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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Biochemical Recurrence의 진단에 대한 
혈액 및 영상의학적 검사에 관한 비뇨기종양을 전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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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end of Uro-Oncologist About Blood Test and Imaging Studies for 
the Diagnosis of Biochemical Recurren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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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riteria of biochemical recurrence (BCR) and follow-up periods 
and methods with and without blood and imaging test of urologic oncology before established guidelines of prostate 
cancer in Korea.
Materials and Methods: In December 2015, we sent the questionnaire to urologic oncologist in academic hospital 
and received the answer from 108 urologic oncologist (50%). Also, we analyzed the data of 1,141 patients 
underwent radical prostatectomy in 2005 from Korean Medical Insurance.
Results: In follow-up, 72 physicians (66.7%) performed blood test every 3 months, 51 physicians (47.2%) 
performed imaging study in case of BCR. Bone scan was the most common imaging study in the follow-up (74 
physicians, 68.5%). But, bone scan was only performed in case of BCR (43 physicians, 39.8%). The criteria 
of BCR was PSA 0.2 ng/mL (75 physician, 69.4%), 76 physicians (70.4%) was performed different follow-up 
according to risk of patients. In Korean Medical Insurance data analysis, PSA were performed average 2 times 
every year and magnetic resonance imaging, computed tomography, Bone scan were performed average 0.1, 
0.2, 0.1 times every year, respectively.
Conclusions: The criteria of BCR and the follow-up of prostate cancer patients in Korea were similar Korean 
prostate cancer guidelines. Blood and imaging test might be increased compared to 10 years ago, it is necessary 
to compare the Korean Medical Insurance data between 10 years ago and present. (Korean J Urol Oncol 2017;15:
131-136)

Key Words: Prostatic neoplasmsㆍRecurrenceㆍProstate-specific antigen

Received October 17, 2017, Revised November 23, 2017, Accepted December 6, 2017
Corresponding Author: Seok Joong Yun
Department of Ur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1 Chungdae-ro, Seowon-gu, Cheongju 28644, Korea
E-mail: sjyun@chungbuk.ac.kr, Tel: +82-43-269-6142, Fax: +82-43-269-6144
ORCID code: https://orcid.org/0000-0001-7737-4746
*These authors contributed equally to this study and should be considered co-first authors.
ㆍ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and the 

International Science and Business Belt Program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No. NRF-2015R1A2A2A03004100 

and 2017K000490).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2017 Ⓒ Copyright The Korean Urological Oncology Society and The Korean Prostate Society. All Rights Reserved.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22465/kjuo.2017.15.3.131&domain=pdf&date_stamp=2017-12-31


132  한비뇨기종양학술지：제 15 권 제 3 호 2017

Table 1. The questionnaire results of nationwide academic hospital

선생님께서 비뇨기과 문의를 취득하신 기간은?

1) 10년 이내 2) 10–20년 3) 20–30년 4) 30년 이상

N= 24 54 20 3

립선 제술 후 첫 번째 PSA 추  찰은 수술 후 언제 하시는지요?

1) 4주 후 2) 6주 후 3) 8주 후 4) 12주 후 5) 기타

N= 52 26 4 13 6

립선 제술 후 추  찰  DRE는 시행하시는지요?

1) 시행한다 2) 하지 않는다 3) PSA가 undetectable인 경우 시행하지 않는다 4) 기타

N= 15 38 44 4

추  찰 시 시행하는 검사는 어떤 것이신지요? ( 상검사 제외)

1) PSA만 시행 2) PSA와 CBC, BUN/Cr, AST/ALT 

등의 화학검사도 같이

3) PSA와 CBC, BUN/Cr, AST/ALT 

등의 화학검사와 소변검사도 같이

4) 기타

N= 42 16 40 2

액검사의 간격은?

1) 3개월 2) 6개월 3) 1년마다 4) 기타

N= 72 15 1 15

추  찰 시 어떤 경우에 상 검사를 시행하시는지요?

