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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

암의 세계에서는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9최상의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는 암 치료 옵션에 대한 단계별 가이드

	9전 세계 의료 제공자가 사용하는 치료 지침 기반

	9의사와 암 치료에 대해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

이제 
NCCN Guidelines
for Patients®가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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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해당 NCCN Guidelines for Patients는은 전립선암용 NCCN Guidelines®(2.2020버전, 2020년 5월 21일)을 기반으로 
합니다.

NCCN Guidelines for Patients®는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NCCN®)에서 개발했습니다

NCCN Foundation®의 자금을 지원받음

NCCN 
	

9	환자 치료와 연구, 교육에 
전념하는 미국 전역의 주요 
암 센터 연합

NCCN에 
속한 암 센터: 
NCCN.org/cancercenters

NCCN Guidelines 
for Patients

9	 NCCN Guidelines의 정보를 
배우기 쉬운 형식으로 제시

9	암에 걸린 사람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해 

9	최상의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는 암 치료 옵션을 설명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 
NCCN.org/guidelines

NCCN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in Oncology 

(NCCN Guidelines®)	

9	최신 연구와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NCCN 암센터 
의사들이 개발

9	전 세계 암 치료 제공자를 
대상으로 함 

9	암 검진, 진단, 치료에 대한 
전문가 권장 사항

온라인에서 무료 제공 
NCCN.org/guidelines

ÜÜ

© 2020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Inc. 판권 소유. 환자용 NCCN 
가이드라인 및 여기에 있는 삽화는 NCCN의 명시적인 서면 허가 없이는 어떤 목적으로도 
복제할 수 없습니다. 의사나 환자를 포함하여 누구도 상업적 목적으로 NCCN Guidelines 
for Patients을 사용할 수 없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수정된 NCCN Guidelines for 
Patients가 NCCN Guidelines for Patients에서 파생되거나, 기반하거나 발생했다고 
주장, 진술 또는 암시할 수 없습니다. NCCN Guidelines은 새로운 중요한 데이터가 
제공될 때마다 재정의될 수 있는 진행 중인 작업물입니다. NCCN는 콘텐츠, 사용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종류의 보증도 하지 않으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용 또는 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인합니다.

NCCN 재단은 NCCN Guidelines for Patients에 자금을 지원하고 배포함으로써 암 
진단으로 영향 받는 수백만 명의 환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NCCN 재단은 
또한 암 연구 혁신의 중심에 있는 국가의 유망한 의사들에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암 치료 
발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환자 및 간병인 리소스의 전체 라이브러리를 
보려면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NCCN.org/patients.

NCCN(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 NCCN Foundation	
3025 Chemical Road, Suite 100	
Plymouth Meeting, PA 19462	
215.690.0300

http://nccn.org/cancercenters
https://www.nccn.org/patients/guidelines/cancers.aspx
http://NCCN.org/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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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

승인단체	

California Prostate Cancer Coalition 
(CPCC)

CPCC는 이 중요한 자료를 승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책자가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남성이 질병에 대한 내용과 특정 치료 옵션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 가장 이해하기 쉽고 종합적인 
안내서라고 믿습니다. prostatecalif.org

Malecare Cancer Support
메일케어 암 지원 그룹 구성원은 전립선 암 치료 선택보다 
더 혼란스러운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NCCN 
Patient Guidelines은 특히 전립선암으로 백인 남성보다 
2배 비율로 사망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토론에 훌륭한 
출발점을 제공합니다. malecare.org

NASPCC, National Alliance of State 
Prostate Cancer Coalitions

NASPCC는 환자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귀중한 
자원으로서 전립선암 진행 단계 환자용 NCCN 
Guidelines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된 전립선암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신뢰할 수 있고 풍부하게 제공합니다. naspcc.org

National Prostate Cancer Awareness 
Foundation, PCaAware

앞으로의 여정에 대해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환자를 위한 훌륭한 자료입니다. pcaaware.org

Prostate Cancer Foundation
전립선암 재단은 생명을 구하는 암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는 
세계 최고의 자선 단체입니다. NCCN Patient Guidelines 
Prostate Cancer Advanced Stage에는 진단 및 치료에 
대한 필수 정보가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는 환자와 가족이 의료 제공자와 치료 옵션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할 때 기초 지식으로 역할합니다. 
pcf.org

Urology Care Foundation
비뇨기과 치료 재단은 세계 최고의 비영리 비뇨기과 
건강 재단이자 미국 비뇨기과 협회의 공식 재단입니다. 
전립선암 환자, 간병인 및 이 질병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정보에 입각한 치료 및 치료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교육 도구와 리소스를 제공하는 것을 굳게 믿는 
조직으로서 우리는 NCCN Guidelines for Patients을 
지지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urologyhealth.org

Veterans Prostate Cancer Awareness
재향 군인 전립선 암 인식은 전립선암 환자와 제공자를 위한 
교육 및 인식의 표준으로 사용할 환자용 지침서를 개발한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NCCN)를 
치하합니다. 모든 재향 군인을 대신하여 VPCa가 전립선암을 
통한 여정에 지침으로 사용할 이 귀중한 도구를 제공한 NCCN
에 감사드립니다. vetsprostate.org

ZERO – The End of Prostate Cancer
16분마다 남성이 한 명이 전립선암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선도적인 국가 전립선암 옹호 단체인 ZERO는 
환자와 가족이 전립선암 여정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초의 리소스인 NCCN Guidelines for Patients를 지원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립선암 커뮤니티를 위한 
추가 무료 리소스 및 지원 프로그램은 zerocancer.org 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마리안느와 도널드 그린(Marianne and Donald Green)

프랜신 파르네스(Francine Parnes)

https://malecare.org
www.pcaaware.org
http://www.pcf.org
http://urologyhealth.org
http://vetsprostate.org
www.zerocancer.org
http://nccn.org/patients
www.prostatecalif.org
www.naspc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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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립선암 기초	 전립선

전립선은 방광 아래에 위치한 분비선입니다. 
진행성 전립선암의 경우 수술이나 방사선 
요법으로 암을 완치할 수 없습니다. 진행성 
전립선암은 전이될 수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챕터에서는 전립선암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전립선
전립선은 호두 크기의 분비선입니다. 분비선은 
신체에 필요한 체액이나 화학 물질을 생산하는 
기관입니다. 전립선은 정액의 일부가 되는 흰색 
액체를 생성합 니다. 정액은 고환의 정자와 전립선 
및 기타 성선의 체액으로 구성됩니다. 사정하는 
동안 정액은 음경을 통해 몸에서 방출됩니다.

전립선은 음경 기저부 근처 방광 아래 직장 
앞쪽에 있습니다. 직장 검사 중에 전립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성은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립선은 요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요도는 소변이 
방광에서 몸 밖으로 이동하는 관입니다. 전립선 
위와 방광 뒤에는 두 개의 정낭이 있습니다. 정낭은 
또한 정액의 일부인 체액을 만드는 분비선입니다. 
정액은 요도를 통해 몸에서 배출됩니다.

Corpus 
cavernosum

Urethra
Penis

BladderUreter

Rectum

Anus

Seminal vesicle

Ejaculatory duct

Prostate

Testis

전립선

전립선은 방광 아래에 
위치한 분비선입니다.

방광요관

직장

항문

정낭

사정관
전립선
음경
요도

고환

해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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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립선암 기초	 전립선암에 대한 사실	1 전립선암 기초 전립선암에 대한 사실	

전립선암에 대한 사실 
암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면 모두 
위험요소입니다. 

몇 가지 사실:

	� 모든 남성은 전립선암의 위험이 있습니다. 

	� 남성 9명 중 1명에게서 전립선암이 
발병합니다. 

	� 나이는 가장 흔한 위험 요소입니다. 남자는 
나이가 많을수록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
모든 남성은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있지만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은 더 어린 나이에 
전립선암에 걸리고 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의 암은 더 공격적이고 더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진단되면,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같은 단계의 암을 앓고 있는 
다른 남성과 유사한 치료 결과를 보입니다. 

가족력
가족 중에 전립선암을 않는 구성원이 있는 남성은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특정 암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전립선 암이 퍼지는 방법
암은 신체의 세포에서 시작되는 질병입니다. 
전립선암은 전립선 세포에서 시작됩니다. 거의 
모든 전립선암은 선암종입니다. 선암은 체액이나 
기타 물질을 분비하는 세포의 암입니다. 이 책자는 
전립선의 선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상 세포와 달리 암세포는 성장하거나 퍼져서 
신체의 다른 부위에 종양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암이 퍼지는 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 전체가 전립선 안에 들어있는 암을 국소 
전립선암이라고 합니다. 

	� 전립선에서 주변 림프절로 전이되었지만 
더 이상 전이되지 않은 암을 국소진행성 
전립선암이라고 합니다.

	� 전립선이나 국소 림프절을 넘어 암이 전이되는 
것을 원격전이라고 하며 그런 암을 전이성 
전립선암이라고 합니다.

암은 혈액을 통해 먼 부위로 퍼질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뼈, 림프절, 간, 폐 및 기타 기관에서 
전이될 수 있습니다. 

암은 림프계를 통해서도 퍼질 수 있습니다. 
림프계에는 림프라고 하는 투명한 액체가 있습니다. 
림프는 세포에 물과 양분을 제공합니다. 또한 
세균과 싸우는 백혈구도 있습니다. 림프절은 림프를 
여과하고 세균을 제거합니다. 림프는 혈액처럼 
혈관을 타고 몸 전체를 돌아다닙니다. 림프관과 
림프절은 신체의 모든 곳에서 발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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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립선암 기초	 전립선 암이 퍼지는 방법

책자 소개
이 책자는 진행성 전립선암 또는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를 위한 것입니다. 

진행성 전립선암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로 완치할 
수 없는 암입니다. 진행성 전립선암은 전이될 수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과 같은 진행성 암은 전이성일 수도 
있고 전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소진행성 전립선암에 대한 치료법은  
NCCN.org/patientguidelines의	NCCN	
Guidelines	for	Patients:	Prostate	Cancer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검토
	� 전립선은 흰색 액체를 생성하는데 이는 정액의 

일부가 됩니다.

	� 전립선암은 전립선 세포에서 시작됩니다.

	� 암세포는 혈액이나 림프를 통해 다른 신체 
부위로 퍼질 수 있습니다.

	� 모든 남성은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있지만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은 전립선암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http://NCCN.org/patient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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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립선암 검사	 검사 결과

검사를 진행해 전립선암을 찾아 치료합니다. 
암을 확인하려면 생검을 해야 합니다. 
이 챕터에서는 받을 수 있는 검사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한 개요를 알려드립니다. 

검사 결과

혈액 검사, 영상 연구 및 생검 결과는 치료를 
계획하고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해당 검사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하고 검사 결과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온라인 
환자 포털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검사 결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2차 소견을 받든, 검사를 받든, 사무실을 방문하든,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십시오.

	� 가능하면 의사와 만날 때 누군가와 
동반하십시오. 

	� 질문을 기록하고 약속 시간에 메모하십시오. 
의료 서비스 팀에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료 서비스 팀을 파악하고 그들도	
귀하를 파악하게 하십시오.

	� 혈액 검사 사본, 영상 결과 및 앓고 있는 특정 
유형의 암에 대한 보고서를 받으십시오. 

	� 서류를 정리하십시오. 보험 양식, 의료 기록 
및 검사 결과에 대한 파일을 만듭니다. 
컴퓨터에서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의료 서비스 팀에 소속된 모든 사람의 연락처 
정보 목록을 보관하십시오. 바인더나 노트북에 
추가하십시오. 목록을 냉장고에 걸어두거나 
전화 옆에 두십시오. 

의료용 바인더 만들기

의료용 바인더나 노트북은 모든 기록을 한 곳에 
정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	 혈액 검사, 영상 촬영 결과 및 앓고 있는 
특정 유형의 암에 대한 보고서의 사본을 
만드십시오. 2차 소견을 받을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적절히 필요한 바인더를 선택하십시오. 
펜, 작은 달력 및 보험 카드를 포함하는 
지퍼 포켓을 고려하십시오. 

•	 보험 양식, 의료 기록 및 검사 결과에 대한 
폴더를 만듭니다. 컴퓨터에서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환자 포털을 사용하여 검사 결과 및 
기타 기록을 검토하십시오. 바인더에 추가할 
기록을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합니다.

•	 귀하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바인더를 
정리하십시오. 질문과 메모를 위한 
섹션을 추가하십시오. 

•	 약속 장소에 의료용 바인더를 가져오십시오. 
언제 필요할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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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강 검사

병력
병력은 평생 동안 받은 모든 건강 문제와 치료에 
대한 기록입니다. 질병이나 부상과 그것이 발생한 
시간을 나열할 준비를 하십시오. 오래된 약과 
새로운 약, 그리고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 약초 
또는 복용하는 보조제 목록을 가져가십시오. 증상이 
있으면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병력은 귀하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력 
일부 암 및 기타 질병은 집안 내력일 수 있습니다. 
의사가 혈연 관계인 가족의 병력에 관해 질문할 
것입니다. 이 정보를 가족력이라고 합니다. 
전립선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에 대해 어머니와 
아버지 양쪽에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병 
및 당뇨병과 같은 기타 건강 문제, 진단된 연령,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이 
정보와 가족력에 대한 변경 사항을 의료 제공자와 
공유하십시오.

신체검사
의사가 신체 검사 중에 신체에 질병의 징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의료 제공자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 체온, 혈압, 맥박, 호흡수 측정

	� 몸무게 측정

	� 폐와 심장 청진

	� 눈, 귀, 코, 목 진찰

	� 신체의 일부를 만지며 눌러보고 장기가 
정상적인 크기인지, 부드럽거나 단단한지, 
만질 때 통증을 유발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통증이 느껴지면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 목, 겨드랑이 및 사타구니의 림프절이 
커졌는지 만져보십시오. 덩어리가 느껴지거나 
통증이 있으면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 직장수지(전립선) 검사를 수행하여 전립선을 
확인하십시오.

영상 검사
영상 검사로 신체 내부의 사진을 찍습니다. 검사를 
진행해 전립선암을 찾아 치료합니다. 영상 검사는 
원발성 종양 또는 암이 시작된 위치를 보여주며 
신체의 다른 부분에서 암을 찾습니다.

검사 이미지를 검토하는 전문가인 방사선 전문의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사에게 보냅니다. 의사가 
결과에 대해 귀하와 상의할 것입니다.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질문하십시오. 

CT 스캔 
컴퓨터 단층 촬영(CT 또는 CAT) 스캔은 엑스레이와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여 신체 내부의 사진을 
찍습니다. 동일한 신체 부위를 여러 엑스레이로 
다른 각도에서 촬영합니다. 모든 이미지가 결합되어 
하나의 상세한 그림을 만듭니다.

