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 Urol Oncol 2018;16(1):7-14
https://doi.org/10.22465/kjuo.2018.16.1.7

7

Review Article

임상적 국소전립선암 환자의 치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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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several decades, the treatment of clinically localized prostate cancers has been largely represented by 
surgery, radiotherapy, and observation. Until recently, this has not changed much. In particular, curative treatment 
through surgery or radiotherapy is considered to be of no great benefit in elderly patients with low-risk groups. 
Thus, these strategies are recommended only in moderate or high-risk patients with a life expectancy of 10 years 
or more. In general, surgery and radiotherapy have been reported to be similar in terms of oncologic outcomes, 
but the level 1 evidence was lacking to support this to date. Recent advances in imaging modalities have led 
to the introduction of treatments for the concept of focal therapy, such as high-intensity frequency ultrasound 
or cryotherapy. Subsequently, positive results have been reported in terms of functional outcomes. However, the 
level of evidence is not high due to the short follow-up period and the absence of large-scale prospective studies. 
For the reasons described above, counseling and decision-making were not straightforward. Consequently, the 
treatment strategy for each individual patient was determined mainly on the risk of incontinence, erectile 
dysfunction, or other adverse effects of radiotherapy.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substantial studies have been 
reported evaluating survival outcomes and complications following treatments of localized prostate cancer for the 
past several years. In this review, we aimed to summarize recent literatures on surgery, radiotherapy, and 
expectant management, which have been the mainstays of treatment for localized prostate cancer; and introduce 
several treatments for the concept of focal therapy. (Korean J Urol Oncol 2018;1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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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통 으로 국소 립선암의 치료 방법은 크게 수술, 방

사선 치료, 기 요법으로 표되었으며, 최근까지도 이는 

크게 변함이 없었다. 특히, 험군의 고령 환자에서는 수

술 는 방사선 치료를 통한 극 인 근치  치료는 큰 

이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1 이는 립선암의 특징

인 종양학  특성에 기인한 것인데, 표 인 규모 

향  연구인 Scandinavian Prostate Cancer Group (SPCG)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22465/kjuo.2018.16.1.7&domain=pdf&date_stamp=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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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utcomes from published active surveillance cohorts

Institution No.
GS≥7 

(%)

Median F/U 

duration (yr)

5-yr treated 

(%)

10-yr 

treated (%)

BCR after 

treatment (%)

Metastasis 

(%)

PCSM 

(%)

10-yr 

PCSM (%)

15-yr 

PCSM (%)

OM 

(%)

Johns Hopkins

Sunnybrook

Göteborg

UCSF

Royal Marsden

1,298

993

439

810

471

 0

13

NR

 8

 7

5.0

6.4

6.0

5.0

5.7

37

24

39

40

30

50

36

55

NR

NR

 8

25

 9

3 (1 yr)

7 (2 yr)

0.4

2.8

0.5

0.1

NR

 0.15

1.5

0.2

0

0.4

0.1

1.9

NR

NR

NR

0.1

5.7

NR

NR

NR

 4

15

14

 2

 6

GS: Gleason score, F/U: follow-up, BCR: biochemical recurrence, PCSM: prostate cancer specific mortality, OM: overall mortality, UCSF: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NR: not reached.

study 4에 따르면, 리손 수 6 의 험군 환자를 수술

군(radical prostatectomy)과 찰군(observation)으로 나 어 

10년간 추  찰하 을 때, 6% 미만의 환자에서만 질병 

진행이 보고되었다.2 따라서, 기 여명이 10년 이상의 간 

는 고 험군 환자에서만 주로 이러한 근치  치료가 추

천되어 왔으며, 지난 세기 동안 치유 목 (curative intent)의 

치료는 이러한 수술  방사선 치료(±남성 호르몬 억제 요

법)가 큰 두 축이 되어 왔던 것이다.3

최근 진단  처치를 한 상학  장비의 진보와 함께, 

고강도 집  음 (high-intensity frequency ultrasound, HIFU), 

냉동치료요법(cryotherapy) 등의 치료(focal therapy) 개

념의 치료법이 소개되면서, 이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으며, 기능  결과(functional outcome) 측면에서 

정 인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4 한, 종양학  결과

(oncologic outcome) 측면에서도, 재까지 보고된 연구들에 

한 체계  문헌고찰에 따르면, 앙값 12–26개월의 추  

찰 기간 동안 체 생존율  질병 특이 생존율은 HIFU 

 cryotherapy 모두 각각 100% (사분범 : 100%–100%)  

