 전에 사.

망한 경우는 관찰 시점부터 사망 시점까지를 생존시간으로 정의하였고 사,

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코호트 데이트의 최종 데이터인 년 월2013 12

일까지를 생존시간으로 정의하였다 표31 < 3>.

표 생존시간3.

Event 종료 시점Survival time

Event 골 전이가 발생한 최초 요양개시 일자

Non-event
death 사망 년 월

non-death 코호트 자료 최종 일자(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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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심변수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는 고환절제술(Androgen deprivation therapy, ADT)

같은 수술적인 방법과 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 항진제(GnRH agonist),

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 길항제 같은 화학적인 방법(GnRH antagonist)

이 있다 길항제를 사용하면 초기에는 황체화호르몬을 과량 분비하게. GnRH

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황체화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

여 전립선암세포의 고사를 유도할 수 있다 그림 항안드로겐 제제는 체< 2>.

내 모든 남성호르몬을 억제할 수 있으며 와 병용하여 사용할GnRH agonist

수 있다 신보성 외( , 2016).

그림 내분비축 각 단계에서의 남성호르몬 차단요법2.

(J. Anderson, from EAU Update Series 2003:1:32-9)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중 화학적 방법의 약제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에서 성분명을 확인하여 약제 코드를 추출하였다 또한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 중 수술적 방법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를 참고하여 대상 수술코드를 추출하였다<」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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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남성호르몬 차단요법4. (Androgen Deprivation Therapy, ADT)

화학적 방법(1)

구분 성분명 일반명코드 구분 성분명 일반명코드

GnRH leuprorelin 120403CSI GnRH BUSERELIN 120301CSI

GnRH leuprorelin 182601BIJ GnRH BUSERELIN 120403CSI

GnRH leuprorelin 182602BIJ GnRH BUSERELIN 120404BIJ

GnRH leuprorelin 182603BIJ GnRH goserelin 167201BIJ

GnRH leuprorelin 182604BIJ GnRH goserelin 167202BIJ

GnRH leuprorelin 182605BIJ GnRH goserelin 627401ACS

GnRH leuprorelin 182606BIJ GnRH leuprolide 627401ACS

GnRH leuprorelin 182607BIJ GnRH NAFARELIN 198501CSI

GnRH leuprorelin 182608BIJ antiandrogen abiraterone 620401ATB

GnRH leuprorelin 182609BIJ antiandrogen abiraterone 620402ATB

GnRH leuprorelin 182610BIJ antiandrogen bicalutamide 117201ATB

GnRH leuprorelin 182611BIJ antiandrogen bicalutamide 117202ATB

GnRH leuprorelin 182630BIJ antiandrogen enzalutamide 627401ACS

GnRH triptorelin 244901BIJ antiandrogen flutamide 162101ACH

GnRH triptorelin 244902BIJ antiandrogen flutamide 162101ATB

GnRH triptorelin 244930BIJ antiandrogen flutamide 162102ACH

GnRH triptorelin 467501BIJ LHRH antagonist degarelix 624401BIJ

GnRH triptorelin 467502BIJ LHRH antagonist degarelix 624402BIJ

GnRH triptorelin 244901BIJ

GnRH triptorelin 244902BIJ

GnRH triptorelin 244930BIJ

GnRH triptorelin 467501BIJ

GnRH triptorelin 467502BIJ

수술적 방법(2)

분류번호 분류 한글명( ) 코드

자-385　 고환적출술 R3851, R3852, R3853

자-386　 고환악성종양적출술 양측( ) R3861, R3862

주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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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립변수

전립선암의 위험요인으로 연령 인종 전립선암에 대한 가족력 식이성, , ,

분 등이 주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외의 다른 요인들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

관성이 없는 실정이다 임소라 따라서 독립변수에는 인구사회학적( . 2015).

특성 중 연령과 건강 관련 특성으로 가족력를 포함하고 전립선암과의 전,

후 관련성이 높다고 알려진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을 포함시켰으며, , , CCI,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이외 선택 가능한 전립선암의 주요 치료방법에 대해

확인하였다.

연령대(1)

전립선암은 세 이하 남성에서는 드물다가 세 이상에서 발생하기 시40 50

작해 세 이후 급격히 늘어난다 조기 발견을 위해 전립선암 정기검진을60 .

세 이전부터 받는 것을 추천하며 가족력이 있다면 세 이상의 경우 매50 , 40

년 전립선암 검사를 추천하는 점을 고려하여 대 이하‘40 ’, ‘ 대50 ’,‘60

대’, 대 이상‘70 ’ 개 범주로 구성하였다4 .

고혈압(2)

대한비뇨기과학회 비뇨기종양학회의 한국인 전립선암 발생 현황· ‘2017 ’

발표에 따르면 년부터 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세 이2006 2015 20

상 성인 남성에 대한 분석결과 고혈압 환자는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 발생률이 배 더 높았다고 발표하였다1.45 (http://www.dt.co.kr,

따라서 고혈압과 전립선암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전립선암 진단을2017).