흉부, 복부 및/또는 골반의 CT 스캔은 다른 부위로 
퍼진(전이된) 암을 찾는 데 사용되는 검사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CT 스캔으로 림프절과 전립선 주변을 
잘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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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립선암 검사	 영상 검사

CT 스캔 전에 조영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조영제는 염료가 아니라 신체의 특정 부위가 
두드러져 보이게 하는 물질입니다. 조영 효과를 
사용해 사진을 더 선명하게 만듭니다. 조영 효과는 
영구적이지 않으며 소변을 통해 체외로 배출됩니다.

과거에 조영제에 대한 나쁜 반응이 있었다면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중요한 점입니다. 조영제에 
알레르리가 있다면 베나드릴(Benadryl®)과 
프레드니손 같은 약을 투여받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거나 신장이 잘 기능하지 않는 
경우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MRI 스캔 
자기공명영상(MRI) 스캔은 전파와 강력한 자석을 
사용하여 신체 내부의 사진을 찍습니다. 엑스레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CT 스캔과 마찬가지로 
조영제를 사용하여 사진을 더 선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골반의 인근 림프절로 전이된 전립선암을 찾는 
데 MR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mpMRI
다중 매개변수 MRI(mpMRI) 는 특별한 유형의 MRI 
스캔입니다. mpMRI에서는 조영제 없이 스캔을 
여러번 수행한 다음 조영제를 사용해 다른 MRI를 
수행합니다.  

치료 과정에서 하나 이상의 mpMRI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거나 생검 
후 출혈이 있는지 알아보려고수행할 수 있습니다. 
mpMRI는 특정 유형의 종양을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PET 스캔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스캔은 추적자라고 
하는 방사성 약물을 사용합니다. 추적자는 정맥에 
주입되는 물질입니다. 암세포는 PET 스캔에서 
밝은 반점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밝은 반점이 암은 
아닙니다. PET 상서 뇌, 심장, 신장, 방광이 밝은 
것은 정상입니다.

종종 PET 스캔을 CT 또는 MRI와 결합합니다. 
이 결합된 검사를 PET/CT 또는 PET/MRI 
스캔이라고 합니다. 연조직과 뼈에서 작은 종양	
(전이)을 찾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골 스캔
골 스캔은 방사성 추적자를 사용하여 뼈 내부의 
사진을 찍습니다. 방사성추적자는 소량의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입니다. 촬영하기 전에 추적자를 
정맥에 주입합니다. 추적자가 뼈에 들어가는 데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별한 카메라로 뼈에 있는 추적자를 사진으로 
찍게 됩니다. 뼈에서 손상된 부위는 건강한 뼈보다 
더 많은 방사성추적자를 사용하며 사진에 밝은 
반점으로 나타납니다. 암, 암 치료 또는 기타 건강 
문제로 인해 뼈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뼈에 통증이 있거나 뼈 전이의 위험이 높거나 특정 
검사 결과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골 스캔은 치료를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경유 초음파촬영술(TRUS)
TRUS는 직장경유 초음파촬영술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직장에 프로브를 삽입하며 고에너지 
음파가 내부 조직에서 반사되어 초음파라는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전립선 및 주변 지역의 
종양을 찾는 데 TRUS를 사용합니다. 또한 생검을 
안내하는 데도 TRUS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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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검사
혈액 검사는 질병의 징후가 있는지,장기가 얼마나 
잘 기능하는지, 치료 결과가 어떤지 확인합니다. 

일반 혈액 검사
일반 혈액 검사(CBC) 에서는 혈액 내 적혈구, 
백혈구 및 혈소판의 수를 측정합니다. 적혈구 
는 몸 전체에 산소를 운반하고 백혈구는 감염과 
싸우며 혈소판은 출혈을 조절합니다.

혈액 화학
혈액 화학 검사는 또 다른 일반적인 혈액 검사 
유형입니다. 이 검사는 혈액 내 다양한 화학 물질의 
수치를 측정합니다. 암 또는 기타 질병으로 인해 
수치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을 수 있습니다.

PSA
전립선 이항원(PSA) 검사는 전립선 내부의 
작은 땀샘을 둘러싸고 있는 체액 생성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전립선암이 이 세포에서 시작됩니다. 이 검사를 
자주 받게 됩니다. 

조직 검사
생검은 체액이나 조직 샘플을 떼내는 수술입니다. 
전립선암을 확진(진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종종 
생검 후에 전립선암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핵심 생검 또는 중심부 바늘 생검은 전립선 생검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속이 빈 바늘로 하나 
이상의 샘플를 떼냅니다. 핵심 샘플은 전립선의 
다른 부위에서 채취합니다. 

생검 샘플은 병리학자에게 보내질 것입니다. 
병리학자는 생검을 테스트하고 병리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전문가입니다. 병리학자는 
암세포에 특정 유전자나 단백질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른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귀하의 암 유형에 가장 적합한 치료 계획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전자 검사
유전자는 세포가 만드는 단백질에 대한 코드화된 
지침입니다. 돌연변이는 유전자에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돌연변이는 가족에게 유전되거나 자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존재 (유전)하거나 나중에 유전적 손상(후천적)
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때로는 부모로부터 유전된 유전자가 다른 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나 암의 
다른 특징에 따라 의료 제공자가 암이 유전되었을 
위험이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해 유전 상담 및 유전 
검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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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유전성 암 위험에 대한 유전자 검사

	� 암 치료 계획을 위한 바이오마커 검사

유전자 검사
유전자 검사에는 혈액이나 타액(컵에 침)을 
사용합니다. 목표는 생식선(유전된) 돌연변이를 
찾는 것입니다. 일부 돌연변이는 하나 이상의 
암 유형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유전자를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이 이러한 돌연변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에 대한 생식계열 돌연변이의 예에는 
BRCA1, BRCA2, ATM, CHEK2, PALB2, 
MLH1, MSH2, MSH6, PMS2 (린치 증후군 관련)
이 포함됩니다. BRCA1 또는 BRCA2 와 같은 
생식계열 돌연변이는 유방암, 난소암, 췌장암, 
결장직장암, 흑색종 피부암 같은 다른 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식계열 돌연변이가 의심되면 유전 상담 및 
후속 생식계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전 
상담사는 유전 질환에 대하여 특별한 교육을 
받은 전문가입니다. 

생식계열 검사는 전립선암 및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권장됩니다.

	� 가족력에 관계없이 고위험, 초고위험,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전립선암

	� 아슈케나지 유대인 가계

	� 다음과 같은 고위험 생식계열 돌연변이의 
가족력 BRCA1, BRCA2, 또는 린치 증후군 
돌연변이

	� 전립선암 및 특정 기타 암의 강력한 가족력 

	� 암의 가족력에 관해 의료 제공자 및/또는 
유전 상담사와 상담하십시오.

바이오마커 검사
바이오마커(체세포) 검사에서는 바이오마커 또는 
단백질을 찾기 위해 종양 또는 암 물질의 생검 
샘플을 사용합니다. 이 정보는 귀하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데 사용됩니다. 국소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의 경우 
바이오마커 검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마커 
검사는 때때로 유전자 프로파일링 또는 분자 
검사라고 합니다. 

상동재조합복구 돌연변이(HRRm)
귀하의 종양을 상동재조합 복구 유전자 돌연변이
(HRRm)에 대해 검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BRCA1, BRCA2, ATM, CHEK2, PALB2가 
포함됩니다.

MSI 검사
현미부수체는 짧으며 반복되는 DNA 문자열(유전자 
내부의 정보)입니다. 오류나 결함이 발생하면 
수정됩니다. 일부 암은 이러한 오류가 수정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를 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
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알면 치료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암세포의 현미부수체가 
정상보다 많으면 이를 MSI-H(고빈도 현미부수체 
불안정성)라고 합니다. MSI 검사로는 차세대 
염기서열(NGS) 분석법을 선호합니다.

MMR 검사
불일치 복구(MMR)는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 
복구를 돕습니다. MMR이 결핍되면(dMMR), 
이러한 돌연변이가 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치료를 계획하거나 치료가 종양 유형에 
얼마나 잘 작용할 것인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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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립선암 검사	 검토

검토
	� 검사는 치료를 계획하고 치료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 온라인 환자 포털을 이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검사 결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혈액, 영상 및 조직 검사는 질병의 징후를 
확인합니다.

	� 영상 검사를 통해 암이 전립선을 넘어 
퍼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립선암을 확진(진단)하는 데는 생검을 
사용합니다.

	� 바이오마커 또는 단백질을 찾는 데는 종양의 
생검 샘플을 사용합니다. 

	� 귀하의 의료 제공자는 귀하에게 유전적 암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유전 상담 및 검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  
비타민, 비처방약, 
약초 또는 보조제 

목록을 가져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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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립선암의 병기 결정	 디지털 직장 검사3 전립선암의 병기 결정	 디지털 직장 검사	|	PSA	

암 병기는 의사가 신체의 암 정도를 평가하고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의사는 암 병기를 
사용하여 귀하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계획합니다.

병기는 아래 나열된 요소의 조합을 기반으로 합니다.

 �  디지털 직장 검사

 �  PSA

 �  생검

 �  글리슨 점수

 �  등급 분류

 �  TNM 점수  

디지털 직장 검사
디지털 직장 검사는 암을 선별하고, 암 단계를 
평가하고, 암이 치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검사를 진행하려면 
의사가 윤활제를 바르고 장갑을 낀 손가락을 
직장에 삽입하여 전립선의 이상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 검사로 전립선의 모든 부분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일반적으로 전립선 
검사라고 합니다. 

PSA 
전립선 이항원(PSA) 검사는 전립선 내부의 
작은 땀샘을 둘러싸고 있는 체액 생성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대부분의 
전립선암이 이 세포에서 시작됩니다. PSA는 사정 
후 응고된 정액을 액체로 되돌립니다. 정상 전립선 
세포 뿐만 아니라 전립선암 세포도 PSA를 만듭니다.                         

소량의 PSA는 모든 세포에서 생성되며 심지어 
여성에게서도 생성됩니다. PSA 검사 결과는 암의 
병기 결정, 치료 계획, 치료 결과 확인에 사용되는 
하나의 정보입니다.

PSA 수치
혈청 PSA 수치는 혈액 샘플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PSA 수치는 혈액 1밀리리터(ng/mL)당 PSA의 
나노그램 수입니다. 정상적인 PSA 수치는 연령 
및 기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립선이 클수록 더 많은 PSA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암이나 기타 건강 문제의 결과로 전립선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일부 의약품, 허브 및 보충제도 
PSA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PSA는 사정 
및 격렬한 운동, 특히 달리기나 자전거 타기 후에 
증가합니다. 따라서 의사가 PSA 검사 전에 성관계와 
운동을 삼가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PSA 테스트가 더 정확해집니다. 

PSA 밀도
PSA 밀도(PSAD)는 전립선 크기에 비교한 PSA
의 양입니다. PSA 수치를 전립선 부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전립선의 크기는 직장수지검사, 
초음파 또는 MRI 스캔으로 측정합니다.

PSA 재발
전립선암을 수술이나 방사선 요법으로 치료한 
후 PSA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PSA 재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암이 다시 생겼거나(재발) 치료로 
체내 암의 양을 줄이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지속)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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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립선암의 병기 결정	 전립선 생검

PSA 속도 및 PSA 배가 시간
PSA 속도는 일정 기간 동안 PSA 수치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측정합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빨리 
증가하는지는 전립선암의 징후가 될 수 있으며 
빠르게 성장하는 전립선암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PSA 배가 시간(PSADT)은 PSA 수치이 
두 배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전립선 생검
생검은 검사에 필요한 조직 샘플을 떼어냅니다. 
PSA 수치가 상승하고 직장 디지털 검사가 
비정상적이라면 암이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립선암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신체에서 조직을 떼어내어 병리학자가 
현미경으로 관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검의 유형 
전립선암에 사용되는 생검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생검을 한 가지 이상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생검은 초음파, MRI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해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핵심 생검
핵심 생검 또는 중심부 바늘 생검에서는 속이 빈 
바늘을 사용하여 조직 샘플을 떼어냅니다. 핵심 
샘플은 전립선의 다른 부위에서 채취합니다.

경회음부 생검
경회음부 생검을 할 때는 바늘을 고환 뒤, 회음부로 
알려진 영역의 피부를 통해 전립선에 삽입합니다. 

디지털 직장 검사

직장 벽을 통해 전립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직장 검사는 
의사가 직장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전립선을 촉진하는 절차입니다.
일러스트레이션 Copyright © 2019 Nucleus Medical 
Media, All rights reserved. www.nucleusi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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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립선암의 병기 결정	 전립선 생검

TRUS 유도 생검
경직장 초음파(TRUS) 유도 생검은 전립선 생검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직장(경직장)을 통해 
전립선으로 삽입되는 속이 빈 바늘을 사용하여 
조직 샘플을 떼어냅니다. 최상의 검체를 떼어내기 
위해 TRUS를 사용하여 바늘을 유도합니다. TRUS
는 음파를 사용하여 의사가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전립선 사진을 만듭니다.

스프링이 장착된 바늘이 TRUS를 통해 삽입됩니다. 
의사가 바늘을 직장 벽을 통과하여 전립선으로 
집어넣습니다. 바늘은 길이는 다임 주화 하나의 
길이, 너비는 이쑤시개 너비 정도의 조직을 
떼어냅니다. 종종 핵심 검체라고 하는 최소 12개의 
검체를 채취합니다. 전립선의 여러 부위에 암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전립선 생검은 
완벽한 검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때때로 암이 있는 
것을 놓칩니다. 

MRI-US 융합 생검
MRI-US 융합 생검에는 MRI와 초음파를 모두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이미지를 결합하여 
생검을 유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립선의 
움직임을 더 잘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가 
검체를 채취할 조직 영역을 정확히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립선와 생검 
전립선 제거 수술 후 전립선암이 재발했거나 
퍼졌다는 징후를 찾기 위해 해당 부위의 생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립선와 생검이라고 
하며 PSA 또는 영상 검사가 암 재발을 시사한 
후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전이성 병변 생검
때로는 종양 검사를 위해 전이 또는 전이성 병변의 
검체를 채취합니다. 이렇게 하면 귀하가 자신의 
암 유형에 가장 적합한 치료를 받는 데 확실하게 
도움이 됩니다. 

전립선 생검

전립선암에 사용되는 생검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생검을 한 가지 이상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은 회음부 
생검 이미지입니다.