100% (사분범 : 100%–100%)로 나타났다.4 하지만, 짧은 추

 찰 기간  규모 향  연구의 부재 등으로 증거의 

수 (level of evidence)이 높지 않아 아직은 치료의 가이드

라인으로 정립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3,4

일반 으로, 수술과 방사선 치료(±남성 호르몬 억제 요

법)는 종양학  결과 측면에서는 유사한 것으로 보고되어 

왔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1단계 증거(level 1 evi-

dence)는 최근까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5,6 이로 인해, 치

료 상담(counseling)  의사 결정(decision-making)은 쉽지 

않았으며, 주로 요실 , 발기부 ,  기타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 등의 험성을 심으로 환자 개개인에 한 치료 

방침이 결정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 수년 간 국소 립선암의 치료에 따른 생존  합병증

을 평가한 많은 연구들이 보고되어 왔다. 

이에 이번 종설에서는, 국소 립선암의 치료에서 큰 축

이 되어 왔던 수술, 방사선 치료  기 요법에 한 최근의 

문헌들을 고찰하고, 한 치료 개념의 여러 치료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기 요법(Expectant Management)

기 요법은 근치  치료를 시행하지 않으면서 립선암

의 진행 양상을 모니터링 하는 것을 의미하며, 크게 기

찰요법(watchful waiting)과 극 감시요법(active surveil-

lance)으로 나  수 있다.7 기  여명이 10년 이하이며 임상

으로 립선에 국한되어 있고 리손 수가 높지 않은 

험군 립선암 환자에서는 치료에 동반되는 합병증을 

피하기 해 진단 즉시 치료하지 않고 증상이 발 하는 경

우 고식  치료를 하게 되는 기 찰 요법을 고려할 수 

있다. 반면, 극 감시요법은 주기 인 립선특이항원 검

사(prostate-specific antigen [PSA] testing)  립선 조직검

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의미 있는 질병의 진행이 찰될 

경우, 근치  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여러 코호트 연구에서 

극  감시요법의 이(metastasis)  립선암 특이 사망

(prostate cancer mortality)을 보고하 으며, 5년 이내의 비교

 높은 근치  치료 시행 이행률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치료 방침의 유용성을 입증하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Table 1).8-12 Johns Hopkins 그룹의 Tosoian 등8의 보고에 따

르면, 총 1,298명의 환자를 상으로 5년 추  찰을 시행

하 을 때, 이는 5명(0.4%), 립선암 특이 사망은 2명

(0.15%)에서만 보고되었다(Table 1). 이러한 극  감시요

법의 상군을 선정하는 기 들이 여러 기 에서 보고된 

바 있으며,8-12 Johns Hopkins 그룹의 경우, 임상  병기 T1c/

리손 수 6  이하/조직검사 양성 코어 2개 이하/최  

종양 분률 50% 이하/PSA 도 0.15 미만을 모두 만족하는 

험군 환자를 상으로 하 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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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Prostate Testing for Cancer and Treatment (ProtecT) 

trial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총 82,429명의 PSA 검사를 시행

한 환자 에서, 국소 립선암으로 진단된 환자 총 1,643명

을 상으로 국에서 시행된 향  무작  배정 연구인 

ProtecT trial이 2016년 보고되었다.13 이들 환자군의 PSA 

앙값은 4.6 ng/mL (범 : 3.0–19.9 ng/mL) 으며, 리손 

수 6인 종양이 77%로 보고되었으며, 임상  병기 T1c 환자

가 76%로 보고되었다. 극  감시요법군 545명, 수술군 

553명, 방사선 치료군 545명을 10년간 추 하 으며, 극

 감시요법군에서는 8명(1.5%)의 환자에서 립선암 특이 

사망이 보고되었다. 이는 수술군 5명(0.9%), 방사선 치료군 

4명(0.7%)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비록 극  감시요법군의 반에서 결국 근치  치료

를 시행 받았지만, 궁극 으로 이들 군에서의 삶의 질이 다

른 군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4

재까지도 이러한 기 요법의 효용성에 한 논쟁은 지

속되고 있지만, 여러 결과들이 보고되면서, 어도 험

군에서는 극  감시요법이 치료법의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다는 합의(consensus)가 이루어지고 있다.7,15,16

근치  치료(Curative Treatment)

