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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남성의 혈청 테스토스테론 농도와 전립선 특이항원의
관계에 대한 통합적 고찰
안경주
청주대학교 간호학과

The Relationship Between Levels of Serum Testosterone and Prostate-specific Antigen in Healthy
Men: An Integrative Review
An, Gyeong-Ju
Department of Nursing,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primary research exploring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levels of serum testosterone and the prostate-specific antigen (PSA) in healthy men without prostate diseases. Methods: An integrative review was conducted using the Whittemore & Knafle (2005) framework. The keywords, ‘testosterone & prostate-specific antigen’, ‘testosterone & PSA’
and ‘healthy men’ were used to search peer-reviewed publications in six databases. Among 1,959 searched articles, eleven articles
were selected after excluding articles that do not meet inclusion criteria. Literature quality was moderate (Level 3). Result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rough the nine articles that healthy adult men showed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serum testosterone and the PSA. Conversely, two articles presented that the serum PSA correlate positively with the testosterone. In
particular, it is inferred that the effect of the serum testosterone and the PSA secreted into a 24-hour circadian rhythm with different
amplitudes and slopes would have had great influence. However, it does not consider the factors affecting the testosterone and the
PSA, such as race, liver disease, and BMI, so there is insufficient empirical data to clearly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stosterone and the PSA. Conclusi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erum testosterone and the PSA in healthy adult men is insignificant in
relation to the circadian rhythm of the testosterone and the PSA secretion. It is that a large-scale study including various influencing
factors using new biochemical indicators such as pro PSA be conduct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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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병하며, 2017년 통계에 의하면 국내 남성의 암 발생 중 10.5%를

서 론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여 발생 순위가 네 번째인 암이 되었다[1]. 따라
서 전립선암 증가와 더불어 전립선암의 조기진단이 중요하다고 볼

1. 연구의 필요성

전립선암은 전세계적으로 남성에서 발생하는 암 중 두 번째로 많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혈청 전립선특이항원(Prostate-specific a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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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 PSA)을 전립선암 진단을 위한 필수검사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안경주

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AR

PSA는 전립선 상피세포에서 만들어지는 kallikrein-3로 알려진 당

gene의 유전자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 유전자 검사가 비

단백질이며 대부분 정액에서 발견되지만 혈액에도 소량 분포되어 있

용이 비싸 정규검사로 이용하기에 부담이 되므로 AR 활성도를 예

다. 따라서 PSA는 정상 전립선 세포가 손상될 때 혈청 내 농도가 증가

측할 수 있는 저렴한 임상 생물표지자(biomarker)로 등장한 것이

하게 되므로 1979년에 혈청 PSA 측정법이 개발된 이후 1988년 FDA

AR과 관련성이 높은 PSA이다[11]. 즉, PSA가 테스토스테론의 생물

승인을 받아 전립선염,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암 등의 진단검사로 현재

학적 활성도를 나타내는 임상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까지 이용하고 있다[2]. 일반적으로 혈청 PSA의 농도가 많이 증가할

또한 전립선암인 경우에는 혈청 PSA 농도를 일차적인 선별검사

경우에는 전립선암을 의심하여 전립선 조직 생검을 실시하기도 하지

로 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혈청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낮아지는 것

만, 양성 전립선비대나 전립선염 같은 전립선 질환에서도 혈청 PSA

을 전립선암의 지표로 추가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어[9,12], 혈청 PSA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혈청 PSA 검사의 특이성은 낮은 것으로 문

와 테스토스테론을 동시에 측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제가 제기되어 왔다[3,4]. 최근 연구에 의하면 전립선암 환자 중 15%

안드로겐 조절 유전자의 생산물로 합성된 것이 PSA이기 때문에 전

정도의 혈청 PSA 농도가 기준치인 4.0 ng/mL 이하로 나타났으며, 이

립선 질환을 검사할 때 테스토스테론과 PSA의 변화를 확인하는

러한 결과는 혈청 PSA 정상 범위 농도에서도 전립선암을 배제할 수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나,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없음을 말한다[4]. 따라서 전립선암의 선별검사로서 혈청 PSA의 민감

결과들이 혼재하고 있는 상태이다.

도도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어, 임상에서는 전립선 질환시 혈청 PSA 외
에 다른 혈액 지표도 같이 고려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전립선암 환자에서 혈청 PSA와 혈청 테스토스테론 농도의 상관
관계 연구를 살펴보면, 전립선암 환자에서 혈청 테스토스테론 농도

전립선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testoster-

와 혈청 PSA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다고 한 연구[5]가 있는 반면

one)은 콜레스테롤로부터 합성되고 5알파환원효소(5α-reductase)에

혈청 PSA와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정적 상관관계에 있다고 하는 연

의해 디히드로테스토스테론(dihydrotestosterone, DHT)으로 전환되

구[4]도 있었으며, 혈청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낮은 전립선암 환자에

어 전립선 조직을 발달시키고 성장시킨다[3]. 즉 테스토스테론은 전

서 혈청 PSA 농도가 높다고 보고한 연구[13] 등 일관된 연구결과를

립선 세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PSA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유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양성 전립선비대증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

할 수 있으나 테스토스테론과 PSA와의 관계에 관한 논란은 아직도

진 연구에서는 혈청 PSA는 증가하는 반면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감

진행 중이다[2].