초음파 프로브

니들 가이드
생검 바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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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립선암의 병기 결정	 글리슨 점수

글리슨 점수
전립선암이 얼마나 공격적인지는 글리슨 점수로 알 
수 있습니다. 병리학자는 현미경으로 생검을 조사한 
후 이 점수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병리학자가 
생검을 검토하여 글리슨 점수가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글리슨 점수는 의사가 
치료를 계획하는 데 사용하는 한 가지 요소일 
뿐입니다.

글리슨 점수는 두 가지 등급으로 구성됩니다. 
글리슨 등급은 1에서 5까지입니다. 낮은 등급인 
1은 생검에서 발견한 암세포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조직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고분화라고 합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매우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세포를 저분화 또는 
미분화라고 하며, 4 또는 5 등급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조직 검사가 더 비정상적으로 보이고 
암이 더 공격적입니다. 대부분의 전립선암은 3
등급 이상입니다.

전립선 종양에는 두 가지 등급이 부여됩니다. 
종양에서 가장 넓은 영역에 있는 암세포를 설명하기 
위해 가장 우세한 양상의 등급이 부여됩니다. 
종양에서 두 번째로 넓은 영역에 있는 암세포를 
설명하기 위해 두 번째로 우세한 양상의 등급이 
부여됩니다. 이 점수를 합산한 값을 글리슨 
점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3+4 = 글리슨 
점수 7입니다. 

글리슨 점수 범위는 2~10이지만 대부분의 
전립선암은 점수는 6에서 10까지 매겨집니다. 
글리슨 점수가 8~10 범위라면 암이 더 낮은 등급의 
암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퍼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이드1 참조.

가이드 1
글리슨 점수 요약
6 이하 •	 암이 매우 천천히 성장하고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암이 작으면 문제가 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암 치료가 전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저등급이라고도 합니다.

7 •	 암이 완만한 속도로 성장하고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암이 작으면 문제가 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문제를 예방하려면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중등급이라고도 합니다.

8, 9, 또는 10 •	 암이 빠르게 성장하고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암이 작으면 문제가 되기까지 두서너해가 걸릴 수 있습니다. 문제를 예방하려면 치료가 

바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고등급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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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그룹
글리슨 점수는 등급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등급 
그룹은 더 간단하고 정확합니다. 이 방법은 등급이 
낮은 전립선암 환자를 과잉 치료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급 그룹은 의사가 
치료를 계획하는 데 사용하는 한 가지 요소일 
뿐입니다. 

등급 그룹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등급 그룹 2
와 3은 모두 글리슨 점수 가 7입니다. 차이점은 
등급 그룹 3의 암이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등급 
그룹 3에서 글리슨 패턴 (4+3)의 첫 번째 숫자를 
보면 등급 그룹 2 (3+4) 보다 큽니다.  종양의 가장 
넓은 영역에서 암을 평가하기 위해 첫 번째 숫자 
또는 가장 우세한 양상의 등급이 부여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이드2 참조.

TNM 점수
미국 암 공동위원회(AJCC)는 신체에 얼마나 많은 
암이 있고 어디에 위치하는지 확정하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병기 결정이라고 합니다. 
치료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병기가 
필요합니다.

종양, 림프절, 전이(TNM) 시스템은 전립선암의 
병기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시스템에서 
문자 T, N 및 M은 암이 성장하는 다양한 영역을 
설명합니다. 암 검사 결과에 따라 의사는 각 문자에 
점수 또는 숫자를 할당합니다. 숫자가 클수록 
종양이 크거나 암이 더 많이 퍼진 것입니다. 이 
점수를 결합하여 암 단계를 지정합니다. TNM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T2, N0, M0. 가이드3 참조.

 � T(종양) - 주요(원발성) 종양의 크기 및 전립선 
외부에서 성장한 경우 

 � N(림프절) - 암이 주변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

 � M(전이) - 암이 신체의 먼 부분까지 퍼지거나 
전이된 경우

가이드 2
등급 그룹 

1 •	 글리슨 점수 6 이하
•	 글리슨 패턴 1+3, 2+3, 3+3

2 •	 글리슨 점수 7 
•	 글리슨 패턴 3+4

3 •	 글리슨 점수 7 
•	 글리슨 패턴 4+3

4 •	 글리슨 점수 8 
•	 글리슨 패턴 4+4, 3+5, 5+3

5 •	 글리슨 점수 9 또는 10 
•	 글리슨 패턴 4+5, 5+4,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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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3
TNM 점수에 의한 전립선암 병기

병기 원발성 종양(T) 국소 림프절(N) 원격 전이(M)

국소성 T1
종양을 직장수지검사에서 
촉진할 수 없고 영상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지만 암이 
존재합니다.

N0
주변 림프절에는 암이 
없습니다.

M0
암이 신체의 다른 부위로 
퍼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T2
직장수지검사에서 
종양을 촉진할 수 있으며 
전립선에서만 발견됩니다.

N0 M0

T3
종양이 전립선의 바깥층을 
뚫고 나왔습니다. 종양이 
정낭까지 성장했을 수 
있습니다.

N0 M0

T4
종양이 전립선 외부에서 방광, 
직장, 골반 근육 및/또는 골반 
벽과 같은 인근 구조까지 
성장했습니다.

N0  M0

국소 진행성 모든 T N1
주변 림프절에 (전이된) 암이 
있습니다.

M0

전이성 모든 T 모든 N M1
암이 신체의 다른 
부위로 퍼진(전이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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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종양 
T1 종양을 직장수지검사에서 촉진할 수 없고 영상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지만 암이 존재합니다. 전립선 
또는 방광과 관련된 다른 건강 문제로 생검을 
하거나 수술하는 도중에 암이 우연히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부수적 발견이라고 합니다.

 � T1a 절제된 조직의 5퍼센트(5%) 이하 
분에서 조직학적으로 우연히 암을 발견했음을 
의미합니다.

 � T1a는 절제된 조직의 5퍼센트(5%) 초과 
분에서 조직학적으로 우연히 암을 발견했음을 
의미합니다.

 � T1c 종양은 전립선의 한쪽 또는 양쪽에서 
바늘 생검으로 발견합니다. 

T2 종양은 디지털 직장 검사 중에 의사가 촉진할 
수 있습니다. 영상 검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T2 점수는 암이 전립선의 한쪽에 있는지 또는 
양쪽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T2 종양은 
전립선에서만 발견됩니다.

 � T2a 종양은 전립선 한쪽의 절반 이하를 
침범합니다.

 � T2b 종양은 전립선 한쪽의 절반 이상을 
침범하지만 양쪽 모두를 침범하지는 않습니다.

 � T2C 종양은 전립선의 양쪽으로 성장했습니다.

T3 종양은 전립선의 바깥층을 뚫고 나왔습니다. 
종양이 전립선 주위의 결합 조직이나 방광 경부에 
도달했을 수 있습니다. 

 � T3a 종양은 전립선 외부에서 성장했지만 
정낭까지는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 T3b 종양은 전립선 외부에서 성장했고 
정낭까지 성장했습니다.

T4 종양은 전립선 외부에서 방광, 직장, 골반 
근육 및/또는 골반 벽과 같은 인근 구조까지 
성장했습니다. 

N = 림프절
몸 전체에 수백 개의 림프절이 있습니다. 림프절은 
감염과 싸우고 몸에서 해로운 것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전립선 근처의 
림프절에는 하복부 림프절, 폐쇄 림프절, 내외장골 
림프절, 천골 림프절이 있습니다. 의사가 골반에 
있는 림프절을 골반 림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립선암은 외장골 림프절, 내장골 
림프절 또는 폐쇄 림프절로 퍼집니다. 전립선 
근처의 림프절로 퍼진 암은 N1으로 표시됩니다. 

M = 전이성 
신체의 먼 부분까지 퍼진 암은 M1으로 표시합니다. 
전립선암은 뼈에서 전이되는 경향이 있으며 간, 폐, 
원격 림프절 및 기타 기관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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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립선암의 병기 결정	 전립선암의 병기

전립선암의 병기
전립선암을 설명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국소성 전립선암 
국소성 전립선암은 전립선에서만 발견되는 
암입니다. 림프절이나 멀리 떨어진 장기로 퍼지지 
않았습니다.  

국소성 전립선암의 TNM 병기는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T1, N0, M0

 � T2, N0, M0.

 � T3, N0, M0

 � T4, N0, M0

국소 전이성 전립선암
국소 전이성이란 일부 의사가 방광이나 직장과 같은 
장기 또는 림프절 근처로 퍼진 전립선암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모든 의사가 같은 
방식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암을 설명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그 의미를 물어보십시오. 

국소 진행성 전립선암
국소 진행성은 전립선암이 인근 림프절로 퍼졌음을 
의미합니다(N1). 인근 림프절에는 하복부 림프절, 
폐쇄 림프절, 내외장골 림프절, 천골 림프절이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립선암은 외장골 
림프절, 내장골 림프절 또는 폐쇄 림프절로 
퍼집니다.

국소 진행성 전립선암에 대한 TNM 병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T, N1, M0 

진행성 전립선암
진행성 전립선암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로 
완치할 수 없는 암입니다. 진행성 전립선암은 
전이될 수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생화학적 재발은 PSA가 상승하여 
암 재발을 시사하지만 스캔 상 암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전이성 전립선암
전이성(M1) 전립선암은 신체의 먼 부분까지 퍼진 
암입니다.

전이성 전립선암에 대한 TNM 병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T, 모든 N, M1 

검토
	� 암 병기는 신체에 암이 얼마나 많이 있고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나타냅니다. 

	� 전립선암 병기는 직장수지검사, PSA, 전립선 
생검, 글리슨 점수, 등급 그룹 , TNM 점수를 
기반으로 결정합니다. 

	� 디지털 직장 검사, PSA 및 전립선 생검은 
종양의 크기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글리슨 점수로 전립선암이 얼마나 공격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 글리슨 점수는 치료를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해 
등급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 종양, 림프절, 전이(TNM) 시스템은 
전립선암의 병기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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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료 계획	 기대 수명4 치료 계획	 기대 수명	|	위험평가

많은 요인이 치료 계획에 영향을 미칩니다. 
귀하에게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장에서는 치료 계획에 
포함되는 기대 수명, 위험 그룹 및 기타 
요인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대 수명
기대 수명은 사람의 평균 수명입니다. 년 단위로 
측정됩니다. 기대 수명은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립선암은 종종 천천히 자랍니다. 증상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다른 건강 상태가 있는 경우 
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험평가
위험평가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전반적인 
위험이나 기회를 추정합니다.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위험평가가 귀하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치료 전과 치료 중에 귀하와 
귀하의 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위험평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사는 다음과 같은 암 가능성을 고려할 것입니다.

	� 퍼질 수 있는지, 얼마나 멀리, 얼마나 빨리

	� 특정 치료에 반응할 것이지

	� 다시 생길 것인지(재발이라고 함)

의사는 위험을 평가하는 데 다음 도구를 
사용합니다.

	� 기대 수명

	� 위험 그룹 

	� 노모그램 

	� 분자 검사(때때로)

위험 평가로 확실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이 
어떻게 진행될지 불확실합니다. 위험 평가보다 더 
나아지거나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위험 그룹
전립선암 치료 옵션은 위험 그룹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 정보는 위험 그룹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TNM 점수

	� 글리슨 점수 및/또는 등급 그룹

 � PSA 수치  

	� 생검 결과

처음 진단을 받으면 초기 위험 그룹에 배치됩니다. 
가이드4 참조.

초기 위험 그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우 낮음 

 �  낮음 

 �  중간 양호

 �  중간 불량

	� 높음 

	� 매우 높음 

	� 국소 진행성 

	� 전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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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4
초기 위험 그룹
매우 낮음 다음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 T1c 단계
•	 등급 그룹 1  
• 10ng/mL 미만의 PSA  
•	 생검 코어 1~2개에 암이 있으며 절반 이하에서 암 이 나타남
• 0.15ng/mL 미만의 PSA 밀도

낮음 다음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 T1 ~ T2a 단계
•	 등급 그룹 1  
• 10ng/mL 미만의 PSA

중급 다음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	 고위험 그룹 특성 없음
•	 초고위험 그룹 특성 없음
•	 다음 중간 위험 요소 중 1개 

이상:
 - T2b 또는 T2c 단계
	- 등급 그룹 2 또는 3
 - 10~20 ng/mL의 PSA

양호 다음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 1개의 중간 위험 요소
•	 등급 그룹 1 또는 2
•	 생검 코어의 절반 미만에 

암이 나타납니다

불리한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이 
있습니다. 

• 2개 이상의 중간 위험 요소
•	 등급 그룹 3
•	 생검 코어의 절반을 

초과하여 암이 나타납니다

높음 아래 사항 중 하나가 있습니다. 
• T3a 단계
•	 등급 그룹 4 
•	 등급 그룹 5
• 20ng/mL를 초과하는 PSA

매우 높음 아래 사항 중 하나가 있습니다. 
• T3b에서 T4 단계 
• 1차 글리슨 패턴 5 
• 4개 이상의 4등급 또는 5등급 그룹 생검 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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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그램
노모그램은 예후라고 하는 암의 진행 과정을 
예측합니다. 그것은 수학을 사용하여 귀하와 귀하의 
전립선암을 전립선암 치료를 받은 다른 남성과 
비교합니다. 노모그램은 암의 정도와 수술 또는 
기타 치료에 대한 장기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이 골반 림프절로 
퍼졌을 가능성을 예측하는 노모그램은 치료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 그룹 및 기타 요인 
외에도 노모그램을 사용하여 치료를 계획합니다. 

분자 종양 검사
분자는 신체의 세포에서 발견되는 매우 작은 
입자입니다. 특정 분자와 바이오마커를 측정하는 
특수 검사가 있습니다. 바이오마커는 종양에 의해 
분비되는 분자이거나 암이 존재할 때 신체의 특정 
반응일 수 있습니다. 바이오마커가 발견되면 
암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PSA는 전립선암 
검출에 사용되는 바이오마커의 한 예입니다. 이 
바이오마커는 혈액 검사에서 발견됩니다.

일부 분자 검사에는 생검 중에 제거된 전립선 
또는 림프절 조직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검사 및 
기타 검사의 결과는 귀하에게 적합한 치료 계획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분자 검사를 권장하는 경우 PSA, 글리슨 
등급 및 영상과 같은 표준 검사에 추가됩니다. 
귀하의 신체가 전립선암 치료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 확인하려고 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분자 종양 검사는 분자 분석 또는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검사를 받는 이유나 의미에 관한 질문이 
있는 경우 진료 팀에 문의하십시오. 

전이
영상 검사는 암이 뼈, 림프절 또는 기타 조직에 
퍼졌거나 전이되었는지 여부를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전이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전이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 뼈 

	� 림프절과 연조직

	� 내장(장기)

골 스캔은 골 전이를 찾는 데 사용됩니다. 복부 
영상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골반 영상은 
림프절 또는 기타 인근 내장(내부) 기관의 전이를 
찾는 데 사용됩니다. 