립선암에서의 근치  치료는 크게 수술과 방사선 치료

로 나  수 있으며, PSA 10 ng/mL 이상  직장수지검사상

의 지되는 결 이 있는 등의 좀 더 의미 있는(significant) 

암의 경우 이러한 근치  치료의 효과가 더 두드러지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17

1. 수술

1) 수술 vs. 기 요법

최근까지의 표 인 무작  임상 시험인 Prostate Cancer 

Intervention versus Observation Trial, SPCG study 4  

ProtecT trial에서 수술과 기 요법을 비교한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2,13,18

(1) The Prostate Cancer Intervention versus Observation 

Trial18

Veterans Affairs Health System (n=44)  National Cancer 

Institute sites (n=8)에서 총 731명의 환자를 상으로 근치

립선 제술군과 기 찰요법군을 앙값 10년간 추  

찰하 다. 환자군은 12개월 이내에 임상  국소 립선암

(cT1-T2NxM0)으로 진단되었으며, PSA 50 ng/mL 미만, 75

세 미만,  스캔에서 이 소견이 없고, 최소 10년 이상의 

기 여명을 가진 경우로 하 다. 체 환자군에서의 종양 

특이 사망  체 사망에서는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PSA 10 ng/mL 이상의 환자군에서는 근치 립선 제술군의 

후가 유의하게 좋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체 사망률, 

48.4% vs. 61.6%, respectively, p=0.02; 종양 특이 사망률, 

5.6% vs. 12.8%, p=0.02).

(2) SPCG study 42

총 695명의 환자를 근치 립선 제술군과 기 찰요법

군으로 나 어 앙값 13.4년간 추  찰하 다. 환자군은 

75세 미만, 최소 10년 이상의 기 여명, 다른 암이 진단되지 

않은 경우, 임상  국소 립선암(cT1-T2NxM0)  World 

Health Organization classification에 따른 well-differentiated 

는 moderately well differentiated 종양을 가진 경우로 하 다. 

이들  76%의 환자에서 직장수지검사상 지되는 결 (임

상  병기≥T2)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치료 후 10–18

년 사이에서 찰하 을 때, 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는 근치

립선 제술군에서 20명에서 8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 이 기간 동안에서 남성 호르몬 박탈 요법 

 이발생률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미만  간 험군( 리손 수 7  PSA 10–20 ng/mL)에

서 수술의 이득이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

(3) The ProtecT trial13

수술군과 방사선 치료군 모두 극  감시요법군과 비교

하 을 때, 임상  진행(8.3% vs. 8.4% vs. 20.6%, re-

spectively, p＜0.001)  이(2.4% vs. 2.9% vs. 6.1%, re-

spectively, p=0.004) 빈도 측면에서 좀더 유리한 것으로 보

고되었다.

2) 수술 vs. 방사선 치료

최근까지 임상  국소 립선암 환자군에서의 근치 립

선 제술과 방사선 치료의 효용성을 비교한 1단계 증거

(level 1 evidence) 연구는 없었으나, 최근 이에 한 해답이 

보고되고 있다.

2016년 European Urology에 Wallis 등6이 보고한 메타분석

에 따르면, 체 사망  종양 특이 사망 측면에서 근치 립

선 제술이 방사선 치료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구는 험군  간 험군을 상으로 한 총 

19편의 문헌을 상으로 118,830명의 환자를 분석하 으며, 

체 사망(10개 문헌, 험비율[hazard ratio, HR] 1.63,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 1.54–1.73, p＜0.00001; 

I2=0%)  종양 특이 사망(15개 문헌, 험비율 2.08,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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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구간 1.54–1.73, p＜0.00001; I2=48%)을 보고하 다.6 반

면, 최근 보고된 12개 기 의 총 1,809명의 환자를 상으로 

시행한 규모 후향  연구에 따르면, 리손 수 9–10

의 립선암 환자군에서, extra beam radiotherapy (EBRT)와 

brachytherapy (BT)를 함께 시행한 경우, EBRT 는 근치

립선 제술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에 비하여 립선암 특이 

사망률  원격 이 측면에서 우월한 결과를 나타내었다.19

이 연구는 근치 립선 제술을 시행한 639명의 환자와 

EBRT를 시행한 734명의 환자  EBRT와 BT 병합요법을 

시행한 436명의 환자를 상으로 시행되었으며, 보정된 5

년 립선암 특이 사망률은 각각 12% (95% CI, 8–17), 13% 

(95% CI, 8–19), 3% (95% CI, 1–5)로 보고되었다. 한, 보정

된 5년 원격 이 발생률은 각각 24% (95% CI, 19–30), 24% 

(95% CI, 20–28), 8% (95% CI, 5–11)로 보고되었다. 한, 

Ennis 등20이 2018년 J Clin Oncol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National Cancer Database의 고 험군, 임상  국소 립선암 