받은 전후 년 이내 고혈압 상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약물 복용 여부1

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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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3)

당뇨가 있는 사람은 전립선암 발생위험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있다

등의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에서 전립(Kasper et al., 2006). Bronovas

선암 발생위험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였다9%

고 하였고 등의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Bonovas et al., 2004) , Waters

에서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였19%

다(Waters et al,. 2009). 따라서 당뇨와 전립선암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전후 년 이내 당뇨 상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약1

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였다.

골다공증(4)

남성호르몬 차단요법을 시행하기 전 대비 시행 후 골다공증 골다공증,

골절의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정순애 따라서 전립선( , 2011).

암 진단 전후 년 이내 골다공증 진단 여부를 확인하여 기저질환으로 골다1

공증을 가지고 있는 전립선암 환자의 골 전이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가족력(5)

여러 문헌에서 전립선암의 대표적 위험요인으로 가족력을 언급하고 있으

므로 자격 의 가족력 을 활용하여 가족 중 암DB (FMLY_CANCER_PATIEN_YN) ‘ ’

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6) CCI

연구대상자의 최초 전립선암 진단 이전 년간 를 산출하여 남성호르1 CCI

몬 차단요법 포함군과 비포함군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고 점 점, CCI 0 , 1 ,

점 점 이상으로 개의 범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2 ,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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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치료방법(7)

본 연구에서는 전립선암 진단 후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이외 실시될 수

있는 치료방법 전립선절제술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 에 대해 확인하였( , , )

다 표 항암화학요법의 경우 전립선암 표준항암화학 치료제인 도세< 5, 6>.

탁셀을 포함 암 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

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에서 권고하는 전립선암 치료에(2020.12.)」

적용 가능한 항암화학치료를 모두 포함하여 확인하였다.

표 전립선절제술 관련 청구코드 및 명칭5.

분류번호 코드 분류 한글명( )

자-396　 R3960 전립선정낭전적출술 림프절적출포함[ ]

자-397-1　 R3975 경요도적 전립선절제술

자-395　 R3950 전립선적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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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방사선치료6. (Radiation therapy)

코드 분류 한글명( ) 코드 분류 한글명( )

체외조사 밀봉소선원치료

가 저에너지 방사선치료. HD080 가 외부 근접 접촉 조사치료. ( )

HD051 문조사(1) 1 나 강내치료.

HD054 (2) 문대향조사부터2 고선량률분할치료(1)

나 중에너지 방사선치료. HD081 가 치료기간당( ) 1

HD052 문조사(1) 1 HD082 나 치료중단시( )

HD055 (2) 문대향조사부터2 (2) 저선량률 치료

다 고에너지 방사선치료. HD083 가 방사성 선원 삽입 당일( )

HD053 문조사(1) 1 HD084 나 익일부터( )

HD056 (2) 문대향조사부터2 다 조직내치료 관내치료. ,

회전조사 고선량률 분할 치료(1)

HD057 가 저에너지 방사선치료. HD085 가 치료기간당( ) 1

HD058 나 중에너지 방사선치료. HD086 나 치료중단시( )

HD059 다 고에너지 방사선치료. 저선량률 치료(2)

HD061 입체조형치료 HD087 가 방사성 선원 삽입 당일( )

개봉 선원치료 HD088 나 익일부터( )

HD071 가 경구투여방법. HD089 라 방사성입자의 자입치료.

HD072 나 정맥주사방법. HZ271 세기변조 방사선치료

HD073 다 기타방법. HD150 전립선암에 영구삽입술Iodine-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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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방법

전립선암 대상자에게 남성호르몬 차단요법이 골 전이 발생에 비치는 영

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에서 전립선암을 진단받DB

은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적용 여부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였

고, 두 군 간에 차이를 를 활용하여 확인하였다Chi-square test .

치료 기간과 무진행 생존 기간이나 전체 생존 기간과 같은 이벤트 발생

분석 시점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분석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 조

기발견 기간 바이어스 또는 를(Immortal time bias Guarantee-time bias)

통제하기 위해 랜드마크 분석 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Landmark analysis)

김지현 랜드마크 타임은 전립선암 진단 후 년 년 시점으로 임( , 2017). 1 , 3

의 설정하였고 랜드마크 타임 이내에 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대상자, event

와 사망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종속변수는 골 전이 발생 여부로 비모수적 데이터에 대한 생존곡선을 추

정하기 위하여 을 이용하여 시각적 차이를 확인하고 두Kaplan-Meier curve ,

군간 생존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를 실시하였다Log-rank test .

전립선암과 관련성이 높다고 알려진 요인들을 포함한 위험비(Hazard

를 산출하기 위하여 콕스비례위험모형Ratio) (Cox's Proportional Hazards

을 이용하였다Mo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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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하위집단분석으로 전립선암 환자에게 남성호르몬 차단요법을

포함한 다른 치료방법에 따라 골 전이 발생에 차이가 있는지를 하위집단별

로 구분하여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 방법은 를 이용하였으며 모든 유의SAS version 9.4 ,

수준은 보다 작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정의하였다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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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Ⅲ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치료요법에 따른 비교

연구대상자의 사망이나 질병 발생을 결과값으로 하는 생존분석의 경우,

관찰 기간이 지남에 따라 기준시점에서 정의한 두 비교군의 구성원이 변화

가능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조기발견 기간오류(Immortal time bias)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랜드마크 분석 을 실시하였다, (Landmark analysis) .