전립선암에서 내장 전이는 간, 폐, 부신, 뇌 또는 
복부 및 골반 내부 영역으로 암이 퍼지는 것입니다. 
림프절은 내장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 부위나 
신체의 다른 부위에 암이 의심되는 경우 더 많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이성 질환을 찾기 
위한 영상 검사는 위험도가 매우 낮거나 낮은 경우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 전립선 근처에 위치한 림프절에 전이된 암을 
국소 진행성 전립선암이라고 합니다. 

	� 암이 신체의 먼 부분까지 퍼지면 전이성 
전립선암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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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용적 및 대용량은 전이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 저용량 전이성(M1) 질환은 림프절 전이 및/
또는 3개 이하의 뼈 전이를 포함합니다. 

	� 고용량 전이성(M1) 질환 내장 전이 및/또는 
척추 또는 골반 외부에 하나 이상의 뼈 전이가 
있는 4개 이상의 뼈 전이를 포함합니다.

기대 수명이 5년 이상이거나 암 증상이 있는 경우 
전이 검사가 치료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치료 부작용
부작용은 치료로 이해 발생하는 문제 또는 불편한 
상태입니다. 부작용은 모든 치료의 일부입니다. 

전립선암 치료로 생길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폐

	� 요실금 

	� 발기부전  

이러한 부작용은 종종 일시적이며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장기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는 위험은 항상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 및 장 문제와 같은 기타 
부작용의 위험과 예방 또는 치료 방법은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요폐
요폐 또는 방광을 완전히 비울 수 없음. 소변을 본 
후에도 방광이 꽉 찬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요실금
요실금은 방광에서 소변의 흐름을 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실금의 정도는 다양합니다. 

발기부전
발기부전 또는 발기불능은 발기할 수 없거나 
발기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술 후 
발기 기능은 수술 전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안좋아질 수 있습니다. 전립선 근처의 신경을 
보존하는 전립선 수술은 발기 기능을 유지하고 
비뇨기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팀을 
파악하고 

그들도 귀하를 파악하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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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팀 
전립선암 치료는 팀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방사선 종양 전문의와 비뇨기과 전문의를 모두 만나 
어떤 치료법이 귀하에게 적합한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의료 서비스 팀의 일부 구성원은 암을 
치료하는 내내 귀하와 함께 할 것이며 다른 
구성원은 암 치료의 일부만 함께 할 것입니다. 
귀하의 의료 서비스 팀에 대해 알고 그들이 귀하를 
알게 하십시오.

진단에 따라 팀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주치의 귀하의 암과 관련이 없는 의료를 
담당합니다. 귀하가 자신의 암치료팀게 치료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는지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병리학자 생검이나 수술 중에 제거된 세포, 
조직 및 장기에 대한 검사를 해석합니다. 

	� 진단 방사선 전문의 엑스레이 및 기타 영상 
검사 결과를 판독합니다.

	� 마취과 의사 수술이나 시술 중에 통증을 
느끼지 않게 하는 약물을 주어 마취합니다.

	� 비뇨기과 전문의 남성과 여성의 요로 및 남성 
생식 기관의 전문가입니다.

	� 비뇨기과 종양 전문의 남성과 여성의 요로 및 
남성 생식기의 암 진단 및 치료를 전문으로 
합니다.

	� 중재적 방사선 전문의 종양을 바늘 생검하고 
절제 요법을 수행합니다.

	� 외과 종양 전문의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합니다.

	� 방사선 종양 전문의 암 치료를 위한 방사선 
요법을 처방하고 계획합니다. 

 �  의료 종양 전문의 화학 요법 및 호르몬 요법과 
같은 전신 요법을 사용하여 성인의 암을 
치료합니다. 의료 종양 전문의가 종종 귀하의 
치료를 조정할 것입니다. 누가 귀하의 진료를 
조정할 것인지 물어보십시오. 

	� 고급 진료 제공자는 모든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등록 간호사와 의사 
보조자 로 귀하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치료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 임상 수련의와 전임의는 수련 중인 의사이며, 
이들 중 일부는 특정 의학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 종양학과 간호사 전신 치료 제공, 치료 관리, 
질문에 답변, 부작용 대처 지원과 같은 실제 
치료를 제공합니다.

	� 영양사 특정 상태에 가장 적합한 음식이나 
식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 정신 건강 전문가로  
우울증, 불안 또는 기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정신 건강 상태와 같은 문제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유전 상담사 가족력이 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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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누구보다 당신의 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팀원들이 다음 사항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 어떻게 느끼는 지 

	�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 효과가 있는 것과 효과가 없는 것은 무엇인지

팀의 각 구성원에 대한 이름과 연락처 정보 목록을 
보관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귀하와 귀하의 치료에 
관련된 인원이 모두 질문이나 우려 사항에 관련하여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 지 알기 쉽습니다. 

검토
	� 의사는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얻어 치료를 

계획합니다. 

	� 기대수명은 당신이 생존할 가능성이 있는 
년수입니다. 치료를 계획하는 데 사용됩니다. 

	� 노모그램은 예후라고 하는 암의 진행 과정을 
예측합니다.

	� 위험 평가는 치료를 계획하는 데 사용됩니다. 
위험 평가는 기대 수명, 위험 그룹, 노모그램, 
가능한 분자 종양 검사로 구성됩니다.

	� 당신은 초기 위험 그룹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것은 TNM 점수, 글리슨 점수 및/또는 등급 
그룹, PSA 수치 및 생검 결과를 기반으로 
합니다. 초기 치료는 초기 위험 그룹을 
기반으로 합니다. 

	� 전립선암의 부작용으로는 요폐, 요실금, 
발기부전 등이 있습니다.

	� 수술과 방사선 치료의 장기 치료율은 
비슷하므로 방사선 종양 전문의와 비뇨기과 
전문의를 모두 만나 어떤 치료법이 귀하에게 
적합한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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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립선암의 치료	 관찰5 전립선암의 치료	 관찰	|	수술

전립선암에는 한 가지 이상의 치료법이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치료 옵션과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귀하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전립선암은 일반적으로 천천히 자라는 질병입니다. 
많은 치료 옵션이 있는 복잡한 질병입니다. 치료는 
국소적, 전신적 또는 이 둘의 조합일 수 있습니다. 
국소 요법은 암세포가 있는 신체의 특정 부위를 
표적으로 합니다. 전신 요법은 몸 전체의 암세포를 
공격합니다.

치료법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국소 요법은 특정 영역에 초점을 맞춥니다. 
전립선암의 경우 이 치료에는 수술, 냉동요법, 
방사선 요법 또는 고강도 집속 초음파 (HIFU) 
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전신 요법은 몸 전체에 작용합니다. 여기에는 
호르몬 요법, 화학 요법 또는 삶의 질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기타 
치료법이 포함됩니다.

관찰
관찰에는 전립선암을 모니터링하고 증상을 
관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PSA 수치가 상승하거나 
직장수지검사의 변화는 곧 증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목표는 증상이 시작되기 
직전에 증상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삶의 질을 양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암을 치료하기 
보다는 완화하거나 증상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수술
수술은 몸에서 암을 제거하는 절차입니다. 종양은 
수술 절제면이라고 하는 모서리 주변의 정상처럼 
보이는 전립선 조직과 함께 제거됩니다. 깨끗한 
절제면 또는 음성 절제면(R0)은 종양 가장자리 
주변 조직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양성 절제면(R1)에서는 암세포가 종양 주변의 정상 
조직에서 발견됩니다. 음성 절제면(R0)이 최상의 
결과입니다. 

수술은 주요 치료 또는 일차 치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치료 계획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받는 수술의 유형은 종양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주변 장기 및 조직에 
암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수술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개복 수술 

	� 최소 침습 수술(복강경 또는 로봇 수술)

개복 수술 
개복 수술은 하나의 큰 절개를 통해 전립선을 
제거합니다. 절개를 크게 해서 의사가 종양을 직접 
보고 접근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최소 침습 수술 
최소 침습 수술은 하나의 큰 절개 대신 여러 개의 
작은 절개를 사용합니다. 절개 부위마다 작은 
도구를 삽입하여 수술을 진행합니다. 도구 중 
하나인 복강경이라고 하는 도구는 끝에 비디오 
카메라가 달린 긴 튜브입니다. 의사가 카메라를 
통해 전립선 및 신체 내부의 기타 조직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도구는 종양을 제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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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은 전체 전립선, 정낭 및 일부 
주변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골반 림프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은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될 
때 종종 사용됩니다.

	� 종양이 전립선에서만 발견된다 

	� 수술로 종양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 당신의 기대수명이 10년 이상이다

	� 다른 심각한 건강 상태가 없다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은 복잡하며 고도로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수술에서는 
경험이 많은 외과의가 더 나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후에는 요도가 치유될 수 
있도록 카테터를 요도에 삽입하게 됩니다. 수술 후 
1~2주 동안 그대로 유지합니다. 집에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너무 일찍 제거하면 방광을 
통제하지 못하거나(요실금) 반흔조직으로 인해 
소변을 볼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은 개복수술 또는 
최소침습수술일 수 있습니다.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전의 병기는 임상적 (c) 병기라고 합니다.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후 전립선을 검사하여 암 단계를 
확인합니다. 이것을 병리학적  (P) 병기라고 합니다. 

개방 근치 전립선 절제술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치골후방 

	� 회음부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에 
대한 개방형 방법

전립선은 골반이나 다리 사이를 
크게 절개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 Copyright © 2019 Nucleus 
Medical Media, All rights reserved. 	
www.nucleusinc.com

치골후방 회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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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치적 치골후 전립선 절제술
이 수술은 배꼽에서 성기 기저부까지 이어서 
절개하여 조직을 제거합니다. 수술하는 동안 
테이블에 등을 대고 다리를 머리보다 약간 높게 
눕습니다. 

전립선을 제거하기 전에 해당 부위를 깨끗이 하기 
위해 일부 정맥과 요도를 절단합니다. 정낭은 
전립선과 함께 제거됩니다. 전립선을 제거한 후 
요도는 방광에 다시 접합합니다.

해면 신경 다발은 전립선의 양쪽에 있습니다. 
이들은 자연 발기에 필요합니다. 해면 신경에 
암이 없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경 보존 전립선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그러나 암이 의심되면 
신경 다발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제거합니다. 
제거하면 약물의 도움으로 여전히 제대로 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신경이 있든 없든 여전히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치적 회음부 전립선 절제술
근치 회음부 전립선 절제술에서는 회음부를 
절개합니다. 회음부는 음낭과 항문 사이의 
영역입니다. 

전립선과 정낭은 주변 조직에서 분리된 후 
제거됩니다. 주변 신경을 아끼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전립선을 제거한 후 요도는 방광에 
다시 접합합니다. 이 수술로는 림프절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수술 후
대부분의 남성은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후 일시적인 
요실금과 발기부전을 경험합니다. 이 두 가지 
부작용은 곧 사라질 수 있지만 일부 남성에게는 
평생 문제가 됩니다. 

1) 나이가 많거나, 2) 수술 전에 발기 문제가 있거나, 
3) 수술 중 해면체 신경이 손상되거나 제거된 경우 
발기 부전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해면 신경이 
제거되면 신경 이식이 발기 능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좋은 증거는 없습니다. 약물과 같은 
보조 기구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전립선과 정낭을 제거하면 비사정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귀하의 정액에 더 이상 
정자가 포함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반 림프절 절제술
골반 림프절 절제술(PLND)은 골반에서 림프절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개방성 치골후 수술, 복강경 
수술 또는 로봇 수술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PLND
는 일반적으로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의 일부입니다.

확장된 PLND는 제한된 PLND보다 더 많은 
림프절을 제거합니다. 확장된 PLND가 선호됩니다. 
제한된 PLND보다 약 2배 정도 자주 전이를 
찾습니다. 또한 암의 병기를 더 완벽하게 결정하고 
매우 작은(현미경) 전이가 있는 일부 남성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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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요법 
방사선 요법(RT)은 X선, 감마선 및 기타 소스에서 
나오는 고에너지 방사선을 사용하여 암세포를 
죽이고 종양을 축소합니다. 때로는 암이 재발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수술 후 진행합니다. 또한 
수술 후 PSA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남아 있을 
수 있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RT가 권장될 수 
있습니다. 진행성 및 전이성 암의 불편함이나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지 요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요법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외부 빔 방사선 요법(EBRT)은 종양에 
방사선을 조준하기 위해 신체 외부의 기계를 
사용합니다. 

	� 내부 방사선은 씨앗처럼 단단한 형태로 체내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근접 치료라고 합니다. 

EBRT
전립선암 치료에 사용되는 EBRT 유형은 두 
가지 이상입니다. 이것은 더 안전하고 더 높은 
방사선량을 허용합니다. 

암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EBRT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위 신체 방사선치료(SBRT)는 고에너지 
방사선 빔을 사용하여 5회 이하의 치료로 암을 
치료합니다.

	� 양성자 빔 방사선치료는 종양 세포를 죽이기 
위해 양성자라고 불리는 입자의 흐름을 
사용합니다.

 � 3차원 등각 방사선 요법(3D-CRT)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CT 이미지를 사용하여 종양의 
모양과 일치하는 빔을 조준합니다.

	� 강도 변조 방사선 요법(IMRT)는 종양의 
모양에 맞추기 위해 서로 다른 강도의 작은 
빔을 사용합니다. IMRT는 보다 공격적인 
전립선암에 사용할 수 있는 3D-CRT 유형에 
속합니다. 

	� 영상유도방사선치료 (IGRT)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종양의 사진을 만듭니다. 이것은 
치료 중 방사선 빔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IGRT는 위에 나열된 모든 유형과 
함께 사용되어 방사선 빔이 항상 대상에 
닿도록 합니다. 이로써 방사선 손상으로부터 
정상 조직을 보호합니다.

근접 치료 
근접 치료는 전립선암에 대한 또 다른 표준 방사선 
치료 옵션입니다. 이 치료에서는 방사선을 방사하는 
물질을 종양 내부 또는 옆에 배치합니다. 근접 
치료는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EBRT, 남성호르몬 
박탈 요법(ADT), 아니면 둘다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줄여서 브라키(브레이키라고 함) 
치료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접 치료를 단독으로 하면 기대 수명에 따라 매우 
낮거나, 낮거나, 양호한 중간 위험 전립선암이 있는 
남성의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암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근접 치료를 단독으로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전립선 암에 사용되는 근접치료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저선량률(LDR) 근접 치료 

	� 고선량률(HDR) 근접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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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 근접 치료 
저선량률(LDR) 근접 치료에서는 가늘고 속이 
빈 바늘을 사용하여 방사성 종자를 전립선에 
삽입합니다. 종자은 쌀알만한 크기입니다. 회음부를 
통해 체내에 삽입하고 영상 검사를 통해 전립선으로 
유도합니다. 