환자 42,765명의 환자를 상으로 분석하 을 때, 근치 립

선 제술을 시행한 환자군과 EBRT  BT를 함께 시행한 

환자군 간에서 생존율 측면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HR, 1.17; 95% CI, 0.88–1.92). 즉, 고 험군 환자에서는 

BT 기반의 방사선 치료가 근치 립선 제술과 비교할만한 

성 을 보이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겠으며, 환자군의 특성

에 따른 치료 방침의 결정이 요하다 하겠다.

3) 개복(Open) vs. 로 (Robotic) 근치 립선 제술(Radical 

Prostatectomy)

수술에서는 최근 10년 사이 로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격한 술기의 발 이 이루어졌다. 이 의 두 메타분석 결

과들에서도 1년 추  찰한 요자제(incontinence)  성기

능(sexual function) 결과에서 개복에 비해서 로  근치 립

선 제술이 우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21,22

최근 Lancet에 개복  로  근치 립선 제술을 비교 분

석한 무작  3상 임상 시험의 기 결과가 보고되었다.23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326명의 환자가 등록되었으며, 

각각 163명씩 개복군과 로 군에 최  배정되었고, 탈락한 

환자를 제외한 각각 151명  157명이 최종 으로 배정되

었다. 한 각각 121명  131명이 12주째 설문지 작성을 

완료하 다. 비뇨기 기능 수(urinary function score)는 술 

후 6주째(p=0.09)  12주째(p=0.48) 모두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기능 수(sexual function score) 역시 술 

후 6주째(p=0.09)  12주째(p=0.48) 모두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 단면 양성(positive surgical margin)

에 한 우월 테스트(superiority test)에서도 두 군 간의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p=0.21). 개복군에서 총 14명(9%)의 환자

와 로 군에서 총 6명(4%)의 환자에서 술 후 합병증이 보고

되었으며(p=0.052), 각각 12명(8%)  3명(2%)의 환자에서 

술  합병증이 보고되었다. 결론 으로, 두 술기 간의 12주

째의 기능  결과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며, 이에 

한 장기간의 추  찰 결과가 기다려진다. 자들은 이러

한 결과를 토 로, “surgeon-specific, not technique-specific 

approach”를 제안하 다.23 한, 2018년 Eur Urol에 보고된 

Cancer of the Prostate Strategic Urologic Research Endeavor 

기반 총 1,892명의 환자를 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도, 요

자제  성기능 삶의 질 측면에서 1년 이후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24 종양학  성  측면에서도, 두 군 간의 

단면 양성률(27% vs. 24%, p=0.20)  5년 생화학  무재

발 생존률(87% vs. 85%, p=0.38)에서 두 군 간의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방사선 치료(Radiation Therapy)

방사선 치료 역시 수술과 마찬가지로 기술  진보를 거

듭해왔다.

1) 강도 변조 방사선 치료

강도 변조 방사선 치료(Intensity-Modulated Radiation 

Therapy, IMRT)는 기존의 3차원 등각 방사선 치료(3D-con-

formal radiation therapy)를 체하는 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 

IMRT의 경우 각 장기의 불규칙한 모양에 부합하여 조사되

는 불균일한(nonuniform) 방사선 빔을 생성하여, 주변 조직

으로의 방사선 조사를 으며, 이를 통해 비뇨기  내장 

독성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25,26 이로 인해 고용량의 

방사선을 립선에 조사하는 것이 가능해 졌으며(dose esca-

lation), 궁극 으로 종양학  성 의 향상을 가져오게 되었

다.27-29 결국, 분산(hypofractionation)은 더 많은 용량으로 

방사선을 조사함으로써, 이 보다 은 수의 세션으로 치

료 기간을 단축시키는 개념으로 도입된 것이다. 즉, 기존의 

1.5–2 Gy에서 3.4 Gy로 fraction dose를 올리면서, 주 3회, 총 

19회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기존의 78 Gy에 비해 

높은 90.4 Gy의 방사선 조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이

의 통 인 방사선 치료와 비교하여 뒤지지 않는 종양학

 성 을 보고하고 있지만, 장  비뇨기계 독성이 증가한

다는 보고도 있다.30,31 Aluwini 등30이 2016년 Lancet에 보고

한 바에 따르면, 각각 387명  395명의 등도  고 험군 

립선암 환자를 standard  hypofractionation 군으로 나

어 앙값 60개월간 추  찰하 으며, 3년 째 2등  이상

의 비뇨기계 독성은 standard 군 39.0% (95% CI, 34.2–44.1) 