랜드마크 타임 년에 해당하는 연구대상자 명과 년에 해당하는 명에1 759 3 652

대한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여 표 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7, 8> .

가.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유무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를 보면 랜드마크 타임 년의 경우 총 명 중 남성호르몬 차단< 7> , 1 759

요법을 받은 대상자는 명 이고 남성호르몬 차단요법을 받지 않430 (56.7%) ,

은 대상자는 명이다329(43.3%) .

연령군 분포는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포함군에서 대 이상 대상자가70

로 비포함군의 보다 높은 결과를 보여 남성호르몬 차단요법73.02% 46.50% ,

포함군에서 고령의 대상자가 더 많음을 확인하였고 두 그룹간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당뇨병의 경우 남성호르몬 차단요법의 유무와 상관(p<.000).

없이 두 군 모두 당뇨가 없는 경우가 대로 높게 확인되나 통계적으로70%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고혈압의 비율은 두 군 모두 고혈압 유병(p=0.289),

자가 로 높았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70% , (p=0.628).

가족력의 경우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비포함군의 경우 로 포함군21.28%

에 비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골다15.35% (p=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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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은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포함군이 로 비포함군 에 비해 높18.60% 8.51%

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는 남성호르몬 차, (p=0.000). CCI

단요법 포함 비포함 군 모두 인 그룹이 대로 높게 나왔으며 그 차이, O 70%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27).

표 에서 랜드마크 타임 년의 경우 총 명 중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8> 3 652

을 받은 대상자는 명 이고 남성호르몬 차단요법을 받지 않은 대356 (54.6%) ,

상자는 명이다296(45.4%) .

연령군 분포는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포함군에서 대 이상 대상자가70

로 비포함군의 보다 높은 결과를 보여 랜드마크 타임 년과71.63% 44.93% , 1

유사하게 남성호르몬 차단요법에서 고령의 대상자가 더 많음을 확인하였

고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당뇨병의 경우 남성호르몬, (p<.000).

차단요법의 유무와 상관없이 두 군 모두 당뇨가 없는 경우가 대로 높게70%

확인되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고혈압의 비율은 두(p=0.199),

군 모두 고혈압 유병자가 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70% ,

가족력의 경우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비포함군의 경우 로(p=0.139). 22.30%

포함군 에 비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16.57%

골다공증은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포함군이 로 비포함군(p=0.080). 17.42%

에 비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8.78% , (p=0.002). CCI

는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포함 비포함 군 모두 인 경우가 대로 높게, O 70%

나왔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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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랜드마크 타임 년7. ( 1 )

변수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값P비포함 (0) 포함 (1)

N (%) N (%)

전체 　 329 100 430 100 　

연령

대 이하40 5 1.53 7 1.63 <.000

대50 36 10.94 20 4.65

대60 135 41.03 89 20.70

대 이상70 153 46.50 314 73.02

당뇨병　

없음 247 75.08 338 78.60 0.289

있음 82 24.92 92 21.40

고혈압

없음 73 22.19 103 23.95 0.628

있음 256 77.81 327 76.05

가족력　

없음 259 78.72 364 84.65 0.043

있음 70 21.28 66 15.35

골다공증

없음 301 91.49 350 81.40 0.000

있음 28 8.51 80 18.60

CCI
*

0 235 71.43 330 76.74 0.027

1 8 2.43 21 4.88

2 32 9.73 33 7.67

이상3 54 16.41 46 10.71 　

동반상병지수* CCI: Charlson Conorbidity Index(Charl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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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랜드마크 타임 년8. ( 3 )

변수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값P비포함 (0) 포함 (1)

N (%) N (%)

전체 　 296 100 356 100 　

연령

대 이하40 4 1.35 6 1.68 <.000

대50 32 10.81 18 5.06

대60 127 42.91 77 21.63

대 이상70 133 44.93 255 71.63

당뇨병　　

없음 221 74.66 282 79.21 0.199

있음 75 25.34 74 20.79

고혈압

없음 61 20.61 92 25.84 0.139

있음 235 79.39 264 74.16

가족력

없음 230 77.70 297 83.43 0.080

있음 66 22.30 59 16.57

골다공증

없음 270 91.22 294 82.58 0.002

있음 26 8.78 62 17.42

CCI
*

0 208 70.27 269 75.56 0.067

1 8 2.70 18 5.06

2 30 10.14 28 7.87

이상3 50 16.89 41 11.51 　

동반상병지수* CCI: Charlson Conorbidity Index(Charl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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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포함군과 비포함군의 치료요법 분포

최종 분석 대상자 총 명은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경우로 랜드마969 1

크 타임 년과 년을 각각 설정 후 확인한 그룹별 세부 치료방법 분포는1 3

표 과 같다< 9, 10> .