1) BCR 등이 없어도 정기 으로 시행 2) BCR이 발생한 경우 3) 시행하지 않는다. 4) 기타

N= 45 51 1 7

추  찰 시 시행하는 상 검사는 어떤 것인지요? (다  선택)

1) CT 2) MRI 3) PET‐CT 4) Bone scan 5) 기타

N= 58 57 5 74

서      론

립선암은 폐암을 제치고 남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2014년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년 

233,000명이 새로 진단되고, 이는 같은 기간에 체 남성에

서 발생한 암의 약 27%에 해당한다.1 립선암은 pros-

tate-specific antigen (PSA)의 시행과 더불어 조기에 발견되

면서, 치료되어 사망률은 매년 1994년부터 2001년까지 매

년 4%정도씩 낮아지고 있다.1

Biochemical recurrence (BCR)은 2014년 National Compre-

hensive Cancer Network (NCCN) 가이드라인에서 근치

립선 제술 후 임상  는 상의학  증거 없이 PSA가 

측정불가 수 까지 떨어지지 않거나, 측정 불가 수 까지 

떨어졌던 PSA가 2회 이상 측정 가능 수 까지 상승하면 재

발로 단한다.2

립선암 환자의 약 40%가 근치 립선 제술을 받고 

있으며, 이 에서 1/3의 환자들이 수술 후 10년 내에 BCR

을 경험하게 되고, 이 환자들  치료를 받지 않은 1/3의 

환자는 8년 이내에 이가 발생하게 된다.3-5 따라서, BCR 

자체가 립선암으로 인한 사망을 변할 수는 없으나, 

BCR의 진단을 한 추  찰에 한 가이드라인은 필요

하다.

최근에 발표된 유럽비뇨기과학회(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EAU) 가이드라인에서, 양 자 방출 컴퓨터 단층 

촬 기(positron emission tomography-computed tomography)

는 PSA 1 ng/mL 이하인 환자에서는 권장하지 않고, 골주사

(bone scan)와 산화 단층촬 기(computed tomography, CT)

는 PSA가 10 ng/mL 이상일 경우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6 

최근에 한비뇨기종양학회에서 발행한 2016년 립선암 

진료지침이나 아태 립선학회 한국 립선암 가이드라인 

연구회에서 나온 립선암 진료지침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첫해는 3개월마다, 병력청취, PSA, 직장수지검사, 다음해부

터는 3년동안 6개월 간격으로 시행 후 일년 간격으로 검사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7,8 무증상 환자에서는 bone scan이나 

다른 상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이들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국내 비뇨

기과 문의들은 BCR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추  

찰  검사의 시행  치료에 있어 어떠한 기 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 다.

상  방법

2015년 12월 국의 수련병원에서 비뇨기종양을 공분

야로 하는 216명의 비뇨기과 문의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설문지를 한차례 달하 으며 그  50%인 108명의 문

의들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설문에는 근치 립선 제

술 후 PSA, 액검사  CT, MRI, bone scan 등의 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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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정기 으로 CT 는 MRI 상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간격은 무엇이신지요?

1) 6개월마다 2) 1년마다 3) 2년마다 4) 기타

N= 12 38 7 46

Bone scan은 어떤 경우에 시행하시는지요?

1) 정기 으로 시행 2) BCR이 있는 경우 3) 이가 의심되는 경우 4) 기타

N= 26 43 26 5

정기 으로 bone scan을 시행하는 경우 그 간격은 무엇이신지요?

1) 6개월마다 2) 1년마다 3) 2년마다 4) 정기 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N= 3 30 8 62

립선암 수술 후 추  찰은 언제까지 시행하시는지요?

1) 5년까지 2) 10년까지 3) 평생 4) 기타

N= 17 40 40 6

립선 제술 후 BCR의 진단기 은 무엇이신지요?

1) PSA 0.2 ng/mL 2) PSA 0.4 ng/mL 3) PSA 수치와 상 없이 지속 으로 PSA 증가 시 4) 기타

N= 75 6 20 1

PSA velocity를 추  찰 시 사용하시는지요?

1) 사용한다. 2) 사용하지 않는다.

N= 56 46

수술 직후 병리소견 는 수술  PSA 등의 소견에 따라 환자의 험도를 구분하여 추  찰을 다르게 고려하시는지요?

1) 2) 아니오

N= 76 26

 질문에서 라면 고 험군으로 생각하게 되는 기 은 무엇이신지요? (상  3개만 선택)

1) 병리소견상 high 

stage (LN 이포함)

2) 병리소견상 high 

Gleason score

3) Positive resection 

margin

4) Lymphovascular 

invasion

5) 수술  PSA 6) 기타

N= 77 74 56 4 26

수술 후 고 험군으로 여겨지는 경우 immediate adjuvant or delayed therapy  어떤 것을 선호하시는지요?

1) Immediate adjuvant therapy 2) Delayed therapy 3) 기타

N= 42 49 11

Immediate adjuvant therapy를 고려할 경우 선호하는 치료는 어떤 것이신지요?

