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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

rostate cancer is the fourth most common cancer in men worldwide. Its incidence and
mortality vary widely between countries and ethnicities. In Korea, the incidence of prostate
cancer was much lower than that in most westernized countries, but recently, it appears to be
rapidly increasing steadily. Prostate cancer has now become the fifth most common cancer in
men in Korea since the year 2002. The recent dramatic increase in incidence may be attributed
to the growth of elderly population, a westernized diet in daily life style, and introduction of
prostate-specific antigen (PSA) screening. The prevalence of latent prostate cancers is similar
around the world, but the incidence of clinically manifest cancers differs, with Asians having the
lowest rates of clinical prostate cancers. Diet may play a role in converting latent prostate cancer
into clinically manifest one. Fat consumption, especially polyunsaturated fat, shows a strong
positive correlation with prostate cancer incidence and mortality. The mortality rates for prostate
cancer have been decreasing in many developed countries, thanks to early detection and
improved treatment, while the mortality rates have been increasing in Korea. Since a significantly
higher proportion of Korean prostate cancers exhibit poor differentiation, early diagnosis and
appropriate treatment may be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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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샘암의 발생빈도

면에 중국 톈진에서는 1.9명이 발생하여,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였다(1).

전

립샘암은 전 세계적으로 남성에서 발생하는 암 중에

미국에서 전립샘암은 남성에서 발생하는 암 중 가장 흔한

서 4번째로 흔한 암이다. 전립샘암의 발생빈도는 국

암이며,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으로는 폐암 다음으로 두 번

가 및 인종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여서, 북미와 스칸디나비

째를 차지한다. 2009년에 192,280명의 새로운 전립샘암 환

아 지역에서 가장 높고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낮다. 1996 ~

자가 진단되고, 27,360명이 전립샘암으로 사망할 것으로

2000년에 전립샘암의 인구 10만명당 연령 표준화 발생률은

추정된다. 이는 전립샘암이 남성에서 새롭게 진단되는 암의

미국에서는 흑인은 272.1명, 백인은 164.3명이 발생한 반

25%를 차지하며, 암으로 사망하는 남성의 9%가 전립샘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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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망하게 됨을 의미한다(2).

특

집

한 전립샘암 선별검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3).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전립샘암의 발생빈도가 과거에는 낮았으

에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도에 소도시에서 50세 이상 남성

나 최근에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중앙암등록사업의

7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전화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 2년

연례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남성암 중에서 전립샘암이 차지

동안에 전림샘특이항원과 직장수지검사를 이용한 전립샘암

하는 비율은 1989년에는 1.2%였으나 2001년에는 2.8%,

선별검사를 받은 사람은 약 15%에 불과하였다(7). 이 자료

2005년에는 4.5%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주요 암의

가 우리나라 전체의 현황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표준화 발생비를 비교한 자료를 보면 1995년을 기준으로 하

우리나라에서 전립샘암 환자의 증가 이유를 전림샘특이항

여 2002년에 폐암은 124%, 방광암과 간암은 120%, 위암은

원의 도입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115%, 대장암은 184%, 전립샘암은 211%가 증가하여, 전립
샘암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1999~2005년에 주요

연령과 전립샘암

암의 연령 표준화 발생률 추이를 분석한 자료에서도 전립샘
암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이 1999년 8.5에서 2005년

전립샘암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빈도가 증가한다.

에는 14.8로 연간 변화율 12.3%를 보여 위암 -0.7%, 폐암

2001~2005년에 미국에서의 암 발생빈도를 분석한 자료에

-0.2%, 간암 -1.8%, 대장암 7.3%에 비해 발생률이 가장 빠

의하면 45세 이전에는 거의 전립샘암 환자가 없다가 45~

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립샘암은 1999년에는 남성암 중 9위

54세에 전립샘암 환자의 8.6%가 진단되었다. 전립샘암 환

를 차지하였으나 2001년에는 6위를 차지하였고, 2002년부

자의 약 37%가 65세 이전에 진단되었고, 65~74세에 36%,

터는 5위를 차지하고 있다(3~7). 대한비뇨기과학회 수련병

75~84세에 22%가 진단되었으며, 85세 이상에서는 약 5%

원 진료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립샘암으로 입원한 환자 수는

가 진단되었다(14). 양성 혹은 악성 전림샘 질환으로 시술

1984년에는 181명에 불과하였으나 2001년에는 2,198명,

받은 적이 없으며 갑작스럽게 사망한 대부분 백인 남성들의

2007년에는 6,390명으로 증가하였다(8, 9).

부검으로 얻은 전림샘 조직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전립샘암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전립샘암의 발생빈도가 급격하

이 40~49세에서는 0%, 50~ 59세에서는 23.4%, 60~69세

게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으나 전립샘암 진

에서는 34.7%, 70~81세에서는 45.5%에서 발견되어 연령

단을 위한 혈청 전림샘특이항원(prostate-specific antigen,

이 증가함에 따라 전립샘암의 발생빈도가 증가하였다(15).