표 에서 랜드마크 타임 년에 해당하는 대상자 명 중 남성호르몬< 9> 1 759

차단요법을 받은 그룹의 경우 화학적 방법 약제 을 사용한 대상자는, ( )

수술적 방법 고환적출술 을 받은 대상자는 로 화학적 방법이97.44%, ( ) 4.42%

많았다 전립선절제술의 경우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비포함군의 경우.

이 실시하여 포함군 에 비해 크게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84.50% , 10.93%

한 차이가 있다 방사선치료는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포함군은(p<.000).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비포함군은 이 치료를 받았으며 그11.86%, 15.50% ,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항암화학요법의 경우는(P=0.177).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포함군이 로 비포함군 에 비해 높은 것으0.47% 0.30%

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p=1.000).

표 에서 랜드마크 타임 년에 해당하는 대상자 명 중 남성호르몬< 10> 3 652

차단요법을 받은 그룹의 경우 화학적 방법 약제 을 사용한 대상자는, ( )

이고 수술적 방법 고환적출술 을 받은 대상자는 로 화학적 방97.47% , ( ) 5.06%

법을 받은 군이 더 많았다.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비포함군에서 전립선절제

술을 받은 경우는 로 포함군의 전립선절제술 받은 대상자 에88.18% 14.04%

비해 크게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방사선치(p<.000).

료를 받은 대상자는 두 군 모두 대이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10%

는 않았고 항암화학요법의 경우는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비포함(p=1.000),

군이 로 포함군 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통0.68% 0.56%

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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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포함 여부에 따른 세부 치료요법 분포9.

랜드마크 타임 년( 1 )

변수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값P비포함 (0) 포함 (1)

N (%) N (%)

전체　 329 100 430 100 　

화학적 방법 약제( ) 없음 329 100 11 2.56 <.000

있음 0 0 419 97.44

고환적출술 없음 329 100 411 95.58 0.000

있음 0 0 19 4.42 　

전립선절제술 없음 51 15.50 383 89.07 <.000

있음 278 84.50 47 10.93

방사선치료 없음 278 84.50 379 88.14 0.177

있음 51 15.50 51 11.86

함암화학요법 없음 328 99.70 428 99.53 1.000

있음 1 0.30 2 0.47 　

표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포함 여부에 따른 세부 치료요법 분포10.

랜드마크 타임 년( 3 )

변수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값P비포함 (0) 포함 (1)

N (%) N (%)

전체　 296 100 356 100 　

화학적 방법 약제( ) 없음 296 100 9 2.53 <.000

있음 0 0 347 97.47

고환적출술 없음 296 100 338 94.94 0.000

있음 0 0 18 5.06 　

전립선절제술 없음 35 11.82 306 85.96 <.000

있음 261 88.18 50 14.04

방사선치료 없음 257 86.82 308 86.52 1.000

있음 39 13.18 48 13.48

함암화학요법 없음 294 99.32 354 99.44 1.000

있음 2 0.68 2 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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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호르몬 차단요법 포함 여부에 따른 골 전이 발생률2.

전립선암 대상자 치료시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포함 여부에 따라 골 전이

발생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한 결과 표 와 같다< 11, 12> .

표 의 랜드마크 타임 년에서< 11> 1 골 전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연령군은

대 이상이 로 고령의 대상에서 많이 발생하였으나 연령별 발생률70 62.50% ,

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당뇨병의 경우 골 전(p=0.881).

이 발생한 군은 가 유병자였고 골 전이가 발생하지 않은 군은22.50% ,

가 유병자였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22.97% (p=1.000).

고혈압은 골 전이 발생한 군과 발생하지 않은 군 각각 이나72.50%, 77.32%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가족력은 두 군 모두 대(p=0.408). 10%

였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골 전이가 된(p=0.797) .

대상자 중 골다공증을 가진 사람은 로 골 전이가 되지 않은 대상자18.75%

의 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며13.70% (p=0.291), CCI

그룹은 골 전이 발생한 군과 발생하지 않은 군 모두 점 그룹이 높았0 으며,

각각 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88.75%, 72.75% (p=0.012).

표 의 랜드마크 타임 년의 경우< 12> 3 , 연령군 분포는 골 전이가 발생한

군과 발생하지 않은 군이 모두 대 이상 대상자가 대로 확인되었다70 59% .

골 전이가 발생한 군의 당뇨병을 가진 대상자 는 골 전이가 발생하25.93%

지 않은 대상자 중 당뇨병 유병률 보다 높았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22.72%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고혈압과 가족력은 골 전이 발생한 군(p=0.877).

이 발생하지 않은 군에 비해 다소 낮았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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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골 전이 발생한 군과 발생하지 않은 군 모두 점인 경우가CCI 0

가장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그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다 남성호(P=0.077).