종자는 일반적으로 방사성 요오드 또는 팔라듐으로 
구성됩니다. 그들은 전립선에 머물며 몇 달 동안 
저선량 방사선량을 방출합니다. 방사선은 매우 짧은 
거리를 이동합니다. 이것은 근처의 건강한 조직을 
보존하면서 작은 영역 내에서 많은 양의 방사선을 
허용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종자는 방출을 
멈추지만 몸에 영구적으로 남습니다.

HDR 근접 치료 
HDR(고선량률) 근접 치료는 전립선 내부에 
얇은 바늘을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 이 바늘을 
카테터라고 하는 튜브에 부착합니다. 방사선은 
이 카테터를 통해 전달됩니다. 치료 후 바늘과 
카테터를 제거합니다. 

근접 치료 부스트
EBRT와 함께 사용되는 근접 치료를 근접 치료 
부스트 또는 줄여서 근접 부스트라고 합니다. LDR 
또는 HDR 근접 치료를 EBRT에 부스트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근접 치료

근접 치료에서는 방사선을 방사하는 
물질을 종양 내부 또는 옆에 
배치합니다.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Diagram_
showing_how_you_have_high_dose_brachythera-
py_for_prostate_cancer_CRUK_419.svg

전립선

방사성	
전선

카테터

초음파 프로브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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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요법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암 치료를 전신 요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호르몬 요법, 화학 요법, 표적 요법 
및 면역 요법이 포함됩니다. 각각 종양을 축소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르게 작용합니다.

자신의 전립선암 단계에 관련하여 전신 요법의 
목표에 대해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치료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전신 치료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치료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5 참조. 

전신 요법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화학 요법 - 체내에서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공격합니다 

	� 면역요법 – 신체의 자연 방어를 사용하여 
암세포를 찾고 파괴합니다. 

 � 바이오마커 표적 치료제 – 특정 분자를 
방해하여 암의 성장과 확산을 차단합니다

 � 골 표적 치료 - 뼈 통증을 완화하거나 뼈 
문제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호르몬 요법 – 호르몬을 추가, 차단 또는 
제거합니다

가이드 5
전신 요법 

화학 요법

•	 도세탁셀
•	 미톡산트론
•	 카바지탁셀
•	 시스플라틴, 카르보플라틴 및 에토포시드(소세포형 신경내분비 

전립선암에만 해당)

면역요법 •	 시풀류셀-T

바이오마커 표적 요법
•	 루카파립
•	 올라파립
•	 펨브롤리주맙

골 표적 요법

•	 데노수맙
•	 졸레드론산
•	 알렌드로네이트
•	 라듐-223

*호르몬 요법에 대해서는 가이드 6을 참조하십시오. 



40
NCCN Guidelines for Patients®:    
진행 단계의 전립선암, 2020년

5 전립선암의 치료	 전신 요법

면역요법
면역 체계는 감염과 질병에 대한 신체의 자연 
방어입니다. 세포, 조직 및 기관이 복잡하게 얽힌 
네트워크입니다. 면역 체계에는 많은 화학 물질과 
단백질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화학 물질과 단백질은 
신체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면역 요법은 면역 체계의 활동을 증진시키는 전신 
요법의 한 유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암세포를 
찾아 파괴하는 신체의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면역요법을은 일반적으로 전립선암 치료에 사용할 
때는 단독으로 진행합니다.   

시풀류셀-T
시풀류셀-T(Provenge®)는 백혈구를 사용하여 
전립선암 세포를 파괴하는 치료법입니다. 면역 
세포는 신체에서 수집되어 검사실로 보내집니다. 
그런 다음 면역 세포를 활성화하거나 전립선 
암 세포를 표적으로 변경합니다. 이 약물은  암 
백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오마커 표적 요법
바이오마커 지향 요법에서 치료는 프로그램된 
사멸 수용체-1(PD-1), BRCA1/BRCA2및 MSI-H/
dMMR과 같은 특정 바이오마커를 표적으로 합니다. 

바이오마커 표적 요법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루카파립(Rubraca™)

	� 올라파립(린파자™)

	� 펨브롤리주맙(Keytruda®)

화학 요법
화학 요법은 암세포와 정상 세포를 포함하여 몸 
전체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세포를 죽이는 약물 
요법입니다. 화학 요법에 사용되는 모든 약물은 
암세포가 성장하고 분열하는 방법과 시기를 
알려주는 지시(유전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화학 요법 약물  중 진행성 전립선암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세탁셀 

	� 카바지탁셀 

	� 미톡산트론 염산염 

도세탁셀
도세탁셀(Taxotere®)는 진행성 전립선암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도세탁셀은 ADT를 처음 
진행하는 일부 남성을 위한 옵션입니다. 도세탁셀 
은 또한 ADT가 암 성장을 막지 못하게 된 후 전이를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카바지탁셀 
카바지탁셀(Jevtana®)은 도세탁셀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옵션입니다. 그러나 카바지탁셀은 이점이 적고 
부작용이 심할 수 있습니다. 간, 신장 또는 골수가 잘 
작동하지 않거나 심각한 신경병증 또는 손과 발에서 
시작되는 통증, 무감각, 따끔거림을 초래하는 
신경 문제가 있는 경우 카바지탁셀을 복용해서는 
안됩니다. 

미톡산트론 염산염 
미톡산트론염산염(Novantrone® 또는 DHAD)은 
진행성 암으로 인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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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표적 요법 진행 
뼈를 표적으로 하는 약물은 뼈 통증을 완화하거나 
뼈 문제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약은 뼈가 파괴되는 것을 늦추거나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다른 약은 뼈의 두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립선암이 먼 부위로 퍼졌을 때 뼈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뼈를 부상과 질병의 위험에 
빠뜨립니다. 이러한 문제에는 뼈 손실(골다공증), 
골절, 뼈 통증 및 척수 압착(압박)이 포함됩니다. 
호르몬 요법과 같은 일부 전립선암 치료법은 골 
손실을 일으켜 골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뼈 손실과 골절을 예방하는 데 사용되는 3가지 
약물이 있습니다.

	� 데노수맙(Prolia®)

	� 졸레드론산(Zometa®)

	� 알렌드로네이트(Fosamax®)

골 전이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3가지 약물이 
있습니다.

	� 라듐-223

	� 데노수맙(Xgeva®)

	� 졸레드론산(Zometa®)

골밀도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뼈  안에 얼마나 많은 칼슘과 기타 미네랄이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 DEXA(이중 에너지 X선 
흡수 측정법) 스캔이라고도 하며 통증은 없습니다. 
골밀도 검사는 골다공증을 찾고 골절 위험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골절 위험이 높은 경우 호르몬 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기준선 DEXA 스캔을 권장합니다. 호르몬 요법 
1년 후에는 후속 DEXA 스캔을 권장합니다. 

데노수맙, 졸레드론산 및 알렌드로네이트
데노수맙, 졸레드론산 및 알렌드로네이트는 호르몬 
요법으로 인한 뼈 손실(골다공증) 및 골절을 
예방하는 데 사용됩니다. 신장 기능과 칼슘 수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는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를 추천할 것입니다. 

이러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치과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또한 이러한 약물이 치아와 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골괴사 또는 턱의 뼈 조직 세포사멸은 드물지만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치과 방문이 예정되었다면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이러한 약물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치아를 돌보고 치과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사성 의약품
방사성 의약품에는 방사능을 방출 하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방사성 물질은 영상 
검사에 사용되는 조영제와는 다릅니다. 

라듐-223은 뼈에 축적되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방사선이 멀리 이동하지 
않으므로 건강한 조직은 보존됩니다. 라듐-223은 
정맥(정맥 주사)을 통해 투여됩니다. 매 투여 전에 
혈액 검사를 받게 됩니다. 

라듐-223은 장을 통해 몸을 떠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작용은 메스꺼움, 설사 및 구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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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듐-223은 뼈에서 전이되었지만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은(내장 기관 전이) 전립선암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방사성 의약품입니다. 
거세 저항성이 있는 전립선암을 앓는 사람들에게 
사용됩니다. 이런 암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는 
치료(호르몬 요법)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라듐-223은 데노수맙 및 졸레드론산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 요법
호르몬 요법은 호르몬을 추가, 차단 또는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호르몬은 신체의 분비선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혈액이 호르몬을 몸 전체에 
운반합니다. 

주요 남성 호르몬 즉 안드로겐은 
테스토스테론입니다. 체내 테스토스테론의 
대부분은 고환에서 만들어지지만 신장 위에 있는 
부신에서도 소량을 만듭니다. 

황체형성호르몬분비호르몬(LHRH)과 
성선자극호르몬분비호르몬(GnRH)은 시상하부라고 
하는 뇌의 일부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입니다. 
이들 호르몬은 고환에 테스토스테론을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호르몬은 전립선암을 키울 수 있습니다. 호르몬 
요법은 신체가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것을 
막거나 테스토스테론이 신체에서 하는 일을 
차단합니다. 이로써 종양 성장을 늦추거나 일정 
기간 동안 종양을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호르몬 
요법은 고환의 외과적 제거(고환 절제술)와 같이 
국소적으로 진행하거나 전신적(약물 요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체내 테스토스테론의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가이드6 참조. 

가이드 6
호르몬 요법 

ADT
•	 닐루타미드, 플루타미드 또는 비칼루타미드 
•	 고세렐린, 히스트렐린, 류프롤라이드 또는 트립토렐린
•	 데가렐릭스

호르몬 요법

•	 엔잘루타미드, 아팔루타미드 또는 다루루타미드
•	 프레드니손 또는 메틸프레드니솔론과 아비라테론
•	 케토코나졸(단독으로 또는 하이드로코르티손과 함께 사용할 수 있음)
•	 닐루타미드, 플루타미드 또는 비칼루타미드
•	 하이드로코르티손, 프레드니손 또는 덱사메타손
• DES 또는 기타 에스트로겐

수술 •	 고환 절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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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이나 그 치료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
거세"라는 용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유형의 호르몬 요법을 의미하는 의학적 용어입니다. 
거세는 일시적 치료, 단기 치료 또는 고환 절제술과 
같이 영구적 치료일 수 있습니다. 의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물어보십시오. 

호르몬 요법은 진행성 전립선암 치료에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외과적 호르몬 요법에는 한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양측 고환 절제술은 양쪽 고환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음낭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옵션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신(의료) 호르몬 요법입니다.

 � LHRH 작용제는 고환이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는 것을 막는 약물입니다. LHRH 
작용제는 고세렐린 아세테이트, 히스트렐린 
아세테이트, 류프롤리드 아세테이트 및 
트립토렐린 파모에이트를 포함합니다. 
LHRH 작용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환을 
축소합니다. 

 � LHRH 길항제는 뇌하수체(시상하부에 부착)가 
LHRH를 만드는 것을 차단하거나 중지시키는 
약물입니다. 이로써 고환이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멈추게 합니다. 데가렐릭스는 LHRH 
길항제입니다.

	� 항안드로겐은 테스토스테론을 받는 전립선암 
세포의 수용체를 차단하는 약물입니다. 
항안드로겐에는 비칼루타미드, 플루타미드, 
닐루타미드, 엔잘루타미드, 아팔루타미드 및 
다루루타미드가 포함됩니다.

	� 에스트로겐은 부신과 다른 조직이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만들어지는 
합성 에스트로겐의 한 유형으로 
디에틸스틸베스트롤(DES)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그만큼  유방 성장과 압통, 
혈전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안드로겐 합성 억제제는 안드로겐 생성을 
차단하는 약물입니다. 케토코나졸은 항진균성 
약물로 부신과 다른 조직이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비라테론 
아세테이트는 케토코나졸과 유사합니다. 
아비라테론이 더 강력하고 독성이 적습니다.

남성호르몬 박탈요법  
남성호르몬 박탈 요법(ADT)은 체내 남성 
성호르몬의 양을 억제하거나 차단하는 
치료법입니다. 국소 및 진행성 질환에 대한 1차 
또는 주요 전신 요법입니다. ADT는 단독으로 또는 
방사선 요법, 화학요법, 스테로이드 또는 기타 
호르몬 요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 요법"이라는 용어는 혼동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호르몬 요법을 ADT라고 
합니다. 그러나 고환 절제술, LHRH 작용제 및 
LHRH 길항제만이 ADT의 한 형태입니다. 

고식적 ADT
고식적 ADT는 전립선암의 증상을 완화(고식)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고식적 ADT는 기대 수명이 5
년 이하이고 고위험, 초고위험, 국소 또는 전이성 
전립선암이 있는 사람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고식적 ADT는 관찰 중에 증상이 시작되거나 
발병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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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립선암의 치료	 호르몬 요법

호르몬 요법의 부작용 
호르몬 요법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많은 요인이 
부작용 위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요인에는 
나이, 치료 전 건강, 치료 기간 또는 빈도 등이 
포함됩니다.

부작용은 호르몬 요법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ADT는 성욕을 감소시키고 발기 부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ADT를 사용하는 경우 
의사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간헐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간헐적 치료는 ADT 치료를 받는 
기간을 교대로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호르몬 
요법과 유사하게 암을 조절할 수 있지만 치료로부터 
몸을 쉬게합니다.

ADT를 오래 받을수록 뼈가 가늘어지고 약해지는
(골다공증), 골절, 체중 증가, 근육량 감소, 당뇨병 
및 심장병에 대한 위험이 더 커집니다. ADT의 다른 
부작용으로는 안면 홍조, 기분 변화, 피로, 유방 
압통 및 성장이 있습니다. 호르몬 요법의 부작용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진료팀과 상의하십시오. 

매일 섭취하는 칼슘과 비타민 D3는 ADT를 받는 
사람들의 골다공증을 예방하거나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DT 전에 골밀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중 에너지 X
선 흡수 계측법(DEXA) 스캔을 받아야 합니다. 
골밀도가 낮으면 데노수맙, 졸레드론산 또는 
알렌드로네이트를 권장합됩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1년 후, DEXA 스캔을 또 한 번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은 노인에게 흔합니다. ADT는 
이러한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병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선별 및 치료가 
권장됩니다. ADT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 주치의에게 
알리십시오. 

ADT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의 심장 문제로 
인한 사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전립선암 단계에 관련하여 전신 요법의 
목표에 관해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스테로이드는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처럼 작용하도록 실험실에서 
만든 약물입니다. 부신은 신장 근처에서 발견되는 
작은 기관으로, 혈압을 조절하고 염증(부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에스트로겐은 부신과 
다른 조직이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것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또는 화학요법 및 기타 호르몬 
요법과 함께 사용됩니다. 