1) Radiation therapy 2) ADT 3) RT+ADT 4) 기타

N= 28 17 36 20

추  찰  delayed therapy 시행을 결정하는 이유는 무엇이신지요?

1) BCR 발생 2) 상검사에서 이 발생 시 3) 이 는 국소재발에 의한 증상 발생 시 4) 기타

N= 86 12 3 1

PSA: prostate‐specific antigen, DRE: digital rectal examination, CBC: complete blood cell, BUN/Cr: blood urea nitrogen/creatinine, 

AST/ALT: aspartate aminotransferase/alanine aminotransferase, BCR: biochemical recurrence, CT: computed tomography,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LN: lymph node, ADT: androgen deprivation therapy, RT: radiation therapy.

등의 추  찰 계획  간격에 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Table 1).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05년 수련병원

에서 근치 립선 제술을 시행 받은 1,141명 환자들의 6

년 추  찰 결과  PSA, CT, MRI 그리고 bone scan 검사 

빈도를 조사하 고, 병기에 따라 분류하여 추가로 조사하

다. 검사빈도는 6년 추  찰  1, 2, 3, 4년째까지는 1년

마다 시행한 평균 횟수를 구하 으며, 5, 6년째는 2년 동안 

시행한 빈도의 평균 횟수를 조사하 다.

이 연구는 충북 학교병원에서 연구윤리심의 원회 심

의를 받고 진행을 하 다(승인번호: 2015-04-004).

결      과

1. 108명의 수련병원에서 비뇨기종양을 공하는 비뇨

기과 문의 설문조사 결과

근치 립선 제술 후, 첫 번째 PSA 추  찰은 1개월 

후에 하는 경우가 52명(48.1%)으로 제일 많았고, 직장수지

검사(digital rectal examination)는 하지 않거나 PSA가 미검출

된 경우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82명(75.9%)이었다. 추  

찰 시 PSA만 시행하는 경우가 42명(38.9%)이었고, PSA, 화

학검사, 소변검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는 40명(37.0%)이

었다. 액검사의 간격은 3개월이 72명(66.7%)으로 제일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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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analysis of frequency of PSA and imaging test 

among data from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of 

1,141 patients with radical prostatectomy in 2005

Period (yr) Number of tests

PSA

 

 

 

 

MRI

 

 

 

 

CT

 

 

 

 

Bone scan

 

 

 

 

≤1 after OP

＞1, ≤2

＞2, ≤3

＞3, ≤4

＞4, ≤6

≤1 after OP

＞1, ≤2

＞2, ≤3

＞3, ≤4

＞4, ≤6

≤1 after OP

＞1, ≤2

＞2, ≤3

＞3, ≤4

＞4, ≤6

≤1 after OP

＞1, ≤2

＞2, ≤3

＞3, ≤4

＞4, ≤6

2.6±2.6

1.9±2.0

2.1±1.9

2.2±2.0

4.1±4.3

0.2±0.4

0.1±0.3

0.1±0.3

0.1±0.4

0.2±0.6

0.4±0.8

0.3±0.6

0.2±0.6

0.2±0.9

0.5±1.5

0.2±0.5

0.2±0.5

0.1±0.4

0.1±0.4

0.3±0.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PSA: prostate specific antigen, OP: operation,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CT: computed tomography.

Table 3. The analysis of frequency of PSA and imaging test among 

data from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ccording to 

stage

Period (yr)
Localized CaP 

(n=642)

Locallly advanced 

CaP (n=256)

PSA

 

 

 

 

MRI

 

 

 

 

CT

 

 

 

 

Bone scan

 

 

 

 

≤1 after OP

＞1, ≤2

＞2, ≤3

＞3, ≤4

＞4, ≤6

≤1 after OP

＞1, ≤2

＞2, ≤3

＞3, ≤4

＞4, ≤6

≤1 after OP

＞1, ≤2

＞2, ≤3

＞3, ≤4

＞4, ≤6

≤1 after OP

＞1, ≤2

＞2, ≤3

＞3, ≤4

＞4, ≤6

2.26±2.41

1.67±1.83

1.87±1.72

1.99±1.89

3.62±3.57

0.17±0.46

0.07±0.29

0.08±0.31

0.07±0.28

0.18±0.56

0.36±0.90

0.27±0.63

0.19±0.53

0.21±0.63

0.36±0.93

0.21±0.46

0.16±0.45

0.11±0.38

0.10±0.37

0.25±0.66

3.03±2.81

2.57±2.46

2.72±2.26

2.79±2.26

5.37±4.95

0.22±0.46

0.09±0.32

0.12±0.36

0.22±0.66

0.30±0.72

0.50±0.84

0.32±0.73

0.21±0.58

0.31±0.93

0.68±2.22

0.23±0.52

0.19±0.47

0.18±0.40

0.21±0.57

0.46±1.0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PSA: prostate specific antigen, CaP: prostate cancer, OP: 

operation,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CT: computed 

tomography.