PSA)의 도입, 고령 인구의 증가 및 식생활의 서구화 등을 생
각할 수 있다(7, 10, 11).

우리나라에서도 2003~ 2005년에 암 발생빈도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전립샘암이 40대에 1.0%, 50대에 8.7%, 60대

미국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전립샘

에 38.2%, 70대에 37.3%, 80대 이후에 14.6%가 진단되어 연

암의 발견율이 갑자기 증가한 이유를 혈청 전림샘특이항원

령이 증가함에 따라 전립샘암의 발생빈도가 증가하였다(6).

을 이용한 선별검사의 도입 때문인 것으로 설명한다(11).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성의 기대수명은

전림샘특이항원검사는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1970년에는 58.67년이었으나 1980년에는 61.78년, 1990년

(FDA)에서 1986년에 전립샘암 환자에서 질병의 상태를 감

에는 67.29년, 2000년에는 72.25년, 2007년에는 76.13년

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고, 1994년에는

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인구가 증가함

50세 이상 남성에서 전립샘암 발견에 이용되도록 승인을 받

에 따라 전립샘암 환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았다. 그러나 1986년부터 전립샘암을 진단받은 적이 없던
많은 남성들에서 이미 전림샘특이항원검사가 시행되었다

식이와 전립샘암

(12). 그 결과 미국에서 2001년도에 전화로 설문조사한 결
과에 의하면 50세 이상 남성의 75%가 전림샘특이항원에 의

미국의 경우 50세 남성이 평생 동안에 부검에서 우연히

대한의사협회지

93

Kim SJ·Kim SI

발견되는 잠복성 전립샘암이 발생할 위험성은 40%, 임상적

이성 암의 비율은 6% 이내였다(23). 1988~1998년에 Wal-

전립샘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9.5%, 전립샘암으로 사망할

ter Reed Army Medical Center에 전립샘암으로 등록된

가능성은 2.9%이다(16). 잠복성 전립샘암의 유병률은 국가

2,042명의 환자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전이성 암이 1988년

나 인종에 상관없이 비교적 일정한 반면에, 임상적 전립샘

에는 14.1%였으나 1998년에는 3.3%로 감소하였다(24).

암의 발생빈도는 국가나 인종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또한 전립샘암으로 근치적 전림샘적출술을 시행받은 환자

(17, 18). 잠복성 전립샘암이 임상적 전립샘암으로 변환되

중 직장수지검사에서 암이 촉지되지 않는 임상적 병기 T1c

는데 식이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17).

가 1987~1989년에는 0%였으나 2000~2001년에는 77.5%

전립샘암의 발생빈도가 낮았던 아시아 지역에서도 최근

로 증가하였다(25).

에 서구화되면서 전립샘암의 발생빈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한 대형병원에서 진단된 전립샘암 환자

있다. 또한 미국에 이민을 와서 살고 있는 아시아인들은 미

758명을 대상으로 진단 시기에 따라 1997~2000년, 2001~

국의 백인이나 흑인들에 비해 전립샘암의 발생률이 낮지만

2003년, 2004~2006년으로 나누었을 때 국소 암의 비율은

모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발생률이 높다. 이

각각 56.8%, 62.5%, 75.4%로 증가하였고, 전이성 암의 비

러한 현상은 서구화가 전립샘암 발생에 중요한 위험인자임

율은 각각 38.4%, 24.7%, 15.5%로 감소하였으며, 임상적

을 의미한다(19, 20).

병기 T1c의 비율은 26.4%, 19.2%, 31.6%로 증가하는 추세

동물성 지방, 특히 다불포화(polyunsaturated) 지방과

를 보였다(26). 이 자료가 우리나라 전체의 현황을 대표한

육류의 섭취가 전립샘암의 발생률 및 사망률과 연관이 있는

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우리나라에서도 전림샘특이항원검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우리나라에서 1인당 육류 소비량은

사의 도입으로 전이성 암이 줄고 국소 암이 늘고 있다. 그러

대한양돈협회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1984년에는 8.1 kg이

나 임상적 병기 T1c의 경우 미국의 자료와 비교하면 아직

었으나 1994년에는 17.7 kg, 2002년에는 24.5 kg, 2005년

현저하게 낮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혈청 전림샘특이항

에는 31.4 kg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1). 따라서

원에 의한 선별검사를 더 많이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전립샘암의 발생률이 빠르게 증가하
는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동물성 지방 섭취의 증가로 설명

전립샘암으로 인한 사망률

할 수 있다.
전립샘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발생빈도와 마찬가지로 나

전립샘암의 진단시 병기

라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여서, 미국이 가장 높고 중국과 일
본 등 아시아 지역이 가장 낮다. 미국의 경우 흑인이 백인에

혈청 전림샘특이항원검사가 시행되면서부터 새로 진단

비해 2배 이상 사망률이 높으며, 홍콩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되는 전립샘암의 병기가 낮아졌다(12). 미국의 American

10배가량 사망률이 높다. 미국의 성인 남성이 전립샘암으로

College of Surgeons Commission on Cancer에서 전국

사망할 위험성은 3% 정도이며, 전립샘암을 갖고 다른 원인

적인 조사를 하여 1982년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국소 진

으로 사망할 가능성은 72%이다(17).