르몬 차단요법 시행은 골 전이가 발생한 경우는 골 전이가 발생하88.89%,

지 않은 군은 로 남성호르몬 차단요법을 시행한 군의 골전이 발생률53.12%

이 높았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00).

전립선암 환자의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포함 유무에 따른 골 전이 발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카플란 마이어 생존곡선- (Kaplan-Meier curve)

를 통해 두 그룹 간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그림 랜드마크 타임 년< 3, 4>, 1

과 년 모두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포함군이 비포함군에 비해 골 전이 발생3

위험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를 시행한 결과 통계적으, Log rank test

로 유의한 결과였다(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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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골 전이 발생에 따른 일반적 특성 랜드마크 타임 년11. ( 1 )

변수

골 전이

값PNO (0) YES (1)

N (%) N (%)

전체 　 679 100 80 100 　

연령

대 이하40 10 1.48 2 2.50 0.881

대50 51 7.51 5 6.25

대60 201 29.60 23 28.75

대 이상70 417 61.41 50 62.50

당뇨병

없음 523 77.03 62 77.50 1.000

있음 156 22.97 18 22.50

고혈압

없음 154 22.68 22 27.50 0.408

있음 525 77.32 58 72.50

가족력

없음 556 81.89 67 83.75 0.797

있음 123 18.11 13 16.25

골다공증

없음 586 86.30 65 81.25 0.291

있음 93 13.70 15 18.75

CCI
*

0 494 72.75 71 88.75 0.012

1 26 3.83 3 3.75

2 62 9.13 3 3.75

이상3 97 14.29 3 3.75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없음 317 46.69 12 15.00 <.000

있음 362 53.31 68 85.00

동반상병지수* CCI: Charlson Conorbidity Index(Charl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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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골 전이 발생에 따른 일반적 특성 랜드마크 타임 년( 3 )

변수

골 전이

값PNO (0) YES (1)

N (%) N (%)

전체 　 625 100 27 100 　

연령

대 이하40 9 1.44 1 3.70 0.827

대50 48 7.68 2 7.41

대60 196 31.36 8 29.63

대 이상70 372 59.52 16 59.26

당뇨병　

없음 483 77.28 20 74.07 0.877

있음 142 22.72 7 25.93

고혈압　

없음 144 23.04 9 33.33 0.315

있음 481 76.96 18 66.67

가족력

없음 504 80.64 23 85.19 0.735

있음 121 19.36 4 14.81

골다공증

없음 543 86.88 21 77.78 0.242

있음 82 13.12 6 22.22

CCI*

0 455 72.8 22 81.49 0.077

1 23 3.68 3 11.11

2 57 9.12 1 3.70

이상3 90 14.40 1 3.70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없음 293 46.88 3 11.11 0.000

있음 332 53.12 24 88.89

동반상병지수* CCI: Charlson Conorbidity Index(Charl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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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카플란 마이어 생존 곡선3. - (랜드마크 타임 년1 )

그림 카플란 마이어 생존 곡선4. - (랜드마크 타임 년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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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스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한 골 전이 발생 위험도 분석3.

연구대상자의 남성호르몬 차단요법에 따른 골 전이 발생 위험도를(C795)

확인하기 위해 콕스비례위험모형 을(Cox's Proportional Hazards Model)

이용하여 위험비 를 산출하였다 또한 남성호르몬 차단요법(Hazard Ratio) .

포함군과 비포함군을 연령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가족력 에 따라, , , , , CCI

통제한 후 분석을 수행하였다 공변량을 보정한 콕스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비포함군 대비 포함군의 골 전이 발생 위험비,

결과는 표 과 같다< 13> .

표 의 랜드마크 타임 년의 경우 공변량 변수를 통제한 후 남성호< 13> 1 ,

르몬 차단요법에 따른 골 전이 발생 위험비는 배5.71 (95% CI:3.02- 10.81)

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골 전이 발생이 배 높았고 당뇨병이 있는 경1.06 (95% CI:0.59-1.87) ,

우는 배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1.17 (95% CI:0.66-2.04) .

동반상병지수 는 점 점 점 이상 모두 점 그룹에 비해CCI(Charson ) 1 , 2 , 3 0

발생 위험이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의 랜드마크 타임 년의 경우 공변량 변수를 통제한 후 남성호< 13> 3 ,

르몬 차단요법에 따른 골 전이 발생 위험비는 배8.55 (95% CI:2.45- 29.76)

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골 전이 발생이 배 높았고 당뇨병이 있는 경1.73 (95% CI:0.66-4.53) ,

우는 배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1.12 (95% CI:0.40-3.11) .

