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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material 1. Questions of each subtopics

Introduction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시나요?
귀하의 근무지 규모는?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얼마나 오래 근무하셨나요?
일주일 평균 몇 명의 전립선암 환자를 보시나요?
일주일 평균 몇 명의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환자를 보시나요?
ADT 이후의 항암치료는 비뇨의학과에서 직접 하시나요?

타과(혈액종양내과)로 전과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복수 선택 가능)
Docetaxel 후 AR pathway inhibitor (enzalutamide/aberaterone) option이 생긴 것이 비뇨의학과에서 항암치료를 

직접 하는데 영향을 주거나 줄것으로 생각하시나요?
1. 호르몬 치료를 받은 기왕력이 없는 전이성 전립선암의 관리 

전이성 전립선 환자에서 ADT를 하는 경우, 지속적 또는 간헐적(continuous vs. intermittent) 방법중 어느 방법을 
주로 하시나요?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에서 ADT를 하는 경우, 황체형성호르몬(luteinizing hormone releasing hormone) 촉진제(agonist) 
단독 요법과 병합남성호르몬차단요법(combined adrogen blockade)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주로 사용하나요?

단독 요법(antiandrogen monotherapy)을 하시나요?
다음 중 high-volume metastasis에 대한 정의로 어떤 기준을 사용하시나요?
이전 호르몬 치료를 받은 병력이 없는 전립선암 환자 중 영상 검사상 high-volume metastasis로 확인된 경우, ADT와 

함께 도세탁셀 항암치료가 보험 적용된다면 사용하시겠습니까?
이전 호르몬 치료를 받은 병력이 없는 전립선암 환자 중 영상 검사상 low-volume metastasis로 확인된 경우, ADT와 

함께 도세탁셀 항암치료가 보험 적용된다면 사용하시겠습니까?
이전 호르몬 치료를 받은 병력이 없는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 중 뼈전이가 있는 경우 골관련 합병증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Zoledronic acid를 사용하시나요?
2. 소수 전이 전립선암의 관리

소수전이 전립선암(oligometastatic prostate cancer)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진단 당시 소수 전이 전립선암으로 진단된 경우 전신적인 ADT 대신 원소병변과 모든 전이병소 각각에 대해 국소 

치료를 하시나요?
위 경우 국소치료에 단기간의 ADT를 보조치료로 사용하시나요?

원소병변(전립선)에 대한 근치적 치료 이후에 소수전이양상으로 재발한 경우 전이병변에 대한 추가적인 국소치료를 
시행하시나요?

위 경우 국소치료에 단기간의 ADT를 보조치료로 사용하시나요?
3. 거세 불응성 전립선암의 정의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으로 진단하는데 있어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 수치의 측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실제 임상에서 테스토스테론의 적절한 기준치(cuffoff value)를 어떻게 두시나요?
실제 임상에서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인 것을 어떻게 규정하시나요?
테스토스테론이 적정 수치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황체형성호르몬을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LH 수치가 적정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치료를 하시겠습니까?
4. 전이가 없는 거세불응성 전립선암 환자에서의 진단 및 치료

ADT를 시행함에도 PSA가 상승하는 무증상 전립선암 환자에서 병기 재설정(restaging)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PSA-based trigger (total PSA기준치/PSA doubling time[PSA-DT])를 사용하시나요?

ADT를 시행함에도 PSA가 상승하는 전립선암 환자를 'M0CRPC'로 진단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상검사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복수 선택 가능)

ADT를 시행함에도 PSA가 상승하는 무증상 전립선암 환자에서 병기 재설정 시 total PSA 절단값(cutoff)이 얼마일 때 
영상검사를 시행하시나요?_ng/mL

ADT를 시행함에도 PSA가 상승하는 무증상 전립선암 환자에서 병기 재설정시 PSA-DT을 이용할 경우, 그 기준을 
몇 개월로 정하여 사용하시나요?

M0CRPC 환자에서 전신치료(systemic therapy)의 시작 기준을 어떻게 정하시나요?
M0CRPC 환자에서 임상 연구인 경우 외에 치료를 하게 된다면, 어떤 치료를 선호하십니까?



5. 전이성 거세불응성 전립선암 환자에서 생존이득의 근거가 없는 내분비 조작의 의의
항암치료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 전이성 거세불응성 전립선암 환자에서, enzalutamide나 abiraterone과 같은 

생존 이득이 증명된 안드로겐 수용체 경로차단제를 처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생존이득의 근거가 없는 내분비 
조작 치료를 시행하시나요?