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다고 하였다[14].

1941년에 Huggins와 Hodges가 테스토스테론이 전립선암의 위험

다른 연구에서는 성선기능감소증(hypogonadism) 대상자에게 TRT

요인이 된다고 발표한 이후, 테스토스테론이 전립선 암세포의 성장

후 테스토스테론 농도는 증가했지만 PSA 농도는 변화가 없었다고

을 증진시킨다는 전제하에 전립선암 환자에게 테스토스테론 농도

하였고[15,16], 성선기능감소증 남성에게 TRT 후 PSA가 증가되었다

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남성호르몬차단요법(androgen deprivation

는 상반된 연구도 있다[17,18].

therapy)이 전립선암 치료원칙으로 지금까지도 이용되고 있다[5].

이와 같이 혈청 테스토스테론과 PSA의 관계를 살펴본 대부분의

하지만 테스토스테론 대치요법(testosterone replace therapy, TRT)

연구가 전립선암 환자나 성선기능감소증으로 인해 TRT를 한 환자

이 전립선암 발생과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고[6-8] 오

를 대상으로 수행된 것이 대부분이었고 연구결과도 일관적이지 않

히려 낮은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전립선암 위험과 상관관계가 있다

아 상반된 견해가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암이나 성

는 연구도 보고된 바가 있었으나[9], 높은 테스토스테론 농도와 전

선기능감소증 같은 병리적 변화가 일어난 상태에서 병의 진행정도

립선암 환자의 글리슨 종양등급(Gleason score)이 높은 것과 상관관

에 따라 생체내 반응이 다양하기 때문에 PSA와 테스토스테론 혈청

계가 있다는 상반된 연구[10]도 보고되고 있으므로 테스토스테론

농도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과 전립선암과의 관계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3].

따라서 전립선암이나 성선기능감소증 같은 질병의 영향을 받지

하지만 임상에서 혈청 테스토스테론과 PSA의 상관관계를 파악

않고, 정상 상태에서 혈청 테스토스테론 농도과 PSA 농도의 기초적

한다면 전립선 질환 대상자를 사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성선

인 상관관계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질병 상태가 아닌 정상

기능감소증인 경우에 단순히 혈청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낮은 것만

인에서 혈청 테스토스테론 농도와 PSA 농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으로 진단을 하기 보다는, 테스토스테론 합성과 직접적인 안드로겐

논문은 2018년 수행된 Wichendu 등[2]의 연구 외에는 찾기 어려웠

수용체(androgen receptor, AR)의 전사(transcription) 효율성을 동반

다. Wichendu 등[2]도 전립선 관련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혈청 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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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테론과 PSA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보고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

재를 하지 않는 비실험 조사연구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5단

은 편이며 그 결과 또한 일관적이지 않고 아직도 논란 중이라고 주

계로 구성된 통합적 고찰 방법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장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전립선 관련 질병의 영향이 없는 정상 남성

1) 1단계: 문제 확인(Problem identification)

성인을 대상으로 혈청 테스토스테론과 PSA 농도 간 관계에 대해 조

PSA는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받아 전립선에서 합성하기 때문

사한 국내와 국외 선행연구들을 통합적으로 고찰하여 그 상관관계

에 전립선 질환을 검사할 때 테스토스테론과 PSA의 변화를 확인하

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전립선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에 생물표지자

는 것이 필수적이나,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결과들이

로서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사정할 때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

혼재하고 있는 상태이다. 전립선암 환자에서 혈청 테스토스테론 농

이다.

도와 혈청 PSA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다고 한 연구[5]가 있는 반
면 혈청 PSA와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양적 상관관계에 있다고 하는
연구[4]도 있었으며, 혈청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낮은 전립선암 환자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상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

에서 혈청 PSA 농도가 높다고 보고한 연구[13] 등 일관성이 부족한

서 혈청 테스토스테론 농도와 혈청 PSA 농도를 파악하고 상관관계

상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는 ‘정상 남성의 혈청 테

가 있는지를 통합적 문헌고찰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전립선의 병리

스토스테론 농도와 PSA 농도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이다.

적 상태에서 테스토스테론과 PSA의 혈청 농도 변화를 통해 대상자
의 상태를 사정할 때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정된 논문을 통해 정상 성인 남성들의 혈청 테스토스테
론과 PSA 수준을 확인한다.
둘째, 선정된 논문에 나타난 혈청 테스토스테론과 PSA 농도 간
관계를 확인한다.