았다. 추  찰 시 BCR이 발생한 경우에만 상검사를 시

행하는 경우가 51명(47.2%)이었고, BCR 등이 없어도 정기

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45명(41.7%)이었다. 추  찰 시 

시행하는 상검사는 bone scan이 74명(68.5%)으로 가장 많

았고, CT와 MRI는 각각 58명(53.7%), 57명(52.8%)이었다. 

CT 는 MRI 검사 간격은 1년마다가 38명(35.2%)이었고, 

bone scan은 BCR이 있는 경우에만 시행하는 경우가 43명

(39.8%)이었고, bone scan을 시행하는 간격은 정기 으로 시

행하지 않는 경우가 62명(57.4%)이었다. 립선암 수술 후 

추  찰은 10년까지와 평생이 각각 40명(37.0%)으로 가

장 많았고, BCR의 진단 기 은 PSA 0.2 ng/mL가 75명

(69.4%), PSA velocity를 추  찰에 사용하는 경우는 56명

(51.9%)이었다. 수술 직후 병리소견 는 수술  PSA 등의 

소견에 따라 환자의 험도를 구분하여 추  찰을 다르

게 고려하는 경우가 76명(70.4%)이었고, 이 경우 고 험군

으로 생각하게 되는 기 은 병리소견상 high stage가 77명

(71.3%), 병리소견상 high Gleason score가 74명(68.5%)이었

다. 수술 후 고 험군으로 여겨지는 경우 immediate adjuvant 

or delayed therapy  선호하는 것은 immediate adjuvant ther-

apy가 42명(38.9%), delayed therapy가 49명(45.4%)이었고, 

immediate adjuvant therapy를 고려 시에 선호하는 치료는 방

사선치료(radiation therapy) + 호르몬 치료(androgen depriva-

tion therapy)가 36명(33.3%)이었고, 추  찰  delayed 

therapy 시행을 결정하는 이유는 BCR이 발생하는 경우가 

86명(79.6%)이었다(Table 1).

2. 2005년에 근치 립선 제술을 시행 받은 1,141명 

환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분석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 분석 결과 PSA 검사는 수술 후 

첫해에 평균 2.6회 시행되었고 이 후, 매년 평균 2회 정도 

시행되었고, MRI는 수술 후 첫해에는 평균 0.2회 시행되었

으나, 이후에는 매년 0.1회 정도 시행되었다. CT는 첫해에

는 평균 0.4회 시행되었으나, 이 후에는 평균 0.2회로 감소

되었고, bone scan은 첫해  두 번째 해에는 평균 0.2회 시

행되었으나, 이 후에는 평균 0.1회 시행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Table 2).

병기에 따라 국소암과 국소진행암으로 분류를 하 을 

때, PSA, MRI, CT, bone scan 모두 국소진행암에서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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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시행되었다(Table 3).

고      찰

한국에서 두 권의 가이드라인을 발행하기 에는 BCR 

진단을 한 액학  진단 기 은 EAU나 NCCN 가이드라

인과 동일하게 진료하는 경우가 많았고, 상의학  검사 

방법에 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재 발행

된 가이드라인이나 EAU나 NCCN 가이드라인에 맞게 진료

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 상검사를 정기 으로 시행하

는 경우는 시행 간격은 CT의 경우 1년마다가 가장 많고, 

bone scan의 경우에는 BCR이 발생하거나  이가 있는 

경우에만 시행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재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난 후 검사나 치료패턴이 달라졌는지는 추후에 

다시 재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재의 비뇨기종양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PSA가 미검

출된 경우에는 직장수지검사가 생략이 가능하다고 권고하

고 있으나,7 아태 립선학회에서는 직장수지검사의 생략 

부분에 해서는 언 이 없었다.8 실제로 가이드라인이 발

표되기 에 많은 임상의들이 직장수지검사를 시행하지 않

거나, PSA가 미검출된 경우에 시행하지 않았다. PSA가 미

검출된 경우 꼭 직장수지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수술 후 고 험군으로 여겨지는 경우 선호하는 치료방법