동반상병지수 는 점 그룹에 비해 점 그룹의 골 전이 발생CCI(Charson ) 0 1

위험이 배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2.43 (95% CI:0.60-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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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점 점 이상 그룹의 경우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CCI 2 , 3

다 연령 증가에 따른 골 전이 발생위험은 대 미만에 비해 낮게 나타났. 40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13. 비례위험 모형을 활용한Cox 전립선암 환자의 골 전이 발생위험 분석

랜드마크 타임 년 년( 1 , 3 )

변수

랜드마크 타임 년1 랜드마크 타임 년3

Hazard

Ratio

95% Hazard Ratio

Confidence Limits

Hazard

Ratio

95% Hazard Ratio

Confidence Limits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5.71 (3.02-10.81) 8.55 (2.45-29.76)

골다공증 1.06 (0.59-1.87) 1.73 (0.66-4.53)

고혈압　 0.73 (0.44-1.23) 0.49 (0.20-1.18)

당뇨병 1.17 (0.66-2.04) 1.12 (0.40-3.11)

가족력 0.96 (0.52-1.78) 0.84 (0.27-2.61)

CCI
*
(1) 0.65 (0.19-2.20) 2.43 (0.60-9.85)

CCI
*
(2) 0.70 (0.21-2.24) 0.78 (0.10-6.05)

CCI
*
이상(3 ) 0.86 (0.26-2.79) 1.15 (0.15-8.92)

연령 대(50 ) 0.77 (0.14-4.14) 0.60 (0.04-7.46)

연령 대(60 ) 0.94 (0.21-4.17) 0.58 (0.06-5.23)

연령 대(70 ) 0.78 (0.18-3.42) 0.44 (0.05-3.93)

동반상병지수* CCI: Charlson Conorbidity Index(Charl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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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요법에 따른4. 골 전이 발생위험의 하위집단분석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적용 여부에 따른 골 전이 발생 위험도 분석결과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포함군의 골 전이 발생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전립선암 환자들의 다른 치료요법들과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화학적 요법( ,

고환적출술 과의 교호작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치료요법 전립선절제) (

술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 에 따라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남성호르몬 차단, , )

요법 사용이 전체 골 전이 발생에 미치는 위험을 콕스비례위험모형으로 분

석하였다 이때 하위집단으로 구분하기 위한 치료요법 외 다른 공변량을.

통제하기 위하여 모든 독립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하였고 랜드마크 기간을,

년 년으로 설정한 후 하위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1 , 3 < 14>.

랜드마크 타임 년의 경우 총 명 중 전립선절제술을 받은 경우는1 759 325

명 방사선치료를 받은 대상자는 명 항암화학요법은 가장 적은 명이다, 102 , 3 .

전립선절제술을 받은 명 중 남성호르몬 차단요법을 받은 대상자는 명325 47

이나 받지 않은 대상자는 명으로 더 많았으며 남성호르몬 차단요법을, 278 ,

받은 대상자의 골 전이 발생위험이 남성호르몬 차단요법을 받지 않은 대상

자에 비해 배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였5.06 (95% CI:1.49-17.15)

다 방사선치료를 받은 명 중 남성호르몬 차단요법을 받은 대상자와 받. 102

지 않은 대상자는 각각 명이였고 받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받은 대상자51 ,

의 골 전이 발생위험비가 배 높았으나 통계적으3.74 (95% CI:0.98-14.27) ,

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각 치료요법에 따라 골 전이 발생에 차이가 확인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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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치료요법에 따른 남성호르몬 차단요법과 골 전이 발생위험 분석

랜드마크 타임 년 년( 1 , 3 )

치료요법 구분

랜드마크 타임 년1 랜드마크 타임 년3

N
Adjusted HR

(95% CI)
* N

Adjusted HR

(95% CI)
*

전체 759 　 652

전립선절제술 325 　　 311

　 비포함ADT 278 Ref　 261 Ref

　 포함ADT 47
5.06

(1.49-17.15)
50

11.72

(1.42-96.62)

방사선치료 102 87

　 비포함ADT 51 Ref　 39 Ref　

　 포함ADT 51
3.74

(0.98-14.27)
48 -

항암화학요법 3 4 　　

　 비포함ADT 1 Ref　 2 Ref　

　 포함ADT 2
6.12E+11

(-)
2

1.41

(0.09-23.57)

* Multivariable model including Age, Osteoporosis,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Family history and C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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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Ⅳ

본 연구는 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전립2002~2013

선암 진단을 최초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및 요양급여로 청구

된 주요 치료내역과 그에 따른 주요 합병증인 골 전이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자료 및 방법에 대한 고찰1.

대상자의 상병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명세서테이블 에 기재된 주 부상(20t) ·

병만을 이용시에는 환자의 상병 누락 가능성이 존재하여 상병 내역 을, (40t)

활용하여 청구된 전체 상병을 보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암 환자의 생존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병기 상태와 병의 진행 정도를 반영하기에는 청구데이터로는

확인에 제한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또한 치료 이력에 대해 청구된 내역만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고한 합당한 치료 내역만을 확인

할 수 있고 보험급여되지 않은 임상연구대상이거나 비급여 항암제 등은 분, ,

석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대상자인 전립선암 환자의 당뇨병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하여 건강검진 데이터를 활용시 응답률이 낮은 항목의 경우는 결측

값이 많이 생기며 응답의 정확도를 확신할 수 없어서 고혈압 당뇨병 골다, , , ,

공증 등 청구데이터로 확인 가능한 항목은 청구된 진료내역을 활용하였다 그.