2) 2단계: 문헌 검색(Literature search)

본 연구자는 2020년 1월까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검색
하고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검색 데이터베이스로는 국내 학
술연구 논문 검색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학술정
보(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대한의학학술지편집
인협의회(KoreaMed)를 이용하였고 국외 논문은 MEDLINE, PubMed,
Cumulative Index to Nursing and Allied Health Literature (CINAHL)를 활

연구 방법

용하여 검색하였다. 주요 검색어는 ‘testosterone&prostate-specific antigen’, ‘testosterone&PSA’, ‘테스토스테론&전립선특이항원’이었다.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Whittemore와 Knafl[19]이 제시한 통합적 문헌고찰(In-

(1) 선정 기준

tegrative literature review) 방법에 따라 정상 남성의 혈청 테스토스테

- 2020년 1월까지 출판된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론과 PSA 농도와의 관계와 관련된 연구들을 선정하여 이론적으로

- 정상 성인 남성 대상

고찰하고 분석한 문헌고찰 연구이다.

- 혈청 테스토스테론과 PSA 농도를 조사한 상관관계 연구
- 한국어와 영어로 출판된 논문

2.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의 선정 기준은 전립선 질환이 없는 정상

- 동료 심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 전문(full-text) 확보가 가능한 논문

남성의 혈청 테스토스테론과 PSA 농도를 조사한 질적, 양적 논문
1,959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제외 기준

- 인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논문
3.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 이용한 연구방법인 통합적 고찰은 비실험연구를 분

- 전립선 질환(전립선암, 양성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성선저하
증)을 가진 대상자 연구 논문

석하고 요약하고 통합함으로써 특정한 주제에 대해 포괄적인 시각

- 호르몬 투여나 약물 투여 등 중재 실험 논문

을 갖게 하는 데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어 현재 간호학 분야에서

- 종설 논문이나 편집 사설

많이 이용하고 있다[19]. 따라서 본 연구는 정상 남성을 대상으로 중
www.bionursingjourna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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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cation

74

Database searched:
PubMed (n = 1,301), CINAHL (n = 86), Medline (n = 511)
KISTI (n = 15), KoreaMed (n = 34), KISS (n = 12),
Records identified (n = 1,959)
Duplicates among records
identified (n = 382)

Screening

Records screened after duplicates (n = 1,577)
Exclude after screening of title
(n = 1,253) and abstract (n = 307)
Records screened (n = 17)

Included

Eligibility

No full-text articles (n = 1)
Full-text articles assessed for eligibility (n = 16)
Not including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serum testosterone and PSA
(n = 5)
Studies included (n = 11)

Figure 1. Flow chart of the literature selection process for the present research.
CINAHL= Cumulative Index to Nursing and Allied Health Literature; KISTI=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KISS= 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PSA= Prostate-specific antigen.

국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한 논문은 KISTI 15편, KoreaMed

준 3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하므로, 통합적 고찰 분석을 위한 연구로

34편, KISS 12편으로 나타났고, 국외 3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검

이용하기에 적합하였다. 통합적 고찰에서는 질적 연구도 포함하여

색 논문은 PubMed 1,301편, Medline 511편, CINAHL 86편으로 총

분석할 수 있으나 혈청 테스토스테론과 PSA를 조사한 혼합 연구방

1,959편이었다. 이 논문 중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면서 선정 기준에

법이나 질적 연구논문은 검색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통합적 고찰

부합하지 않는 1,576편을 배제하였고 중복된 논문 382편(외국 373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질적 연구논문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편, 국내 9편)을 배제하였으며 전문을 구할 수 없는 논문 1편을 제외
한 16편의 문헌 전문을 검토하였다. 원문을 읽는 과정에서 혈청 테
스토스테론과 PSA 농도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지 않은 연구 5편을
제외하여 총 11개의 논문을 최종 선정하였다(Figure 1).

4) 4단계: 자료 분석(Data analysis)

본 연구자는 이미 통합적 고찰연구를 수차례 수행한 경험이 있
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자료 분석단계에서 최종 11편의 논문을
읽고 분석한 내용을 추출하고 기록하고 자료들을 비교하여 연구

3) 3단계: 자료 평가(Data evaluation)

문제에 대한 통합된 분석을 수행하였다[19]. 특히 연구대상자인 정

통합적 고찰방법론에서 자료의 질 평가는 복합적이기 때문에 연

상 성인 남성의 혈청 테스토스테론 농도와 PSA 농도가 각각 어느

구의 질을 평가하는 데에 정석이 되는 표준은 없다[19]. 따라서 본

정도인지와 상관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관해 분석하였고 각

연구에서는 통합적 고찰의 목적에 따라 미국중환자간호사회

분석결과를 통합하였다.