은 거의 비슷하게 나뉘는데, 임상의의 경험에 따라 선택이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어서 환자와 잘 상의하

여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건강보험공단자료에서 PSA의 측정은 첫해는 2.6회 정도 

측정을 하 고, 약 4.5개월에 1번 정도 측정을 한 것으로 생

각하며, 이후에는 매년 2회 정도 측정을 하여, 6개월에 한번 

정도 추  찰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MRI는 매년 0.1회 

시행하여 특정병원에서만 시행했을 것으로 생각하며, CT

와 bone scan은 0.2회로 특정병원에서는 정기 으로 시행하

거나, 추  찰하던  BCR 등이 발생하여 시행했을 것으

로 여겨진다. 다만, 자료가 10년  자료라서 당시에는 추  

찰에 한 국내 진료지침이 무하 던 때 기 때문에 

재 실시하는 횟수와 비교하여 더 횟수가 은 것으로 생

각한다. 따라서, 설문조사와 2005년 수술한 환자 건강보험

공단 자료는 검사 횟수 부분에서 차이가 많은 것으로 보이

나, 이것은 체자료를 분석하여 단순히 1년에 실시한 횟수

만을 비교하여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며, 재발환자를 따로 

분리하거나 재발이 없는 환자만 따로 분리하지 않아서인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국소암과 국소진행암으로 분류 시

에 병기가 상 으로 높은 국소진행암의 환자에서 모든 

검사가 더 많이 시행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보험

공단자료를 좀 더 세분하게 분석하면 좋겠으나, 방 한 양

으로 인하여 추가 인 분석을 의뢰하는 것이 쉽지 않아 분

석을 시행하지 않은 은 이번 연구의 제한 으로 생각한

다. 

결      론

한국에서 립선암 환자 진료에 있어 BCR에 한 정의 

 추  찰 등의 검사 시행  치료는 재 발행된 진료

지침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액검사나 상검사의 

빈도는 10년 과 비교하여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

에 하여는 10년  자료와 재의 자료에 한 비교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해 계(Conflict of Interest)

자(들)은 이 논문과 련하여 이해 계의 충돌이 없음

을 명시합니다.

감사의 

설문에 응해주신 비뇨기종양을 공하는 교수님들께 감

사드립니다. 이 연구는 한 립선학회와 국민건강보험공

단(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이 공동으로 수행했습

니다. 국민건강자료데이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REFERENCES

1. Siegel R, Ma J, Zou Z, Jemal A. Cancer statistics, 2014. CA 

Cancer J Clin 2014;64:9-29.

2. Mohler JL, Kantoff PW, Armstrong AJ, Bahnson RR, Cohen 

M, D'Amico AV, et al. Prostate cancer, version 2.2014. J Natl 

Compr Canc Netw 2014;12:686-718.

3. Choo R. Salvage radiotherapy for patients with PSA relapse 

following radical prostatectomy: issues and challenges. Cancer 

Res Treat 2010;42:1-11.

4. Ward JF, Blute ML, Slezak J, Bergstralh EJ, Zincke H. The 

long-term clinical impact of biochemical recurrence of pros-

tate cancer 5 or more years after radical prostatectomy. J Urol 

2003;170:1872-6.

5. Pound CR, Partin AW, Eisenberger MA, Chan DW, Pearson JD, 

Walsh PC. Natural history of progression after PSA elevation 

following radical prostatectomy. JAMA 1999;281:1591-7.



136  한비뇨기종양학술지：제 15 권 제 3 호 2017

6. Cornford P, Bellmunt J, Bolla M, Briers E, De Santis M, 

Gross T, et al. EAU-ESTRO-SIOG Guidelines on Prostate 

Cancer. Part II: Treatment of Relapsing, Metastatic, and 

Castration-Resistant Prostate Cancer. Eur Urol 2017;71:630-42.

7. The Korean Urological Oncology Society. Follow-up after rad-

ical therapy. 2016 Clinical guidelines on prostate carcinoma. 

Seoul: APLUS; 2016. p. 63-6.

8. The Study group of Korean Prostate Cancer Guidelines of 

Asian Pacific Prostate Society. Monitoring after definitive 

treatment. Prostate cancer practice guidelines. Seoul: Elsevier 

Korea; 2015. p. 79-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