항암치료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 전이성 거세불응성 전립선암 환자에서, enzalutamide나 abiraterone과 같은 
생존이득이 증명된 안드로겐 수용체 경로차단제를 처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존이득의 근거가 없는 내분비 
조작 치료를 시행하시나요?

생존 이득의 근거가 없는 내분비 조작 치료를 하시는 경우, 어떤 약제를 사용하시나요?(복수 선택 가능)
이 중 일차적으로 사용하는 약제는 무엇인가요?

6. 전이성 거세불응성 전립선암의 치료 선택과 순서
PSA는 상승하나 영상 검사상 진행(progression)을 보이지 않는 무증상 M1CRPC환자에서 어느 시점에 생존이득

(survival benefit)이 있다고 밝혀진 약제를 하시나요?
M1CRPC 환자에서 '증상이 없거나 미미함(asymptomatic/minimally symptomatic)'을 다음 중 주로 어떤 기준으로 

정의하시나요?
AR pathway inhibitor (abiraterone/enzalutamide)

사용 경험이 있으신가요?
건강하고 증상이 없거나 미미한 거세저항성 환자에서 docetaxel 항암치료 전 1차 치료로 enzalutamide 또는 

abiraterone을 사용하시나요?
COU-302 (abiraterone), PREVAIL (enzalutamide) 연구의 결과를 증상을 호소하는 항암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없는 일부 전이성 전립선암(symptomatic chemo-naïve men with CRPC)에 확장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항암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없는 내장 전이성 전립선암(chemo-naïve patients with visceal metastasis [lung, 
lover]) 환자에서 abiraterone acetate의 사용을 고려하시겠습니까?

Prechemotherapy setting에서 abiraterone acetate와 enzalutamide 중 어떤 약제를 선호하시나요?
Abiraterone이나 enzalutamide 일차 치료에 대해 애초부터 반응이 없는(primary[innate] resistance; no PSA 

decline, no radiological improvement, no clinical benefit) 환자에서 이차치료로enzalutamide나 abiraterone을 
사용하시겠습니까?

Abiraterone이나 enzalutamide 일차 치료에 대해 처음에는 반응을 보이다가 다시 진행하는
(secondary[acquired] resistance; initial response follows by progression) 환자에서 이차 치료로 enzalutamide
나 abiraterone을 사용하시겠습니까?

Docetaxel
 사용 경험이 있으신가요?

증상이 없거나 미미한 비교적 건강한 CRPC 환자에서 일차 치료로 docetaxel항암치료를 하시나요?
증상이 있지만 비교적 건강한 CRPC 환자에서 docetaxel 항암치료를하시나요?
Primary ADT에 대해 반응 기간이 짧았던(12 개월 이내) 증상이 있지만 비교적 건강한 CRPC 환자에서 

docetaxel 항암치료를일차 치료로 하시나요?
Primary ADT에 대해 반응 기간이 짧았던 (12 개월 이내) 증상이 없거나 미미하고 비교적 건강한 CRPC 환자

에서docetaxel 항암치료를 일차 치료로 하시나요?
CRPC 환자에서 항암치료나 AR pathway inhibitor 사용 시 ADT를 지속하시나요?

만약 ADT를 지속 사용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만약 ADT를 전혀 시행하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Ra-223
사용 경험이 있으신가요?
뼈 전이는 있지만 내장 전이가 없는 증상이 있는CRPC 환자에서 Radium-223를 일차 치료로 고려하시나요?
항암치료를 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뼈 전이 CRPC 환자에게 ALSYMPCA 연구결과를 적용하여 Radium-223

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항암치료를 할 수 있는 증상이 없는 뼈 전이 CRPC 환자에게 ALSYMPCA 연구결과를 적용하여 Radium-223

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Cabazitaxel

사용 경험이 있으신가요?
1차 치료로 docetaxel 항암치료를 받은 비교적 건강한 환자에서 2차 약제로 cabazitaxel 사용하시나

요?(abiraterone/enzalutamide/radium-223 사용 전 단계)
1차 치료로 abiraterone 또는 enzalutamide 사용 후 2차 약제로 docetaxel 항암치료를 받은 비교적 건강한 

CRPC 환자에서 3차 약제로 cabazitaxel 사용하시나요?
Mitozantrone

사용 경험이 있으신가요?
거세저항성 전이성 전립선암에서 생존 이득이 입증된 약제로 치료 효과가 없는 경우, 환자가 추가적인 항암치

료가 가능한 전신상태라면 mitoxantrone을 사용하시나요?