(American Association of Critical-Care Nurses, AACN)에서 제시하여
여러 통합적 고찰방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근거수준체계(evidence-

5) 5단계: 자료 제시(Presentation)

leveling system)에 의해 논문의 질을 평가하였다[20]. 본 연구에서 선

Whittemore과 Knafl [19]의 통합적 고찰방법에서 마지막 단계는

정된 11개 논문은 모두 혈청 테스토스테론과 PSA 간의 상관관계를

위에서 분석한 통합적 고찰의 결론을 표로 제시한다. 이러한 표는

분석한 서술적 연구였기 떄문에 AACN의 5개 수준으로 이루어진

통합적 결론을 뒷받침할 일차적 자료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근거수준체계에서 서술연구이거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수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 남성의 혈청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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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Sw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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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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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hendu et al. Retrospective
(2018),
research
Nig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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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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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men
- Group A: 139 men with partial
androgen deficiency
(62.48 ± 3.38 yr)
- Group B: 116 healthy men
(59.73 ± 2.59 yr)

1,066 prostate disease-free
men aged 38-86 yr
(mean 58.40 ± 12.24 yr)

1,221 men
(mean 59.82 ± 12.71 yr)

378 men aged 40-85 yr
(54.8 ± 0.6 yr) from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al
Examination Survey in
2001-2004
- Group I: 119 men
(52.73 ± 7.53 yr) from east of
Turkey
- Group II: 196 men
(50.32 ± 7.84 yr) from west of
Turkey
- Group III: 388 men (51 ± 6 yr)
from Palestine
119 healthy men aged 46-60 yr
(mean 55 yr)

119 healthy men
(52.73 ± 7.53 yr) from
A region & 196 men
(50.32 ± 7.84 yr) from
B regions
179 healthy men (59.19 ± 12 yr)
- Group I: 160 men, PSA < 2.5 ng/mL
- Group II: 19 men, PSA 2.5-4 ng/mL

210 men aged 41-69 yr
(mean 54.2 yr)

91 normal men (35.57 ± 0.58 yr)
& 112 subfertile men
(33.98 ± 0.50 yr)

11 healthy men ages
46-72 yr (mean 55 yr)

Samples & age

Research methods

-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serum testosterone and PSA levels was found (r = .05,
p= .600)
- When using a multivariate analysis model adjusted for the age, BMI, waist-to-hip ration,
smoking, and alcohol consumption, a positive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testosterone
and PSA levels was found (p= .030)
To investigate the serum total
- Measured serum total and free
-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serum PSA (3.23 ± 21.14 ng/mL) and total testosterone
testosterone and free testosterone
testosterone, hemoglobin,
(4.54 ± 2.02 ng/mL) (r = -.012)
levels in men with anemia
hematocrit, PSA, HDL, LDL, and
-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serum PSA (3.23 ± 21.14 ng/mL) and free testosterone
total cholesterol between 8:00 and (10.63 ± 3.69 pg/mL) (r = -.042)
10:00 AM
To investrate the relationship
- Measured serum total testosterone - Serum PSA (3.0 ± 2.24 μg/L) correlated positively with total testosterone (15.5 ± 0.53 nmol/L)
between endogenous testosterone and total PSA between 8:00 and
(r = .426, p< .001)
and PSA in men without prostate
10:00 AM
-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serum PSA with age (r = .444, p= < .001)
diseases
- There was an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total testosterone with age (r = .380, p= < .001).
To assess association between serum - Measured serum total testosterone -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serum PSA (1.96 ± 0.76 ng/mL) and total testosterone
PSA and serum testosterone in
and total PSA
(9.35 ± 1.33 nmol/L) in group A (r = .08, p= .350)
healthy men
-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serum PSA (1.85 ± 0.73 ng/mL) and total testosterone
(15.30 ± 1.95 nmol/L) in group B (r = -.06, p= .490)

- Measured serum total testosterone - No correlation was detected between total PSA (1.11 ± 0.78 ng/mL) and serum testosterone
and total PSA
level (386.4 ± 154.6 ng/dL) in group I (r = .032, p= .720)
- No correlation was detected between total PSA (1.75 ± 1.06 ng/mL) and serum testosterone
level (383.9 ± 170.6 ng/dL) in group II (r = -.04, p= .670)
- No correlation was detected between total PSA (1.1 ± 0.8 ng/mL) and serum testosterone
level (380 ± 23 ng/dL) in group III (r = .05, p= .340)

To evaluate the association between - Measured serum total testosterone
serum testosterone and PSA levels in and total PSA
middle-aged healthy men from the - BMI, waist-to-hip ratio, smoking,
general population
and alcohol were collected

To evaluate the difference between
testosterone and total PSA serum
levels between Arabic and Turkish
people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levels of total testosterone and total
PSA in healthy men with PSA < 4ng/
mL
To identify the association between
serum steroid hormones and PSA in
a general population has not been
described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serum
total testosterone and total PSA
levels in healthy men from two
regions

- Correlation of PSA and testosterone at 7 or 10 AM were not significant (r = .42, p= .20)
- Both PSA and testosterone show a circadian rhythm