럼에도 가족력과 같이 관심변수이나 청구된 내역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경

우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건강검진 응답 질.

문상 구체적인 가족력의 암 종류를 구분해 조사하지 않아 정확한 암종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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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 분석을 하기에는 데이터의 부족함이 있었다.

본 연구데이터는 실제 대상자의 치료 선택을 통제할 수 없이 단지 관찰만

가능한 관찰연구로서 선택편향 의 존재 가능성이 있어 향후(Selection bias) ,

장기간의 연구를 통한 충분한 대상 표본을 확보한 후 이러한 문제점을 보정할

통계적 방법을 적용한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2.

연구대상자의 주요 치료방법으로는 대한비뇨기종양학회에서 발간한 전립선「

암 치료 진료권고안 에서 설명하고 있는 남성호르몬 치료요법을 포함하여 전」

립선절제술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이 청구된 경우 치료를 받은 대상자로, ,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이 중 치료를 받지 않은 대상자의 비율이 높았다, .

검사 도입 이후 광범위하게 선별검사가 시Prostate-specific antigen(PSA)

행되면서부터 임상적으로 무의미한 전립선암이 증가하고 있고 전립선암의 조,

기 발견이 늘어남에 따라 저위험도 전립선암의 빈도가 꾸준히 상승하여 현재

는 저위험도 전립선암이 전체 전립선암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소위 병기의

변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능동적 감시(stage migration) . (Active surveillance,

는 년 그 개념이 처음 도입된 이후 과잉치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AS) 2002

수단으로서 저위험도 전립선암 환자에서 치료 옵션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정현( , 2015).

그러나 청구데이터에서 능동적 감시 중임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치료 관련 청구가 없는 경우를 능동적 감시 대상으로 정의하기에는 진단

당시 암의 병기가 높거나 전신상태가 좋지 않아 기대여명이 낮은 경우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되지 않는 임상시험 대상자 선정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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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되지 않는 치료 등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전립선암 진.

단이 있고 치료가 없는 군을 모두 능동적 감시 대상으로 분류하지 못하여 전

립선암 진단 대상자 중 많은 부분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와 더불어 주요 관심 변수인 남성호르몬 차단요법의 경우는 골 전이 전,

골 전이 후 구분 없이 전 치료 기간에 사용이 가능하고 호르몬의 영향을 많,

이 받는 전립선암의 특성상 다른 치료의 실패로 치료법의 변경시에도 남성호

르몬 차단요법은 병행해야 한다는 전문가 연구결과 등이 제시되고 있어 청구

데이터만으로는 치료의 중요한 변경 시점을 정확히 반영하기에는 제한적이었

고 결과간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에 다소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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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Ⅴ

본 연구는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적용에 따라 골 전이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로 년부터 년까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 2002 2013

트 자료를 이용하여 전립선암 환자 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랜드마13,471 .

크 시점을 년과 년으로 설정한 후 전립선암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1 3 ,

위험요인들을 통제하고 콕스비례위험 모형(Cox's Proportional Hazards Model)

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 결과 랜드마크 타임 년과 년, , 1 3

모두 남성호르몬 차단요법을 선택한 주요 연령대는 대 이상으로 고령층의70

비율이 높았다 연령 외 전립선암과 연관성이 높은 요인인 당뇨병 고혈압. , ,

가족력 골다공증 을 확인한 결과 고혈압의 경우는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 CCI ,

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치료군 모두 이상으로 높았으나 나머지 요70% ,

인들은 양쪽 모두 미만으로 확인되어 남성호르몬 차단요법을 선택함에 대20%

상자의 기저상태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공변량을 보정한 콕스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

비포함군 대비 포함군의 골 전이 발생 위험비가 랜드마크 타임 년에는 배1 5.71

랜드마크 타임 년에는 배 로(95% CI:3.02-10.81), 3 8.55 (95% CI:2.45-29.76) 높

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골다공증의 경우는 랜.

드마크 타임 년에는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비포함군 대비 포함군이 골전이 발1

생 위험이 배 높았으나 년에는 배 높게 나타났고 점인 그룹1.06 , 3 1.73 , CCI 1

의 경우 랜드마크 년에는 골 전이 발생 위험비가 배였고 랜드마크 년1 0.65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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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배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2.43 .

셋째 전립선암 환자들의 다른 치료요법들과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화학적, (

요법 고환적출술 과의 교호작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치료요법 전립선, ) (

절제술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 에 따라 하위집단으로 나누어서 남성호르, , )

몬 차단요법 사용이 전체 골 전이 발생에 미치는 위험을 분석하였다 전립선.

암 대상자의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포함 여부만을 구분하여 확인한 골 전이 발

생 위험은 남성호르몬 차단요법 비포함군 대비 포함군이 배 높았다 그러5.71 .