7. 병기 설정 및 치료반응 모니터링 
전이성 CRPC 환자에서 새로운 치료 약제를 투약하기 전에 영상 검사를 시행하시나요?
다음 중 새로운 약제를 사용하기 전에 어떤 검사를 하시나요?(복수 선택 가능)
WBBS이나 CT에서의 척추 전이 정도에 따라 whole spine에 대한 baseline MRI 촬영을 시행하시나요?
실제 임상에서 전립선암의 병기 설정 시 CT나 WBBS 외에 whole-body MRI나 PET/CT 같은 새로운 영상 검사를 

시행하시나요?
M1CRPC 환자의 추적 관찰 시 임상 양상이나 혈액/소변검사 외에 치료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하시나요?
ALP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시나요?
LDH를 주기적으로 감사하시나요?
WBBS 검사 소견상 다발성 척추전이 병변이 있는 환자에서 whole spine MRI를 어느 시점에 촬영하시나요?
Enzalutamide 또는 abiraterone으로 치료하는 환자의 모니터링

PSA를 얼마나 자주 검사하시나요?
PSA를 얼마나 자주 검사하시나요?
임상 증상의 변화(새로운 증상이나 통증)와 관계없이 주기적으로CT 촬영을 하시나요?
CT 촬영은 얼마나 자주시행하시나요?
WBBS은 얼마나 자주 시행하시나요?

Docetaxel 또는 cabazitaxel로 치료하는 환자의 모니터링
PSA를 얼마나 자주 검사하시나요?
PSA를 얼마나 자주 검사하시나요?
임상 증상의 변화(새로운 증상이나 통증)와 관계없이 주기적으로CT 촬영을 하시나요?
CT 촬영은 얼마나 자주시행하시나요?
WBBS은 얼마나 자주 시행하시나요?

Ra-223 로 치료하는 환자의 모니터링
PSA를 얼마나 자주 검사하시나요?
임상 증상의 변화(새로운 증상이나 통증)와 관계없이 주기적으로CT 촬영을 하시나요?
CT 촬영은 얼마나 자주시행하시나요?
WBBS은 얼마나 자주 시행하시나요?
생존 이득(survival benefit)이 입증된 약제로 치료하는 과정 중 치료 중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생존 이득(survival benefit)이 입증된 약제로 치료하는 과정 중 치료 중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8. 거세불응성 전립선암 환자에서 뼈 관련 합병증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파골 세포 표적 치료제의 사용 

뼈 전이를 동반한 CRPC 환자에서 SREs 예방 목적으로 osteoclast targeted agent사용을 하시나요?
뼈 전이를 동반한 CRPC 환자에서 osteoclast-targeted agent를 하기 전에 치과 협진을 하시나요?
Zoledronic acid를 어떤 간격으로 투여하시나요?
Osteoclast-targeted therapy을 얼마나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전이성CRPC 환자에서 뼈 전이 부위가 치료에 반응을 보이는 경우, osteoclast-targeted therapy의 간격은?
뼈전이가 없는 CRPC 환자에서 뼈전이를 지연시키기위해 osteoclast-target agent를 사용하시나요?

9. 예측 표지자와 임상적으로 중요한 결정 인자 

CRPC 환자의 치료제 결정 시, AR pathway inhibitor 보다 항암치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데 있어 "Gleason score 
of ≥8"가 치료 결정 요소로 작용하나요?

영상 검사상 extensive disease를 가진 CRPC 환자의 경우, AR pathway inhibitor보다 항암치료를 우선적으로 선택
하는데 있어 "Gleason score of ≥8"가 치료 결정 요소로 작용하나요?

CRPC 환자에서 AR pathway inhibitor보다 항암치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데 있어 AR-V7 Splice variant의 발현
이 치료 결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CRPC 환자에서 AR pathway inhibitor보다 항암치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데 있어 visceral metastasis 유무가 
치료 결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CRPC 환자에서 AR pathway inhibitor보다 항암치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데있어 ADT에 대한 12 개월 이하 
short response가 치료 결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CRPC 환자에서 AR pathway inhibitor보다 항암치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데있어서 high tumor volume이면서 
PSA가 낮은 경우(<20 ng/dL)가 치료 결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CRPC 환자에서 어떤 경우에 추가적인 tumor biopsy를 고려하시나요?(복수 선택가능)

ADT : androgen deprivation therapy, AR: androgen receptor, LH: luteinizing hormone, PSA: prostate-specific antigen, 
CRPC: castration resistance prostate cancer, ALSYMPCA: alpharadin in symptomatic prostate cancer, WBBS: whole 
body bone scan, CT: computed tomography,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ALP: alkaline phosphatase, LDH: lactate dehydrogenase, SREs: skeletal related ev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