Major findings

No relationship between testosterone (14.83 ± 0.57 nmol/l) and PSA (0.754 ± 0.01 ng/mL)
was observed in normal men (r = 0.098, p= .353)
The relationship between testostrone and PSA in subfertile men correlated significantly
(r = .293, p= .002)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PSA (1.2 ± 0.7 ng/mL) and testosterone (534 ± 169 ng/dL)
(r = .048, p> .05)
PSA was correlated to age (r = .23, p= .019), but there none between serum testosterone and
age
No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LH, FSH, and PSA concentrations
- Measured serum total testosterone - Serum testosterone (386.4 ± 154.6 ng/dL) level showed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otal
and total PSA in the morning
PSA (1.11 ± 0.78 ng/mL) level in Group A (r = .03, p= .72)
- Inclusion criteria: normal digital
- Serum testosterone (383.9 ± 170.6 ng/dL) level showed no significant coreelation with total
rectal examination, normal renal,
PSA (1.75 ± 1.06 ng/mL) in Group B (r = -.04, p= .670)
and liver function test
- Measured serum total testosterone - No correlation was detected between serum PSA (1.05 ± 0.56 ng/mL) and serum
and total PSA
testosterone level (401.46 ± 1.57 ng/dL) in group I (r = .072, p= .363)
- Inclusion criteria: normal renal and - No correlation was detected between serum PSA (3.38 ± 0.42 ng/mL) and serum
liver function test
testosterone level (432.35 ± 1.71 ng/dL) in group II (r = .031, p= .900)
- Measured serum total PSA, total - Men with higher testosterone had higher PSA even after taking into account other
testosterone, androstanediol
hormones and modifiable factors (p -trend = .002)
glucuronide, estradiol, and SHBG - Estradiol and PSA were not associated
concentrations in the morning
- Men with higher SHBG had lower PSA

To study the circadian relationship
- Blood samples were collected
between serum PSA and total
every 3 hr for 24 hr during 6weeks
testosterone
To understand the androgen-related - Measured the serum
factors which may regulate
concentrations of total and free
concentration of PSA
testosterone, SHBG, and total and
free PSA
To determine a relationship between - Measured serum total and free
total serum testosterone, free
testosterone, FSH, LH, and PSA
testosterone, FSH, LH, and PSA levels. levels at 8:30-10 AM

Purpose

PSA = Prostate-specific antigen; SHBG = Sex hormone binding globulin; LH = Luteinizing hormone; FSH = Follicle stimulating hormone; HDL = High-density lipoprotein; LDL = Low-density lipoprotein

Cross-sectional
research
design

Retrospective
research
design

Cross-sectional
research
design

Cross-sectional,
Correlational
research
design

Cross-sectional
research
design

Prospective
research
design

Cross-sectional
research
design

Sofikerim et al.
(2007),
Turkey

[22]

[23]

Research
design

Mermall et al. Longitudinal
(1995),
research
United States design
Mifsud et al.
Cross-sectional
(2001),
research
Singapore
design

Author (year)
&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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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주

스토스테론과 PSA 농도를 조사한 국내·외 연구를 고찰하고 그 결

게 나타난 2편을 살펴보면, Pesko 등[26]의 연구에서는 2001-2004년

과에 대한 논리적 근거와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Table 1에 일차 문

미국의 국민건강영양평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378명 남성을 인종

헌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였다.

별로 테스토스테론 농도를 5분위로 나누어 분위별 자료로 p-trend
를 확인하였는데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높을수록 혈청 PSA도 증가
됨을 나타내어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p-trend = .002). 그러나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이미 출판되어 공개된 연구논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헌고찰 연구이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았다.

전체 대상자의 평균 테스토스테론 농도와 혈청 PSA 평균 농도가 제
시되지 않아 다른 연구결과와 측정치 비교는 어렵다. 2018년에
Wichendu 등[2]이 발표한 연구에서는 1,066명이라는 대규모 성인 남

연구 결과

성을 대상으로 평균 혈청 PSA 3.0 ± 2.24 μg/L (μg/L와 ng/mL는 동일
단위)와 평균 총테스토스테론 농도 15.5 ± 0.53 nmol/L (미국에서는

1. 연구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논문은 11편이었다(Table 1). 논
문들을 발표 연도별로 분류했을 때 1990-2000년도 1편[21], 2001-

ng/L를 사용하지만 영국에서는 nmol/L 단위를 사용하며, 0.7 nmol/
L는 20 ng/dL임)의 사이에 정적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고
하였다(r= .426, p < .001).

2010년도 2편[22,23], 2011-2020년 8편[2, 24-30]으로 나타났다. 연구

그러나 나머지 9편 중 Mustafa 등은 터키인와 팔레스타인인을 대

설계는 횡단적 조사 7편[22,23,25-28,30], 후향적 조사 2편[2,29], 전향

상으로 2011년[24], 2014년[25], 2015년[27]에 걸쳐서 혈청 테스토스테

적 조사 1편[24], 종단적 연구 1편[21]이었고 모두 서술적 상관관계 연

론과 PSA 간 상관관계를 계속 연구하였는데 3편 모두 유의하지 않

구였다. 실제 자료 수집이 이루어진 국가는 터키 4편[23-25,27], 미국

은 것으로 나타났다.