 hypofractionation 군 41.3% (95% CI, 36.6–46.4)로 보고되

었다. 한, 2등  이상의 장 독성 역시 각각 17.7%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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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14.1–21.9)  21.9% (95% CI, 18.1–26.4)로 보고되었다. 

특히, 3등  이상의 비뇨기계 독성의 경우, 통계 으로 유

의한 범 에서 hypofractionation군이 높게 보고되었다

(19.0% [95% CI, 15.2–23.2] vs. 12.9% [9.7–16.7], p=0.021).

2) 체부정 방사선치료

체부정 방사선치료(stereotactic body radiation therapy)는 

특화된 이미지 가이드 계획(image-guided planning)  모니

터링을 통해 5–7회의 세션에서 외부 빔 방사선(external 

beam radiation)을 달하는 궁극 인 형태의 분산 기술

(hypofractionation technique)이다. 이 의 2상 연구들에서는, 

비교할만한 단기 종양 억제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이와 함

께 더 큰 잠재  비뇨기 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32

3) 선량률 근 치료(Low-Dose Rate Brachytherapy)

통 인 방식의 선량률 근 치료의 경우, 구 방사

성 종자(permanent radioactive seeds)를 이용한 방법이다. 앞

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BT 기반의 방사선 치료(EBRT 

와 BT 를 함께 시행한 경우)가 EBRT 는 근치 립선 제

술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에 비하여 생존 측면에서 우월하

거나 비교할만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고 험군 환

자에서 이러한 BT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19,20

치료(Focal Therapy)

진단  처치를 한 상학  장비의 진보와 함께, 치료

와 련된 합병증을 이려는 목  아래 고강도 집  음

(high-intensity frequency ultrasound, HIFU), 냉동치료요법

(cryotherapy) 등의 치료가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1. 고강도 집  음
4,33-41

고강도 집  음 (high-intensity frequency ultrasound, 

HIFU)는 고강도 음 를 이용하여 섭씨 60도 이상의 고온

으로 상승시켜 조직을 소작(ablation)시키는 열 에 지의 한 

형태이다. 소작의 원리는 (1) 극한 온도로 인한 응고 괴사, 

 (2) 물과 음 의 상호 작용으로 인한 내부 비테이션

(internal cavitation)의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설명된다. 시술

은 내경 가이드(in-bore guidance) 는 magnetic resonance-경

직장 음 (transrectal ultrasound) 융합을 이용한 경요도 

는 경직장을 통한 HIFU의 달로 이루어진다.

최근 보고된 메타분석에서는, 총 12편의 문헌을 포함하

으며, 앙값 12개월의 추  찰 기간 동안 7.8% (사분

범  [interquartile range, IQR], 3.8–10.3)의 환자에서 이차  

국소 치료로의 이행이 보고되었고, 체 생존율  질병 특

이 생존율은 각각 100% (IQR, 100–100)  100% (IQR, 100–
100)로 나타났다.4 의미 있는 부작용은 1.5% (IQR, 0–3.2)에

서 보고되었으며, 무패드 요자제  발기능 보존율은 각각 

100% (IQR, 95–100)  88.6% (IQR, 78.5–97.5)로 보고되었

다.

이러한 국소 HIFU는 국소 냉동요법과 함께 가장 많이 연

구되고 있는 치료법이며, 결과의 다수가 향  연구에서 

기인한 것이기에 이러한 결과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38-40 

한, 재 진행 인 다기  무작  임상 시험인 PART tri-

al은 100명의 환자를 근치 립선 제술군과 국소 HIFU군

으로 무작  배정하 으며, 이 연구의 결과에 따라 이러한 

HIFU를 포함한 치료가 한걸음 더 진보하게 되는 계기

가 될 것으로 기 한다.4

2. 냉동치료요법(Cryotherapy)
42-50

냉동치료요법은, HIFU와는 반 로, 극한의 온을 이용

하여 삼투압, 세포 용해, 세포 사멸   손상과 같은 여

러 메커니즘을 통하여 조직을 소작시키는 열 에 지의 한 

형태이다. 시술 과정은, 우선 회음부를 통하여 극 온 바늘

(cryo-needle)을 목표 역에 치시키고, 이후 정확한 거리

의 측정을 통해 균일한 얼음 공(ice ball)을 빈 공간 없이 목

표 역에 채우는 것이다.