나 전립선암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치료요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확인한

하위집단별 결과에서는 전립선절제술을 받은 대상자가 치료과정 중에 남성호

르몬 차단요법이 포함된 경우에 비포함군에 비해 골 전이 발생위험이 배5.06

였고 방사선치료를 받은 대상자가 남성호르몬 차단요법(95% CI:1.49-17.15) ,

을 포함한 경우가 비포함군에 비해 골 전이 발생위험이 배3.74 (95% CI:

로 나타났다 항암화학요법은 전립선암 진료지침에서 호르몬 치0.98-14.27) .

료가 유효하지 않거나 호르몬 치료 효과가 없을 경우에 선택적으로 치료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대상자가 적어 분석결과를 도,

출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암 환자의 치료요법 선택기준은 질병의 병기 상태와 기대수명

등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며 전립선암의 경우 전립선절제술과 방사선치료를,

일차치료로 많이 권고하고 암이 재발되거나 전이소견이 보이는 경우 남성호,

르몬 차단요법을 주요하게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 방사선치.

료와 남성호르몬 차단요법을 병행한 환자의 경우 암의 진행이 억제되었다는

결과처럼 골 전이 발생의 경우도 다른 치료방법보다 방사선치료를 받은 대상,

자의 골 전이 위험비가 다소 낮게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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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남성호르몬 차단요법과 생존율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다수 있으

나 골 전이와의 관련성에 대한 전 국민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는 많이 알려지,

지 않았다 또한 다른 암종에 비해 전립선암의 년 순 생존율이 높은 점을 고. 5

려시 생존율에 대한 연구 뿐만 아니라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치,

료 선택시 합병증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생각된다 최근 선별검사의 기술력.

증대로 조기에 진단되는 암 대상자의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암 환자의 기대수명에 따라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치

료요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같은 기대하지 않은 부정적 요인 등

도 함께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가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방법.

선택 시 주요 합병증인 골 전이와의 관련성에 관한 결과를 제시하여 치료 선

택에 참고할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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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ifference in occurrence of bone metastasis

according to androgen deprivation therapy

in prostate cancer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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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nd Purpose

Prostate cancer is the second most common cancer in men worldwide,

and it is known that 900,000 people are newly diagnosed with prostate

cancer every year. The main treatment options for prostate cancer

include prostatectomy, radiation therapy, chemotherapy, androgen

deprivation therapy(ADT). Initially, testosterone blockade was used

only in patients with metastatic prostate cancer, but now it is used as

an adjunct to radiation therapy for locally or locally advanced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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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t can also be used when prostate-specific antigen (PSA) levels

rise after prostatectomy. Several randomized studies have shown that

testosterone blockade improves overall survival in prostate cancer

pati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degree of risk

of male hormone blockade therapy on the development of bone metastasis,

a major complication of prostate cancer patients.

Subject and Methods

This study is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using a sample cohort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from 2002 to 2013. A landmark

analysis was performed to remove the immortal time bias that

overestimated the survival function of the treatment group including

testosterone blockade. In order to exclude patients with prostate

cancer who may have been treated for prostate cancer, subjects with a

diagnosis in 2002 were excluded, and subjects who did not receive

direct treatment after diagnosis of prostate cancer were sequentially

excluded and analyzed. Afterwards, the landmark period was set to 1 and

3 years from the first diagnosis of prostate cancer. Those who had bone

metastasis or died during the landmark period were excluded from the

analysis, and a total of 759 and 652 people were selected as subjects

for the study and testosterone hormone. The analysis was carried out by

dividing the group into an inclusion group and a non-inclusion group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blockade therapy.

The Chi-square test was performed to confirm the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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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d the Kaplan-Meier curve was

confirmed to estimate the survival curves of the two groups for the

occurrence of bone metastases. In addition, the Hazard Ratio was

calculated using the Cox proportional risk model. Fin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testosterone blockade therapy and bone metastasis

was analyzed by dividing into subgroups according to the treatment

method. All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SAS version 9.4.

Resul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most of the subjects who received

treatment were elderly subjects over 60 years old, 41.03% in their 60s

and 46.50% in their 70s or older in the group without testosterone

blockade, and those in their 70s or older in the group including

testosterone blockade. It was confirmed as 73.02%. The risk of bone

metastasis was high in the group including testosterone blockade for

both 1 year and 3 years of landmark time, and was 5.71 times higher at

landmark 1 year and 8.55 times higher at landmark 3 years,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sub-analysis results confirmed by

treatment regimen, the risk of bone metastasis was 5.06 times higher in

the subjects who underwent prostatectomy, and 3.74 times higher in the

subjects who received radiation therapy. It was lower than that of the

prostatectomy group,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 47 -

Conclusions

This study not only confirmed that the risk of bone metastasis was

different depending on whether or not male hormone blockade was

applied, but also show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risk of

occurrence depending on the treatment regimen (prostatectomy, radiation

therapy, chemotherapy). However, in order to accurately confirm the

effect of male hormone blockade therapy on the occurrence of bone

metastases, long-term studies including test results that can

accurately confirm the progress of the disease and the timing of

metastasis and recurrence will be required.

Keyword: prostate cancer, bone metastasis, androgen deprivation therap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