2편[21,26], 스웨덴[28], 싱가포르[22], 한국[29], 나이지리아[2], 인도
[30]가 각각 1편이었고, 2016년 Shin 등[29]의 논문 이외에는 국내에

논 의

서 수행된 연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10편에
서 50대[2,21,23-30]로 나타났으며, 대상자 수는 100명 이하 2편

본 연구는 2020년 1월까지 발행된 국내·외 논문 중 건강한 성인

[21,22], 100-200명 2편[25,28], 200-1,000명 5편[23,24,26,27,30], 1,000명

남성을 대상으로 혈청 테스토스테론과 PSA 농도간의 상관관계 관

이상 2편[2,29]이었다.

련 연구 11편을 통합적 고찰방법으로 분석하여, 향후 증가하는 전

선정된 연구에서 11편 모두 혈청 PSA와 테스토스테론 농도 측정

립선암 환자 및 전립선질환의 진단 및 추후관리시 생물표지자로서

을 위해 면역분석법(immunoassay)을 이용하였고 5편의 경우는 채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사정할 때 신체적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기

혈시간이 오전 8-11시 사이나 아침으로 제시되었고[2,23,24,26,29] 나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머지 5편은 채혈방법이 상세히 제시되지 않았으며[22,25,27,28,30] 1
편은 3시간마다 채혈하여 일주기리듬을 확인하였다[21].

이론적으로 기존 알려진 지식에 따르면 테스토스테론이 전립선
조직에 대한 증식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전립선 조직에서 PSA 합
성과 분비를 촉진하게 되어 혈청 PSA와도 정적관계가 있을 것으로

2. 정상 성인 남성에서 혈청 테스토스테론과 PSA 농도와의 관계

생각할 수 있다[2]. 본 연구에서도 Pesko 등[26]과 Wichendu 등[2]의

전립선 질환이 없는 정상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11편의

연구결과에서 혈청 테스토스테론이 높을수록 혈청 PSA 농도도 높

연구에서 9편의 혈청 테스토스테론은 평균 271.42-534 ng/dL 범위내

게 나타났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이고 혈청 PSA 평균 농도는 0.75-3.38 ng/mL 범위(기준치 4.0 ng/mL

2개 연구에서 그 결과의 생리적 기전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었다, 또

이하)에 있었다. 나머지 2편에서는 구체적인 평균 농도가 제시되지

한 PSA를 합성하고 분비하는 전립선 조직은 테스토스테론 보다

않았다.

DHT에 10배 이상 친화력이 있기 때문에 DHT가 전립선 성장과 발

본 연구에서 선정된 11편 연구 중에서 혈청 테스토스테론과 PSA

달에 더 큰 영향을 준다[29]. 따라서 전립선 조직에 대한 테스토스테

농도와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9편[21-

론의 영향력이 DHT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 결과에

25,27-30]이고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난 연구가 2편[2,26]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제시되었다.
이 가운데에서 테스토스테론과 혈청 PSA 농도 간 관계가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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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설명은 테스토스테론 농도는 전립선 성장을 자극하는 데에

있고, 성선기능저하증 진단에 총 테스토스테론(total testosterone) 농

중요한 안드로겐 수용체(AR)와 관련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도보다 자유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더 정확한 근거가 된다는 주장

즉, 테스토스테론은 전립선 세포 내에서 5-알파환원효소에 의해

도 있다[33]. 하지만 테스토스테론이 낮은 사람이나 정상인 사람이

DHT로 전환되고 DHT는 AR에 결합하여 활성화된 후, AR은 핵내

나 모두에게 자유 테스토스테론과 총 테스토스테론 농도는 매우

로 들어가 전사를 증가시켜 전립선을 증식시키고 PSA라는 단백질

강한 상관관계(p < .0001)에 있으므로 임상검사시 총 테스토스테론

을 생성한다. 그런데 포화가설(saturation hypothesis)에 의하면, 전립

검사하나로 충분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22].

선에 있는 AR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AR에 테스토스테

테스토스테론 농도는 인종에 따라 다르며 특히 백인보다 흑인에

론이 전부 결합하여 포화가 된다면, 그 이상으로 테스토스테론 농

서 높게 나타나고, 흑인에서의 전립선암 발생률이 높다는 것은 알려

도가 증가하더라도 전립선 증식과 혈청 PSA 농도에 크게 영향을 주

진 사실이다[24]. 본 연구에서 선정된 11편의 연구는 백인, 흑인, 히

지 않는다는 것이다[31].