최근 보고된 메타분석에서는, 총 11편의 문헌을 포함하

으며, 앙값 26개월의 추  찰 기간 동안 7.6% (IQR, 

6.1–13.8)의 환자에서 이차  국소 치료를 시행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체 생존율  질병 특이 생존율은 HIFU와 

마찬가지로, 각각 100% (IQR, 100–100)  100% (IQR, 100–
100)로 나타났다.4 의미 있는 부작용은 2.5% (IQR, 해당사항 

없음)에서 보고되었으며, 무패드 요자제  발기능 보존율

은 각각 100% (IQR, 95–100)  81.5% (IQR, 69.3–88.2)로 보

고되었다.

이러한 국소 냉동치료요법에 한 연구는 다수가 후향

 연구라는 단 이 있으나, HIFU에 비해 긴 추  찰 기

간을 가졌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3. 고선량률 근 치료(High-Dose Rate Brachytherapy)

선량률 근 치료, 즉 통 인 구 방사성 종자

(permanent radioactive seeds)를 이용한 방법과는 달리, 고선

량률 근 치료는 임시 카테터를 이용하여 고용량 방사선을 

여러 세션에 걸쳐 조사하는 기술이다.51 Hoskin 등52의 보고

에 따르면, 총218명의 환자에서 외부 빔 방사선에 고선량률 

근 치료를 추가하는 것에 해 평가한 무작  임상 시험

에서 이 보다 낮은 선량으로도 종양 억제 효과가 향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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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BT 기반의 방사선 치료의 효용성이 특히 고 험군 환자에

서 입증되고 있으며,19,20 최근 이러한 BT의 역할이 주목 받

으면서, 특히 고선량률 근 치료에 한 심이 커지고 있

다.

4. 기타 치료법(Miscellaneous)
53-60

이외에 역동 치료(photodynamic therapy), 간질 이져열

요법(laser interstitial thermotherapy), 비가역  기천공술

(irreversible electroporation) 등의 다양한 치료법들이 연구되

고 있으나, 추  찰 기간이 길지 않고, 2a상 이상의 연구 

결과가 아직은 보고된 바 없다. 결론 으로, 이러한 치

료의 유용성을 입증하기 해서는 여 히 극  감시요

법, 수술  방사선 치료와의 규모 무작  임상 시험 결과

가 필요한 것이다.

재까지의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치료는 안 하며, 

기능  결과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종양학  결

과 측면에서의 유의미한 결론을 얻기 한 긴 추  찰 

기간  규모 무작  임상 시험 결과가 기 되며, 종양학

 결과에서도 역시 다른 근치  치료와 비교할만한 결과

가 도출된다면, 치료 역시 국소 립선암의 치료에서

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결      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ProtecT trial이 보고되면서, 극

 감시요법을 심으로 한 기 요법이 어도 험군에

서는 치료 방침의 하나의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등도  고 험군 환자에서는 여 히 근치  치료법인 

수술  방사선 치료가 극  감시요법에 비해, 임상  진

행  이 등 종양 억제 측면에서 좀더 유리하다고 하겠다. 

특히, 수술  방사선 치료를 비교하 을 때, 수술이 생존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 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선택편향(selection bias) 등에 의해서 결과가 왜곡되

었다는 반론 역시 제기되고 있다.5 이러한 수술  방사선 

치료 이외에도 치료 개념의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국

소 립선암의 치료에 시도되고 있으며, 특히 기능  측면

에서는 유리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비록, 추  찰 기

간이 짧고, 규모 무작  임상 시험 결과가 뒷받침되지 못

하고 있다는 단 이 있지만, 재 이에 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재 진행 인 여러 연구들의 결과 확

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결론 으로, 국소 립선암의 치료법들이 과거에 비해 

격히 증가하 으며, 여러 연구들을 통해 각각이 가지고 있

는 장   단  역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에 한 

확인  검토를 통해 이러한 여러 치료 방법을 충분히 이해

한다면, 궁극 으로는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형 치료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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