전립선암 치료를 위한 스테로이드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프레드니손

	� 메틸프레드니솔론

	� 히드로코르티손

	� 덱사메타손



45
NCCN Guidelines for Patients®:    
진행 단계의 전립선암,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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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절제술
열 절제는 암세포를 파괴(절제)하는 데 극한의 
냉기 또는 극한의 열을 사용합니다. 주변 조직에 
거의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작은 종양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냉동수술 및 고강도 집속 초음파(HIFU)
는 방사선 요법 후 다시 생긴(재발)한 비전이성 
암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두 가지 유형의 열 
절제입니다.

냉동요법
냉동 요법은 전립선 종양을 동결해서 손상시키는 
처치법입니다. 방사선 치료 후 재발한 전립선암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방사선 요법이 효과가 
없을 경우 냉동 요법이 치료 옵션입니다. 

매우 가는 바늘을 회음부를 통해 전립선으로 
삽입합니다. 회음부는 음낭과 항문 사이의 
공간입니다. 이바늘을 배치하는 데 영상 검사를 
사용합니다. 아르곤 가스가 바늘을 통해 흐르고 
전립선을 영하의 온도로 동결시킵니다. 냉동하면 
암세포가 죽습니다. 요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따뜻한 액체로 채워진 카테터를 요도에 삽입합니다. 

고강도 집속 초음파 
고강도 집속 초음파(HIFU)는 암세포를 죽이는 
데 열을 생성하는 고에너지 음파를 사용합니다. 
프로브를직장에 삽입하고 고강도 음파로 암을 
직접 겨냥합니다. HIFU(하이푸라고 함)는 방사선 
요법이 효과가 없을 경우 냉동 요법이 한 가지 치료 
옵션입니다.  

임상 시험
임상 시험은 질병의 선별, 예방, 진단 또는 치료의 
새로운 방법을 시험하는 연구 유형입니다.  

임상 시험에는 4 상이 있습니다.

 � 1상 시험은 가장 안전하고 최고로 적절한 
신약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 다른 
목표는 부작용이 가장 적은 약물을 투여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 2상 시험은 특정 유형의 암에 약물이 효과가 
있는지 평가합니다. 

 � 3상 시험은 새로운 약을 표준 치료법과 
비교합니다.

 � 4상 시험은 승인된 약물의 장기적인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합니다.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종종 암 유형이나 
병기 및 전반적인 건강면에서 비슷합니다. 이로써 
모든 변경 사항이 참가자 간의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치료의 결과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상 시험에 참여하기로 한 경우 사전 동의 양식 
을 검토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위험과 
이점을 포함하여 연구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한 후에도 언제든지 임상 시험 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공개 임상 시험이 있는지 치료 팀에 
문의하십시오. 치료 팀과 함께 임상 시험 참여의 
위험과 이점에 대해 논의하십시오. 임상 시험이 
귀하에게 적합한지 함께 결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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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립선암의 치료	 검토

검토
	� 관찰은 증상이 나타나거나 악화되기 전에 

치료하기 위해 암의 증상을 찾는 것입니다. 

	� 종양은 수술 절제면이라고 하는 모서리리 
주변의 정상처럼 보이는 조직과 함께 
제거됩니다. 수술의 목표는 음성 절제면(R0)
입니다.

	�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에서는 전립선과 정낭을 
제거합니다. 골반 림프절 절제술(PLND)
에서는 골반에서 림프절을 제거합니다.

	� 면역 요법은 신체가 질병과 싸우는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전립선암 세포를 파괴합니다.

	� 화학 요법은 암세포가 수명 주기를 완료하는 
것을 멈추게 하여 암세포의 수가 증가할 수 
없게 합니다.

	� 호르몬 요법은 테스토스테론이 생성되는 
것을 막거나 테스토스테론이 신체에서 하는 
일을 멈추게 하여 전립선암을 치료합니다. 
국소 및 진행성 질환에 사용하는 주요 전신 
요법입니다.

	� 방사성 의약품은 골 전이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방사성 약물입니다.

	� 방사선은 암세포를 죽이거나 새로운 암세포가 
생성되는 것을 막습니다.

	� 냉동 요법은 암세포를 얼려서 죽이고 고강도 
집속 초음파(HIFU)는 가열하여 암세포를 
죽입니다. 

	� 임상 시험은 치료법이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가 
좋은지 알아보기 위해 치료법을 연구하는 연구 
유형입니다. 때로는 임상 시험이 전립선암에서 
선호되는 치료 옵션입니다.

임상시험 찾기

임상 시험에 등록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때 
권장합니다.

	3 온라인으로 NCCN 회원 기관의 
임상 시험을 확인하려면 	
nccn.org/clinical_trials/member_
institutions.aspx에 접속하십시오.

	3 미국 및 전 세계의 임상 시험에 대한 국립 
보건원(NIH)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려면 
ClinicalTrials.gov에 접속하십시오.

	3 NCI(National Cancer Institute)에서 지원하는 
임상 시험을 찾으려면  
cancer.gov/about-cancer/treatment/
clinical-trials/search에 접속하십시오. 

암 팀에게 임상 시험을 찾는 데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NCI의 암 정보 서비스
(CIS)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800.4.CANCER(1.800.422.6237)로 전화하거나 
cancer.gov/contact에 접속하십시오. 

https://www.nccn.org/clinical_trials/member_institutions.aspx
https://www.nccn.org/clinical_trials/member_institutions.aspx
http://ClinicalTrials.gov
https://www.cancer.gov/about-cancer/treatment/clinical-trials/search
https://www.cancer.gov/about-cancer/treatment/clinical-trials/search
https://www.cancer.gov/contact
https://www.cancer.gov/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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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SA	지속 또는 재발	 전립선 절제술 후	

PSA 지속에서 PSA 수치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후에도 낮아지지 않습니다. PSA 
수치가 0으로 떨어졌지만 나중에 암이 다시 
생기는 경우 이를 재발이라고 합니다. 수술 
후 발생하는 PSA 지속 또는 재발은 방사선 
요법 후 PSA 지속 또는 재발과 다르게 
치료됩니다.  

PSA 수치는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이나 외부 빔 
방사선 요법(EBRT) 후에 거의 감지할 수 없어야 
합니다. 치료 후에도 PSA 수치가 거의 0으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 PSA 지속이라고 합니다.

PSA 수치가 거의 0으로 떨어진 후 암이 다시 
생기는 경우를 재발이라고 합니다. 암은 신체의 
같은 부위나 다른 부위에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후 재발은 EBRT 후에 
재발하는 암과 다르게 치료합니다. 

때때로 암은 PSA 지속 또는 재발 없이 전이성 
질환으로 진행합니다. 이것을 거세 반응성 
전립선암이라고 합니다. 거세 반응성 전립선암의 
치료는 다음 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립선 절제술 후 

지속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후 전립선 전체가 
제거되었으므로 PSA 수치는 거의 0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는 지속성 
암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재발
PSA 수치가 0으로 떨어지거나 감지할 수 없지만 
나중에 두 번 연속 증가하면 암이 다시 생겼을 수 
있습니다(재발). 그 PSA 수치가 2배까지의 되는 
시간을 PSA 배가 시간(PSADT)으로 계산합니다.

검사
의사가 다음 검사를 고려할 것입니다.

 �  PSADT

	� 골 스캔

	� 흉부 CT

	� 복부 및 골반의 CT 또는 MRI

 � PET/CT 또는 PET/MRI

	� 전립선와 생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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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SA	지속 또는 재발	 전립선 절제술 후	

치료 
치료는 검사에서 원격 전이가 발견되는지 여부를 
기반으로 합니다. 가이드7 참조.

전이 없음(M0)
원격 전이가 없는 경우 치료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EBRT

 � ADT를 동반한 EBRT

	� 관찰

EBRT와 함께 ADT를 제공하면 특정 환자의 
생존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ADT와 함께 EBRT
를 선택하는 경우 간헐적 ADT를 고려해야 합니다. 
귀하가 나이가 많고 PSADT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관찰은 선택 사항입니다. 관찰은 암의 증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완화 ADT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검사로 구성됩니다.

ADT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LHRH 작용제 단독 

	� 항안드로겐과 LHRH 작용제

 � LHRH 길항제

치료 후 
치료 후 질병 진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검사가 
시작됩니다. ADT를 사용하는 경우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측정합니다. 

테스트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골 스캔

	� 흉부 CT

	� 복부 및 골반의 CT 또는 MRI

 � PET/ CT 또는 PET/ MRI(필요시) 

원격 전이(M1)
원격 전이가 발견되면 치료 옵션은 그 다음 장의 
거세반응성 전립선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이드 7
치료 옵션: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후 PSA 지속 또는 재발

원격 전이 없음

EBRT

ª 암이 진행되면
7장: 거세반응성 전립선암 참조

ADT를 동반한 EBRT

관찰

원격 전이 7장: 거세반응성 전립선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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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SA	지속 또는 재발	 방사선 치료 후	

방사선 치료 후 
방사선 치료 후 PSA 수치는 일반적으로 거의 0으로 
떨어집니다. PSA 수치가 거의 0으로 떨어졌다가 
나중에 2ng/mL 이상 증가하면 암이 재발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른 PSA 변화도 재발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암의 징후는 직장수지검사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 PSA 수치가 2배까지의 되는 시간을 
PSA 배가 시간(PSADT)으로 계산합니다.

PSADT가 빠르면 암이 전립선 외부로 퍼졌음을 
암시합니다. 귀하의 위험 수준을 찾는 데 
사용됩니다. 원격 전이를 찾기 위해 영상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치료 
치료는 귀하가 국소 요법 대상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소 요법은 전립선에 초점을 
맞춘 치료입니다. 여기에는 PLND를 사용한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근접 요법, 냉동 요법, 고강도 집속 
초음파(HIFU)가 포함됩니다. 관찰도 하나의 선택 
사항입니다.

국소 요법은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될 때 종종 
사용됩니다.

	� 원래 임상적 병기가 T1–T2, NX(림프절의 
암을 평가할 수 없음) 또는 N0일 것

	� 기대 수명 10년 이상

 � PSA 밀도 10 ng/mL 미만

치료 옵션에 대해서는 가이드 8을 참조하십시오.

가이드 8
치료 옵션: 방사선 요법 후 PSA 지속 또는 재발

국소 요법은 
선택 
사항입니다.

TRUS 생검으로 암 발견:
•	 관찰
• PLND를 사용한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	 근접 치료 
•	 냉동요법
• HIFU ª

암이 진행되면

• 7장: 거세반응성 전립선암 참조  	

• 8장: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참조
TRUS 생검으로 암을 발견하지 않았으면:

•	 관찰
• A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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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SA	지속 또는 재발	 검토

국소 요법이 귀하에게 적합한지 확인하는 검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PSADT

	� 골 스캔

	� 전립선 MRI

 � TRUS 생검

다른 검사로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흉부 CT

	� 복부 및 골반의 CT 또는 MRI

 � PET/CT 또는 PET/MRI

TRUS 생검으로 암 발견
국소 요법 옵션은 TRUS 생검에서 암이 발견되는지 
여부를 기반으로 합니다.

TRUS 생검에서 암이 발견되면 치료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찰

 � PLND를 사용한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 근접 치료 

	� 냉동요법

 � HIFU

TRUS 생검으로 암을 발견하지 않았으면
TRUS 생검에서 암을 발견하지 않으면 치료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찰 

 � ADT

치료 후 
치료 후 질병 진행을 모니터링합니다. 질병 진행이 
의심되는 경우 암이 성장했거나 퍼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골 스캔

	� 흉부 CT

	� 복부 및 골반의 CT 또는 MRI

 � PET/ CT 또는 PET/ MRI(필요시) 

검토
	� 전립선암을 수술이나 방사선 요법으로 

치료한 후 PSA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PSA 재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암이 다시 
생겼거나(재발) 치료로 체내 암의 양을 줄이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지속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후 재발한 암은 
방사선치료 후에 재발하는 암과 다르게 
치료합니다.

	�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후 지속 또는 재발은 
원격 전이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방사선 요법 후 지속 또는 재발은 국소 요법이 
선택 사항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소 
요법은 전립선에 초점을 맞춘 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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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거세반응성 전립선암	 전이 없음(M0)

ADT를 받지 않았는데 전립선암이 
진행되거나 악화되면 거세반응성 
전립선암이라고 합니다. 초기 또는 첫 
번째 진단이 전이성 전립선암이었다면 
거세반응성 전립선암에 걸렸을 수 있습니다.   

거세반응성 전립선암은 일반적으로 호르몬 
요법으로 치료합니다. 이것은 암의 확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세반응성 전립선암에 대한 
치료 옵션은 암이 전이되었는지(M1) 전이되지 
않았는지(M0)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이드9 참조.

전이 없음(M0)
전이가 없는 경우 옵션은 관찰(선호) 또는 ADT
입니다.

관찰
관찰은 전이가 없는 (M0) 거세 반응성 전립선암에 
선호되는 옵션입니다. 관찰은 정기적인 검사로 
구성되어 암의 증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고식적 ADT를 포함한 치료를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관찰 중 검사에는 PSA와 직장수지검사가 
포함됩니다.

호르몬 요법
양쪽 고환을 제거하는 외과적 거세를 양측 고환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이 수술은 일종의 남성호르몬 
박탈 요법(ADT)입니다. 다른 ADT와 고환 절제술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LHRH 작용제 또는 LHRH 
길항제 또는 항안드로겐과 LHRH 작용제와 같은 
호르몬은 이 암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ADT 
유형입니다. 

ADT는 독성이 있고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선택적으로 간헐적 ADT
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간헐적 치료는 ADT 

가이드 9
치료 옵션: 거세반응성 전립선암  

M0 •	 관찰(선호)
• ADT ª

치료 후: 
• 3~6개월마다 PSA와 신체 검사
•	 증상 또는 PSA 증가에 대한 

영상 촬영

M1

ADT 단독 또는 다음 중 하나를 ADT와 함께 
진행합니다.

•	 아팔루타미드(선호)
•	 아비라테론(선호)
•	 도세탁셀(선호)
•	 엔잘루타미드(선호)
•	 미립자 아비라테론
•	 저용량 전이에 대한 원발성 

종양에 EBRT

ª
치료 후: 

• 3~6개월마다 PSA와 신체 검사
•	 증상 또는 PSA 증가에 대한 영상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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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거세반응성 전립선암	 전이(M1)

치료를 받는 기간과 받지 않는 기간을 교대로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호르몬 요법과 유사하게 암을 
조절할 수 있지만 치료로부터 몸을 쉬게합니다.