스패닉이 섞인 대상자들로 미국에서 수행된 2편과 북유럽인종

테스토스테론과 PSA 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연구 중,

(Nordic race) 대상 1편을 제외한 나머지 8편은 모두 아시아인을 대상

Mermall 등[21]의 연구는 24시간 동안 3시간마다 혈청 테스토스테

으로 이루어졌다. 아시아인과 서양인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

론과 PSA농도를 측정하여 테스토스테론과 PSA 모두 일주기리듬

인이 서양인들에 비해 전립샘의 크기가 작으며, PSA 농도도 낮으므

(circadian rhythm)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혈청 테스토스테론은 7

로 PSA의 기준치를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34]. 그렇

AM에 가장 높고 7 PM에 가장 낮은 농도를 보이는데 비해, 혈청 PSA

지만 본 연구에 선정된 연구들에서 대상자 인종에 따라 분석한 내

농도는 4-6 PM에 가장 높고 4 AM에 가장 낮게 나타나며, 테스토스

용이 없기 때문에 인종과 관련된 영향 요인은 본 연구에서도 다루

테론은 24시간 동안 높은 진폭을 보여주는 것에 비해 PSA는 낮은

지 못하였다. 향후 다국적 연구를 통해 인종간 특성을 고려한 호르

진폭을 보여 준다. 따라서 혈청 테스토스테론과 PSA의 24시간 일주

몬 농도의 차이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리듬을 그려본다면 상관관계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한편, PSA는 전립선관 내피세포에서 분비되며 전립선관의 내피

있다. 일반적으로 혈청 테스토스테론 검사를 위한 혈액채취는 테스

기저막이 PSA가 전신 혈액순환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방어

토스테론의 일중 변동을 고려하여 오전 7-11시에 하는 것이 표준이

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PSA가 건강한 전립선을 가진 남성의 혈청에

며, 실제로 본 연구에서 선정된 11편 중 5편이 8-11 AM에 채혈을 하

는 극소량으로 존재하며 실제로 일반 성인에서 PSA 수치 상승이 나

였다고 제시한 바 있다[2,23,24,26,29].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9편의

타나는 경우는 드물다. 미국의 전립선암 선별 연구에 따르면 90% 이

연구에서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이유 중 하나는 서로

상의 중장년 남성은 4 ng/mL 미만의 PSA 수치를 나타내었으며[4],

다른 일주기리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특히 채혈시간인 8-11

본 연구에서 선정된 연구의 대상자들도 전립선 질환이 없는 성인

AM 구간의 일주기리듬은 진폭 등의 차이로 인해 상관성을 찾기 어

남성으로 국한했기 때문에 혈청 PSA 평균 농도는 0.75-3.38 ng/mL

렵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범위 내에 있었고, 전립선 문제가 없는 정상 성인 남성만을 대상으

하지만 노화로 인해 혈청 테스토스테론의 일주기리듬에서 진폭
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32] 일중 변동량 차이가 크지 않

로 조사하겠다는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한 대상자들이었음을 확인
하였다.

기 때문에 노인에서는 테스토스테론 측정을 꼭 8-11 AM에 해야 할

PSA 검사가 특이성과 민감성에서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지만 측정시간에 관해서는 더 많

때문에 임상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른 지표들을 개발하려고

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노력하였다. 총 PSA (total PSA, tPSA)는 다른 단백질과 결합한 복합

테스토스테론의 70%는 높은 친화력을 가진 성호르몬결합글로

PSA (complexed PSA, cPSA)와 단백질과 결합하지 않은 자유 PSA

불린(sex hormone binding globulin, SHBG)과 결합하고[22], 20-30%

(free PSA, fPSA)로 구분할 수 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fPSA를 검

는 알부민과 약하게 결합하며 1-3%만 자유 테스토스테론(free tes-

사 지표로 이용하였으나 본 연구에 선정된 11개 연구에서 fPSA를

tosterone)으로 존재하는데[29], 이 자유 테스토스테론이 세포막을

측정한 연구는 2001년에 발표된 Mifsud 등[22]의 연구 1편뿐이었다.

자유롭게 확산하여 세포질의 AR에 결합하여 수용체의 핵내 전사

특히 fPSA는 전립선암세포의 영향을 적게 받아 전립선암인 경우에

를 일으키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11편 중 3편[22,23,29]만이 자유 테

도 낮은 농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tPSA 중 fPSA의 비율(free-to-total

스토스테론 농도를 측정하였는데, 자유 테스토스테론이 생활성도

PSA ratio)이 전립선암 검사에 도움이 된다[35]. 특히 전립선암 환자

(bioactive)가 높기 때문에 혈청 테스토스테론의 기준 척도가 될 수

에서 tPSA가 높게 나와서 바로 조직생검을 한 환자의 75%가 암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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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고에서 제안한 것처럼[36], tPSA가 높은 경

일주기리듬의 진폭과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

우 추가로 fPSA를 측정하여 확인하는 보조 검사로 사용함으로써

타나지 않은 Mermall 등[21]의 연구를 토대로 생각해보면 유의하지

조직생검을 불필요하게 시행하는 건수를 낮출 수 있다.

않게 나타난 이유를 일부 유추할 수 있으나, 실제 중요한 사실은 PSA

PSA 대사와 관련하여 tPSA, fPSA, cPSA는 간에서 배설되는 특징

가 전립선 세포 내의 AR을 통해 생성되지만 안드로겐이 PSA 생성에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37] 간 질환이 있을 경우 PSA 농도에 영향을

어떻게 관여하는지 그 기전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간질환 환자와 정상인 사이에 혈청

다[2]. 다만 테스토스테론이 낮은 농도일 떄에만 PSA 분비를 강하게

PSA 농도가 차이가 없고[38], 오히려 간경화 환자의 PSA 농도가 정

자극시킨다는 것뿐이며 따라서 앞서 언급한 포화가설이 지지되고

상인보다 낮다고 하는 연구결과[39]도 있어 이 부분도 아직 논란이

있다[22]. 그러므로 향후 이 포화가설과 관련된 세부적인 기전에 관

있다.

해 세포 수준에서 시험관내(in vitro) 연구가 수행되기를 제안하다.

PSA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신체체질량지수(body mass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고찰한 내용을 통합하면, 정상 성인 남

index, BMI)인데, BMI가 높을수록 PSA 농도가 낮게 나타나기 때문

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에서 혈청 테스토스테론과 PSA 농

에 BMI가 높은 전립선암 환자의 진단검사시에는 PSA의 민감도가

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상 상태에서

떨어지므로 PSA만을 검사지표로 이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제시한

테스토스테론과 PSA 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종, BMI, 간 질환 등의

바 있다[40]. 본 연구에서 BMI를 측정한 논문은 11편 연구 중 하나도

영향인자를 고려한 논문이 포함되어 선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변

없었다. 비록 본 연구가 전립선 질환이 없는 정상 성인 남성을 대상

수들을 통제하거나 통계적으로 집단분석을 한 연구들이 없었다.

으로 했으나 그 중에 BMI가 높은 대상도 포함되어 있으리라 생각할

따라서 본 연구가 통합적 고찰연구이므로 테스토스테론과 PSA의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에서 BMI의 영향은 알기 어려웠다.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그러나 본 선정연구 중 Mustafa 등[24]의 연구에서 터키 내 멀리

제한점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학에서 전립선 질환 환자

떨어진 두 지역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한 지역은

에 관한 관심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향후 전립선 질환자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고 고지방 식이를 주로 하는 덥고 습한 지역

를 대상으로 간호를 할 때 테스토스테론과 PSA 검사치에 대한 이해

이며 다른 지역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고 저지방식이를 하는 서늘

를 높일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간호학적 의의가

하고 건조한 지역이었다. 연구 결과에서 두 지역 모두에서 혈청 테

있을 것이다.

스토스테론과 PSA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나타났으며, 이러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선정된 논문들이 대부분 외국 논문이

한 결과로 식이와 지리적 특성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제시하였다

기 때문에 조사한 대상자의 인종이 다양한데 테스토스테론 농도

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연구에서 식이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가 다양한 인종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

없었기 때문에 확대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혈청 테스토스테론과 PSA의 관계가 유의하

본 연구의 목적인 정상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

지 않게 나타난 연구논문들을 해석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둘째,

혈청 테스토스테론 농도와 혈청 PSA 농도를 파악하고 상관관계가

혈청 PSA에 영향을 줄 수 있는 BMI 관련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선정된 11개 연구 중 유의한

상자 중 높은 BMI를 가진 대상자가 있을 경우를 배제할 수 없기 떄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난 2개의 연구 중 Peskoe 등[26]의 연구는 직

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약이 있다. 셋째, 혈청 테스토스테론

접 대상자들에게 채혈을 해서 분석한 결과가 아니고, 대상자들의 혈

과 PSA 농도과 관련성이 있는 다른 생화학적 지표인 SHBG, DHT,

청 테스토스테론과 PSA 농도의 평균이 제시되지 않았고, Wichendu

LH 등과의 복합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향후 정상

등[2]의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혈청 PSA는 평균 3.0 μg/L로 정상 성

인을 대상으로 여러 관련 생화학적 지표들을 확대하여 조사하는

인 남성의 수치로는 매우 높은 편이어서 다른 연구의 대상자들과

대규모 전향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본다. 또한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저하된 수
준에서 PSA는 테스토스테론 농도에 따라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증

결 론

가된 테스토스테론 농도에서는 PSA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연구[41]
와 상반된 결과이기 떄문에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혈청 테스토스테론과

그에 비해 혈청 테스토스테론과 PSA 농도 간 상관관계가 유의하

PSA 농도를 측정하여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통합적 문헌고찰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9개의 연구에서는 테스토스테론과 PSA의

방법을 이용해 다양한 일차 자료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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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있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결과, 선정된 11편의 연구논문 중 9편
연구결과를 통해 정상인의 경우에는 혈청 테스토스테론과 PSA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혈청 테
스토스테론과 PSA가 각각 다른 진폭과 기울기를 가진 24시간 일주
기리듬으로 분비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유추하지만, 그 외 인종,
BMI 등의 다양한 요인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상적인 건강상태 성인 남성의 혈청 테스토스테론
과 PSA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으나, PSA는 proPSA 등 새로운 생
물학적 지표들이 발견되었으므로 향후 새로운 생화학 지표를 이용
하여 인종을 고려한 다국적인 추가적인 연구를 시행해볼 것을 제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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