간헐적 ADT는 종종 지속적인 치료로 시작되어 약 
1년 후에 중단됩니다. 특정 PSA 수치에 도달하거나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를 재개합니다. 치료를 
재개해야 하는 PSA 수치는 상승률, 치료 중단 시간, 
이전 치료 시 PSA 수치, 또는 개인에게 특정한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헐적 
ADT에서는 특히 치료 중단 기간 동안 PSA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LHRH 작용제는 몇 주 동안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를 “발적”이라고 
합니다. 영상 검사(명백한 전이)에서 뼈 전이가 보일 
경우 발적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암이 자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발적을 
예방하기 위해 약을 투여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받고 있는 ADT의 부작용과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우려 사항이 
있는지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전이(M1)
전이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게 됩니다. 

테스트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골 스캔

	� 흉부 CT

	� 조영제 유무에 관계없이 복부/골반 CT 또는 
복부/골반 MRI

 � PET/CT 또는 PET/MRI 

	� 바이오마커 검사 및 유전성 암 위험에 대한 
유전자 검사

치료 옵션은 ADT 단독 또는 다음 중 하나를 ADT와 
함께 진행합니다.

	� 아팔루타미드(선호)

	� 아비라테론(선호)

	� 도세탁셀(선호)

	� 엔잘루타미드(선호)

	� 미립자 아비라테론

	� 소용량 전이에 대한 원발성 종양에 EBRT

방사선 요법
뼈 전이를 치료하거나 전립선암이 초래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EBRT를 ADT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 요법
고환 절제술은 ADT의 한 유형입니다. 화학 
요법이나 다른 호르몬 요법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약물 형태의 ADT는 단독으로 또는 화학요법 및 
기타 호르몬 요법과 함께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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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거세반응성 전립선암 모니터링 | 질병 진행 | 검토

모니터링
호르몬 요법을 받는 동안 의사는 치료 결과를 
모니터링합니다. PSA 수치가 상승하는 것은 
암이 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증가를 
생화학적 재발이라고 합니다. PSA 수치가 상승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검사하여 거세 수준(50ng/dL 
미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세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질병 진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검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3~6개월마다 PSA와 신체 검사 

	� 증상 또는 PSA 증가에 대한 영상 촬영

위의 검사에서 암이 자라거나 퍼질 수 있음이 
나타나면 다음 검사를 권장합니다.

	� 골 스캔

	� 흉부 CT

	� 골반과 복부 CT 또는 골반과 복부 MRI

 � PET/CT 또는 PET/MRI 고려

질병 진행
거세 반응성 전립선암이 성장하거나 퍼지고 
치료에 반응하지 않아 악화되는 경우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합니다. 

검토
	� 남성호르몬 박탈 요법(ADT)을 받지 않을 때 

진행되는 암을 거세반응성 전립선암이라고 
합니다. 전이성(M1) 또는 비전이성(M0)일 
수 있습니다.

 � M1 거세반응성 전립선암은 ADT 단독 또는 
EBRT, 화학요법 또는 기타 호르몬 요법과 
같은 다른 요법을 함께 사용하여 치료합니다.

	� 고환을 제거하는 수술(고환 절제술)은 ADT의 
한 형태이며 거세 반응성 전립선암 M0 및 M1 
모두에 대한 옵션입니다. 

 � ADT는 단독으로 또는 방사선 요법, 화학요법, 
스테로이드 또는 기타 호르몬 요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관찰은 M0 거세 반응성 전립선암에 선호되는 
옵션입니다.

	� 치료 기간 동안 정기적인 신체 검사, PSA 검사 
및 골 스캔(필요한 경우)을 받게 됩니다.

	� 만약에 어떤 검사에서 암이 진행 중일 수 
있음이 표시되면 전이 여부에 따라 다음 
치료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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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개요8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개요	|	M0	CRPC

많은 초기 단계의 전립선암이 성장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테스토스테론이 필요하지만 
거세저항성 전립선암(CRPC)은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는 전이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이가 있는 경우 전이 유형에 
따라 치료합니다.

개요
테스토스테론 거세를 50ng/dL 미만 수치까지 
해도 전립선암이 진행되면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CRPC)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립선 암이 
계속해서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많은 초기 
단계의 전립선암이 성장하기 위해 테스토스테론이 
필요하지만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행성 전립선암을 앓고 있는 대부분의 남성은 
남성호르몬 박탈 요법(ADT)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ADT에 다른 호르몬 요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2차 호르몬 요법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옵션으로 ADT를 화학 요법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치료 옵션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기반합니다.

	� 전이 없음(M0) - 전이가 없으면 M0 CRPC로 
표기합니다. 

	� 전이(M1) 및 전이 유형 - 전이가 있는 경우 
M1 CRPC로 표기합니다. 

ADT를 진행하는 동안 암이 재발했지만 이 요법을 
계속 진행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RPC를 
치료하려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거세 수치(50ng/
dL 미만)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진행 중인 치료를 
계속하거나 의사가 호르몬 치료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격 전이의 징후를 찾기 위해 영상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M0 CRPC
M0 CRPC는 원격 전이의 징후가 없는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입니다. 가이드10 참조.

치료
원격 전이를 관찰하기 위한 영상 검사와 PSA 
수치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혈액 검사를 계속 
하게 됩니다. 또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50ng/
dL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해 ADT를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치료의 목표는 전립선암이 퍼지는 것을 
지연시키고 치료의 부작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PSA 배가 시간(PSADT)을 측정하게 됩니다. PSA 
배가 시간(PSADT)은 PSA 수치가 두 배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치료 옵션은 PSADT를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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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DT가 10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PSA가 두 배로 증가하는 시간이 10개월을 
초과한다면 관찰(선호) 또는 다른 호르몬 
요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PSADT가 10개월 이하인 경우
PSA가 2배가 되는 데 10개월 이하가 소요되는 
경우 호르몬 요법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팔루타미드(선호)

	� 다루루타미드(선호)

	� 엔잘루타미드(선호)

	� 기타 호르몬 요법

귀하의 PSA 수준이 위의 치료 중 하나를 
진행하면서 증가 하면 전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 단계가 결정됩니다. 

전이 없음(M0)
전이가 없다면 의사는 현재의 호르몬 치료를 
변경하거나 유지하고 암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의사는 암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징후가 
있는지 찾을 것입니다. 암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현재 치료가 암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이(M1)
전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검사를 
수행합니다.

 �  골 영상 검사

	� 흉부 CT

	� 복부 및 골반의 CT 또는 복부 및 골반의 MRI 

 � PET/CT 또는 PET/MRI 고려 

가이드 10
치료 옵션: M0 CRPC

PSADT 10
개월 이상

•	 관찰(선호)
•	 기타 호르몬 요법ª

PSA가 증가하는 경우 
영상검사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골 스캔
•	 흉부 CT
•	 복부 및 골반의 CT 또는 MRI 
• PET/CT 또는 PET/MRI 고려

ª

전이가 없으면 현재 
치료를 변경하거나 
유지하고 모니터링을 
계속 합니다.

전이된 경우, 	
 M1 CRPC 참조

PSADT 
10개월 이하

선호하는 옵션:
•	 아팔루타미드 
•	 다루루타마이드
•	 엔잘루타미드 ª PSA가 증가하지 않으면 현재 치료를 계속하고 모니터링을 계속 

합니다.

기타 호르몬 
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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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 뼈 

	� 림프와 연조직

	� 내장(장기)

저용적 및 대용량은 전이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 저용량 전이성(M1) 질환은 림프절 전이 및/
또는 3개 이하의 뼈 전이를 포함합니다. 

 � 고용량 전이성(M1) 질환 내장 전이 및/또는 
척추 또는 골반 외부에 하나 이상의 뼈 전이가 
있는 4개 이상의 뼈 전이를 포함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전이가 있는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M1 CRPC)에 대한 치료 옵션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한 옵션은 암이 내부(내장) 기관에서 
발견되는지 여부를 기반으로 합니다. 

M1 CRPC 
전이 유형에 따라 M1 CRPC를 치료합니다. 뼈 
전이는 뼈로 전이되었지만 내부(내장) 장기에는 
전이되지 않은 암입니다. 내장 전이는 간, 폐, 부신, 
복막 또는 뇌에서 발견됩니다. 복막은 복벽을 
둘러싸고 있으며 복부에 있는 대부분의 장기를 덮고 
있습니다. 림프절과 근육이나 혈관과 같은 연조직은 
내장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검사 
내장 전이는 생검합니다. 이전에 수행하지 
않은 경우 MSI-H 또는 dMMR, 생식선 및 기타 
돌연변이에 대해 종양을 검사합니다. 골 전이를 
확인하기 위해 영상 검사가 수행됩니다.

소세포 또는 신경내분비 전립선암
검사에서 소세포 또는 신경내분비 전립선암이 
발견되면 치료 옵션은 화학요법과 최선의 지지 
요법입니다. 

화학 요법 옵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시스플라틴과 에토포사이드

	� 카보플라틴과 에토포사이드

	� 도세탁셀과 카보플라틴

치료 개요
거세 수준인 50ng/dL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해 
남성호르몬 박탈 요법(ADT)을 계속할 것입니다. 

M1 CRPC 치료에는 최상의 지지 요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상의 지지 요법은 암 
치료법이 아닙니다. 삶의 질을 향상하고 불편함을 
완화시키는 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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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전이에 대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골 표적 요법(데노수맙 선호)

	� 고통스러운 뼈 전이에 대한 완화 방사선 요법 

1차 치료 
M1 CRPC에 대한 1차 전신 요법 옵션 목록은 
가이드 11에 있습니다.

선호하는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비라테론  

	� 도세탁셀

	� 엔잘루타미드 

	� 시풀류셀-T

나열된 모든 치료 옵션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상의 지지 요법은 항상 선택 
사항입니다. 

라듐-223
라듐-223은 내부(내장) 장기가 아닌 뼈에서 주로 
발생하는 전이에 대한 선택 사항입니다. 

시풀류셀-T 
시풀류셀-T 는 자신의 면역 세포에서 생성된 면역 
요법입니다. 전이가 연조직, 림프절 또는 내장 
기관이 아닌 뼈에 있는 전이성 CRPC를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시풀류셀-T 이외의 치료의 경우 치료가 효과가 
있으면 PSA 수치의 저하 또는 영상 검사의 개선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풀류셀-T에서는 
이런 일이 즉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가 
개선되지 않아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가이드 111
1차 요법 옵션: M1 CRPC

선호하는 옵션:
•	 아비라테론  
•	 도세탁셀
•	 엔잘루타미드
•	 시풀류셀-T 

골 전이용 라듐-223 

다른 치료법을 견딜 수 없는 내장 전이 환자의 통증 완화에 미톡산트론

미립자 아비라테론  

기타 호르몬 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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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치료 
다음 또는 2차 요법은 첫 번째 요법에서 다음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기반으로 합니다.

	� 엔잘루타마이드 또는 아비라테론

	� 도세탁셀

전신 요법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이전과 다른 요법을 
시도하게 됩니다. 나열된 모든 치료 옵션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상의 지지 요법은 항상 선택 
사항입니다. 가이드12 참조.

가이드 12
2차 요법 옵션: M1 CRPC

엔잘루타마이드 
또는 아비라테론 후 옵션

우선 •	 도세탁셀
•	 시풀류셀-T

유용한

•	 상동재조합복구 돌연변이(HRRm)용 올라파립
• MSI-H 또는 dMMR용 펨브롤리주맙
•	 골 전이용 라듐-223 
• BRCA 돌연변이용 루카파립

기타, 
이전에 
복용하지 
않은 경우

•	 아비라테론
•	 카바지탁셀
•	 엔잘루타미드 
•	 미립자 아비라테론
•	 기타 호르몬 요법

도세탁셀 후 옵션

우선
•	 아비라테론
•	 카바지탁셀
•	 엔잘루타미드

유용한

•	 다른 치료법을 견딜 수 없는 내장 전이 환자의 통증 
완화에 미톡산트론 

•	 상동재조합복구 돌연변이(HRRm)용  올라파립 
• MSI-H 또는 dMMR용 펨브롤리주맙
•	 골 전이용 라듐-223
• BRCA 돌연변이용 루카파립

기타, 
이전에 
복용하지 
않은 경우

•	 도세탁셀 재도전 고려
•	 미립자 아비라테론
•	 시풀류셀-T
•	 기타 호르몬 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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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CRPC가 진행될 때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이 진행되면 의사는 이전과 
다른 치료법을 시도할 것입니다. 나열된 모든 치료 
옵션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옵션은 전이 및 
종양 돌연변이의 유형을 기반으로 합니다. 최상의 
지지 요법은 항상 선택 사항입니다.

	� 도세탁셀이 실패하면 의사가 도세탁셀을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도세탁셀 
재도전이라고 합니다. 

 � CRPC를 앓는 모든 사람은 최상의 지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치료에서 원하는 것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언제든지 전신 요법을 계속하지 
않기로 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 요법에 대해서는 가이드 13을 
참조하십시오.

가이드 13
치료 옵션: M1 CRPC 질환 진행

우선

이전에 복용하지 않은 경우 아래에서 하나:
•	 아비라테론 
•	 카바지탁셀
•	 도세탁셀 재도전
•	 엔잘루타미드

경우에 따라 유용

•	 상동재조합복구 돌연변이(HRRm)용 올라파립
• MSI-H 또는 dMMR용 펨브롤리주맙
•	 다른 치료법을 견딜 수 없는 내장 전이 환자의 통증 완화에 미톡산트론 
•	 골 전이용 라듐-223
• BRCA 돌연변이용 루카파립

기타, 이전에 복용하지 
않은 경우

•	 미립자 아비라테론
•	 기타 호르몬 요법



63
NCCN Guidelines for Patients®:    
진행 단계의 전립선암, 2020년

8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검토

검토

	� 진행 단계의 질병은 종종 남성호르몬 
박탈요법(ADT)으로 먼저 치료됩니다.

	� 거세저항성 전립선암(CRPC)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아주 낮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전립선암입니다. 전이성
(M1 CRPC) 또는 비전이성(M0 CRPC)일 
수 있습니다. 

	� 만약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서 테스토스테론 
억제가 암을 조절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면 
다른 전신 요법이 필요합니다. ADT는 
계속됩니다.

 � M0 CRPC에 대한 치료의 목표는 전립선암이 
퍼지는 것을 지연시키고 치료의 부작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 M1 CRPC에 대한 치료는 내장(내부 장기) 
전이가 있는지 여부를 기반으로 합니다.

	� 라듐-233은 뼈 전이가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됩니다.

	� 시플류셀-T는 전이가 연조직, 림프절 또는 
내장 기관이 아닌 뼈에 있는 전이성 CRPC를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 CRPC를 앓는 모든 사람은 최상의 지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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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암 치료를 편안하게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선택은 의사와 개방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귀하와 귀하의 의사는 의사 결정을 공유 과정을 
거쳐 정보를 공유하고 선택 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치료 계획에 동의합니다. 그것은 귀하와 귀하의 
의사 간의 개방적이고 정직한 대화에서 시작합니다. 

치료 결정은 매우 개인적입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

	� 귀하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 귀하의 종교적, 영적 신념

	� 수술이나 화학 요법과 같은 특정 치료법에 
대한 감정

	� 메스꺼움과 구토와 같은 통증이나 부작용에 
대한 느낌

	� 진료비, 진료소까지의 이동거리, 퇴근시간

	� 삶의 질과 수명

	� 귀하가 얼마나 활동적인지와 귀하에게 중요한 
활동은 무엇인지

치료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특정 치료 및 절차의 위험과 이점을 공개적으로 
논의하십시오. 선택 사항의 경중을 고려하여 의사와 
우려 사항을 공유하십시오. 시간을 할애하여 의사와 
관계를 구축하면 옵션을 고려하고 치료 결정을 내릴 
때 지원 받는 느낌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2차 소견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시작하고 싶은 것이 
정상입니다. 암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의사가 
검사 결과를 검토하고 치료 계획을 제안하도록 할 
시간은 있습니다. 이것을 2차 소견 받기라고 하며 
이는 암 치료의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의사도 2차 
소견을 받습니다! 

준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 2차 소견에 대한 규정에 대해 보험 회사에 
확인하십시오. 귀하의 보험 플랜에 속하지 
않은 의사의 진료를 받는 데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모든 기록의 사본을 의사에게 보내 2차 소견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십시오. 

지원 그룹
암 진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도움이 되는 지원 
그룹을 찾습니다. 지원 그룹에는 종종 다양한 치료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새로 진단받은 
사람도 있고 치료를 끝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병원이나 지역사회에 암 환자를 위한 지원 
그룹이 없다면 이 책자에 나열된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의사에게 물어볼 질문
의사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은 다음 페이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스스로 질문을 떠올려 보십시오. 치료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치료를 통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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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치료 결정 내리기	 의사에게 물어볼 질문

검사 및 병기 결정에 관한 질문
1.	 어떤 검사를 받게 됩니까?

2.	 언제 생검을 받게 됩니까? 생검을 한 번 이상 받게 됩니까? 위험 요소는 무엇입니까? 

3.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됩니까?

4.	 얼마나 빨리 결과를 알게 되며 누가 나에게 설명하게 됩니까?

5.	 다음 단계에 관해서는 누가 나에게 알려줍니까? 언제 알려줍니까?

6.	 검사 기간 동안 나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7.	 병리 보고서와 기타 검사 결과 사본을 주시겠습니까?

8.	 암 병기는 무엇입니까? 생존 측면에서 이 병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9.	 암의 등급은 무엇입니까? 이 등급이 암이 빠르게 성장하고 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10.	암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치료가 암의 성장을 얼마나 잘 막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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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치료 결정 내리기	 의사에게 물어볼 질문

치료에 관한 질문 
1.	 내가 할 수 있는 치료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점과 위험은 무엇입니까? 

2.	 어떤 치료법을 추천하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나이, 건강 및 기타 요인이 선택 사항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4.	 언제까지 치료를 결정해야 합니까? 

5.	 언제 치료를 시작합니까? 치료는 얼마나 걸립니까?

6.	 치료비는 얼마나 듭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얼마나 지급하게 됩니까?

7.	 암이 재발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재발하면 어떻게 치료합니까? 

8. 2차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추천해주실 분 계십니까? 

9.	 어떤 치료가 나에게 최고의 삶의 질을 줄 수 있습니까?

10.	치료를 받는 동안 특히 피하거나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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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치료 결정 내리기	 의사에게 물어볼 질문

의사에게 수술에 관해 물어볼 질문
1.	 나는 어떤 수술을 받게 됩니까?

2.	 수술 중 제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3.	 수술 후 회복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4.	 통증은 얼마나 심합니까? 통증을 관리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입니까?

5.	 수술은 방광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얼마나 오래 카테터가 필요합니까?

6.	 카테터의 불편함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7.	 수술은 발기하고 발기를 유지하는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8.	 장기적인 비뇨기 문제에 대한 위험 요소는 무엇입니까?

9.	 수술에서 예상할 수 있는 다른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10.  수술 전, 수술 중 또는 수술 후에 어떤 치료를 받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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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치료 결정 내리기	 의사에게 물어볼 질문

의사에게 방사선치료에 대해 물어볼 질문
1.	 나는 어떤 방사선치료를 받게 됩니까?  

2.	 전립선만 치료할 것입니까, 아니면 림프절도 함께 치료할 것입니까?

3.	 방사선과 함께 호르몬 요법을 사용할 예정입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합니까?

4.	 얼마나 많은 치료 세션이 필요합니까? 방사선 치료를 더 짧게 할 수 있습니까?

5.	 여기에서 근접치료를 제공합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근접치료가 가능한 곳에 의뢰할 
수 있습니까?

6.	 방사선 요법은 치료 측면에서 수술과 어떻게 다릅니까?

7.	 방사선은 방광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8.	 방사선은 장기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9.	 방사선은 성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10.	방사선에서 예상할 수 있는 다른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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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치료 결정 내리기	 의사에게 물어볼 질문

의사에게 부작용에 대해 물어볼 질문 
1.	 치료의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2.	 전립선암이나 그 치료로 인해 요폐, 요실금, 장 문제 또는 발기 부전을 경험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3.	 이러한 부작용은 얼마나 오래 지속됩니까?

4.	 부작용을 줄이거나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5.	 부작용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어떤 약을 복용할 수 있습니까?

6.	 통증 및 기타 부작용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7.	 부작용이 있으면 치료를 중단하거나 치료를 변경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8.	 어떤 부작용을 주의해야 합니까? 언제 전화해야 합니까? 문자를 보내도 됩니까?

9.	 치료 완료 후 평생 지속되거나 되돌릴 수 없는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10.	치료의 부작용을 악화하는 약물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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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치료 결정 내리기	 의사에게 물어볼 질문

의사에게 임상시험에 관해 물어볼 질문
1.	 나의 전립선암 유형과 병기로는 어떤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2.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치료법은 무엇입니까? 

3.	 치료법이 무엇을 합니까? 

4.	 치료법을 전에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치료법이 다른 유형의 암에 사용되었습니까?

5.	 이 치료의 위험과 이점은 무엇입니까? 

6.	 어떤 부작용을 예상해야 합니까? 부작용은 어떻게 제어합니까? 

7.	 얼마나 오래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됩니까?

8.	 이것이 효과가 없으면 다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9.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0.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데 비용이 발생합니까? 그렇다면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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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치료 결정 내리기	 웹사이트

웹사이트

American Cancer Society
cancer.org/cancer/prostatecancer/index

California Prostate Cancer 
Coalition (CPCC)
prostatecalif.org

Malecare Cancer Support
malecare.org	
cancergraph.com

NASPCC, National Alliance of State 
Prostate Cancer Coalitions
naspcc.org

National Coalition for Cancer 
Survivorship
Canceradvocacy.org/toolbox

National Prostate Cancer Awareness 
Foundation (PCaAware)
pcaaware.org

Nomograms
nomograms.mskcc.org/Prostate/index.aspx 

Prostate Cancer Foundation
pcf.org

PCEC
prostateconditions.org

Prostate Health Education Network 
(PHEN)
prostatehealthed.org

Urology Care Foundation
urologyhealth.org

Us TOO International Prostate Cancer 
Education and Support Network 
ustoo.org/Home

Veterans Prostate Cancer Awareness
vetsprostate.org

ZERO – The End of Prostate Cancer
zerocancer.org

http://cancer.org/cancer/prostatecancer/index
http://naspcc.org
http://malecare.org
http://malecare.org
http://naspcc.org
http://Canceradvocacy.org/toolbox
http://pcaaware.org%20
http://nomograms.mskcc.org/Prostate/index.aspx%20
https://www.pcf.org/
http://prostateconditions.org
http://prostatehealthed.org
https://www.urologyhealth.org/
https://ustoo.org/Home
http://vetsprostate.org/
http://zerocanc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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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할 단어

알아야 할 단어

남성호르몬 박탈요법(ADT)
고환을 제거하거나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지 
못하게 막는 치료법입니다. 수술이나 약물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안드로겐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의 작용을 멈추는 약물입니다.

최고의 지지적 치료
삶의 질을 향상하고 불편함을 완화시키는 
치료입니다.

양측 고환절제술
양쪽 고환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생검
질병 검사를 위해 체액이나 조직 샘플을 절제하는 
절차입니다. 

근접 치료
종양 근처 또는 종양 내부에 주입된 물질의 
방사선으로 치료합니다. 내부 방사선 치료라고도 
합니다. 

거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게 또는 0에 가깝게 
유지하기 위해 고환을 제거하는 수술 또는 고환의 
기능을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합니다.

거세반응성 전립선암
남성호르몬 박탈 요법(ADT)을 받지 않으면 
전립선암이 악화됩니다. 

거세저항성 전립선암(CRPC)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전립선암이 악화됩니다. 

복합 남성호르몬차단요법(CAB)
테스토스테론의 생성과 작용을 멈추는 암 
치료법입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CT)
여러 각도에서 X선을 사용하여 신체 내부의 사진을 
생성하는 검사입니다. 

냉동요법
암세포를 얼려서 죽이는 치료법입니다. 
동결절제라고도 합니다. 

디지털 직장 검사 
직장 벽을 통해 전립선을 촉진하는 검사입니다. 

이중 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DEXA)
소량의 방사선을 사용하여 뼈 사진을 만드는 
검사입니다. 골밀도 측정이라고도 합니다.

발기부전
음경으로 흐르는 혈류가 부족하여 음경이 
단단해지거나 단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외부 빔 방사선 요법(EBRT)
신체 외부의 기계에서 방사선을 쪼여 암을 
치료합니다.

발적 현상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기 위해 치료를 시작한 후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합니다. 

글리슨 등급
전립선암 세포가 정상 세포처럼 보이는 정도를 
등급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전립선 세포가 땀샘을 
형성하는 능력을 기준으로 병리학자가 1(최고)
에서 5(최악)까지 점수를 매겼습니다. 가장 우세한 
등급은 가장 흔한 패턴이고, 두 번째로 우세한 
등급은 두 번째로 흔한 패턴입니다. 두 등급을 
합산하여 Gleason 점수를 부여합니다.

고선량률(HDR) 근접 치료
방사성 물체로 치료하고 치료 세션이 끝나면 이 
물체를 제거합니다.

고강도 집속 초음파(HIFU)
열을 발생시켜 암세포를 죽이는 고강도 초음파를 
이용한 치료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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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 요법
호르몬의 생성과 작용을 멈추는 암 치료법입니다. 
여성 암에 사용되는 경우 내분비 요법이라고도 
합니다. 남성 암에 사용되는 경우 남성호르몬 박탈 
요법이라고도 합니다. 

영상유도 방사선치료(IGRT)
치료 중 영상 검사를 사용하여 종양을 겨냥하는 
방사선 치료입니다.

강도변조 방사선치료(IMRT)
서로 다른 강도의 작은 빔을 사용하는 방사선 
치료입니다.

간헐적 치료
치료를 받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교대로 합니다.

기대 수명
사람이 생존할 가능성이 있는 년수입니다.

저선량률(LDR) 근접 치료
방사성 물체를 종양에 넣어 치료하고 부패되도록 
방치합니다.

황체형성호르몬분비호르몬(LHRH) 작용제 
고환이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지 못하도록 뇌에서 
작용하는 약물입니다.

황체형성호르몬분비호르몬(LHRH) 길항제 
고환이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지 못하도록 뇌에서 
작용하는 약물입니다. 

자기공명영상(MRI)
전파와 강력한 자석을 사용하여 신체 내부의 사진을 
찍는 검사입니다.

전이
첫 번째 종양에서 새로운 부위로 암이 퍼지는 
것입니다. 

다중 매개변수 자기공명영상(mpMRI)
신체 조직의 많은 특징을 보여주는 사진을 촬영하는 
검사입니다.

신경 보존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전립선과 해면신경 다발 중 하나 또는 둘 다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노모그램
건강 정보를 사용하여 결과를 예측하는 그래픽 
도구입니다.

관찰
치료를 받지 않는 동안 암 상태의 변화를 검사하는 
기간입니다.

고환 절제술
한쪽 또는 양쪽 고환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골반 림프절 절제술(PLND)
고관절 사이의 림프절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회음
남성의 음낭과 항문 사이의 신체 부위입니다.

지속성 암
완전히 치료되지 않은 암입니다.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여 신체 부위의 모양과 기능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전립선특이항원(PSA)
주로 전립선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입니다. PSA 
밀리리터당 나노그램으로 측정합니다.

전립선특이항원밀도(PSAD)
전립선의 크기와 관련된 PSA(전립선에서 만든 
단백질)의 수치입니다.

전립선특이항원배가시간(PSADT)
전립선에서 만든 단백질인 PSA 수치가 두 배로 
되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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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특이항원(PSA) 속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립선에서 만든 단백질인 PSA 
수치가 변경되는 양입니다.

근치적 회음부 전립선 절제술
음낭과 항문 사이를 절개하여 전립선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근치적 치골후 전립선 절제술
배꼽 아래를 크게 절개하여 전립선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방사성 의약품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약물입니다.

재발
무병 기간 후 암이 다시 생기는 것입니다.

정낭
정자가 에너지로 사용하는 체액을 만드는 두 개의 
남성 성선 중 하나입니다.

지지 요법
증상 완화는 포함하지만 암 치료는 포함하지 않는 
건강 관리입니다. 완화의료라고도 합니다.

수술 마진율
수술 중 제거된 종양 주변의 정상적인 조직입니다.

테스토스테론
남성의 성기가 작동하도록 돕는 호르몬입니다. 

3차원 등각 방사선 요법(3D-CRT)
종양의 모양에 맞는 빔을 사용하는 방사선 
치료입니다.

경직장 초음파(TRUS)
전립선 사진을 만들기 위해 직장을 통해 음파를 
보내는 검사입니다.

초음파(US)
음파를 사용하여 신체 내부의 사진을 찍는 
검사입니다.

요도
방광에서 체외로 소변을 운반하는 관 모양의 
구조이며 남성의 정액 또한 배출합니다.

요실금
소변 배출을 조절할 수 없는 건강 상태입니다.

요폐
방광에서 소변이 배출되지 않는 건강 상태입니다.

내장 기관 질환
첫 번째 종양에서 복부의 장기로 암이 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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