행성 및 전이성 전립샘암 환자의 비율이 전체 전립샘암 환

미국에서 전립샘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1975~1987년에

자의 약 41%를 차지하였다(22). 그러나 American Cancer

는 연간 0.9%, 1987~1991년에는 연간 3.0%씩 증가하다가

Society-National Prostate Cancer Detection Project에서

1991~1994년에는 연간 0.6%씩 감소하였고, 1994~2005년

2,999명을 대상으로 5년간 매년 혈청 전림샘특이항원, 직장

에는 연간 4.1%씩 감소하였다.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은

수지검사 및 경직장초음파촬영을 시행하여 1996년에 보고

1990년에는 38.56이었으나 2005년에는 24.65로 1990년에

한 자료에 의하면 전립샘암 진단 당시 국소 진행성 혹은 전

비해 36.07%가 감소하였다. 전립샘암의 사망률 감소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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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기 발견 및 치료와 연관된 것으로 생각된다(2).

특

집

좋은 암에 비해 전립샘암으로 사망할 위험성이 10배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립샘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29, 32). Chodak 등(33)의 연구에서도 임상적 국소 전립

1993~1995년에는 55.9%였으나, 1996~2000년에는 67.2%,

샘암 환자에서 처음에는 추적관찰만 하다가 필요한 경우에

2001~2005년에는 76.9%로 증가하였다(3). 5년 상대생존

지연 호르몬치료를 시행한 6개 연구를 종합해서 분석해 본

율이 증가한 이유는 실제 전립샘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

결과, 10년 질병특이생존율이 분화도가 나쁜 암은 34%인

하였기 보다는 전림샘특이항원의 도입으로 인해 초기 암 환

반면에 분화도가 좋거나 중등도인 암은 87%였다. 따라서

자의 진단 및 치료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전립샘암의

분화도가 좋거나 중등도인 임상적 국소 전립샘암에서 특히

발생빈도 증가와 함께 환자의 예후가 좋아짐으로써 생존율

기대여명이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것이

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27~29). 실제 인구

좋겠다고 하였다.

10만명당 전립샘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살펴보면 1983년에

최근 연구에서 Johansson 등(34)이 국소 전립샘암에서

는 0.30이었으나 2002년에는 3.82로 12.7배가 증가하였다

장기적으로 자연사를 조사한 결과 10~15년 동안에는 대부

(7).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전립샘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분의 암이 양호한 경과를 취했으나 15~20년 후에는 무진행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혈청 전림샘특이항원에 의한 선별검

생존율, 전이가 없는 생존율 및 암특이생존율이 상당히 감

사를 더 많이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소하였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에 국소적 암 진행 및 전
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대여명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립샘암의 진행 양상

초기에 근치적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Klotz 등
(35)의 연구에서는 국소 전립샘암에서 처음에는 주의깊은

정상 전림샘 세포에서 전림샘상피내종양(prostatic in-

관찰만 하다가 필요한 경우에 적극적인 치료를 한 결과 10년

traepithelial neoplasia, PIN), 국소암, 전이성 암, 호르몬

암특이생존율이 97.2%였다. 30%에서는 고위험군으로 재

불응성 전립샘암으로 진행되는 각 단계에서 여러 유전자의

분류되어 근치적인 치료를 시행받았는데, 그 중 50%에서

변화가 관여한다(30).

생화학적 재발이 발생하였다.

잠복성 전립샘암은 50세 이상 남성의 약 30%에서, 80세

따라서 전립샘암의 임상 경과는 매우 다양한데, 임상적

이상 남성의 60 ~70%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미국 남성의

국소 전립샘암은 분화도가 좋은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를 하

경우 6명 중 1명에서만 임상적 전립샘암이 발생한다(1).

지 않아도 대개는 양호한 경과를 취한다. 그러나 분화도가

전립샘암 환자에서 초기 치료로 주의깊은 관찰을 선택한
후에 장기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Barnes

나쁜 경우에는 진행해서 전이가 발생하고 결국 전립샘암으
로 사망하게 된다(16).

(31)가 임상적 국소 전립샘암 환자에서 보존적 치료 후 장

Pound 등(36)은 임상적 국소 전립샘암으로 한 술자에 의

기 생존율을 조사한 결과 50%가 10년을 생존하였고, 30%

해 근치적 전림샘적출술을 시행받은 1,997명을 대상으로

가 15년을 생존하였으며, 사망한 환자의 50% 이상이 전립

진행의 자연사를 조사해 본 결과 술후 15년에 전이가 없는

샘암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기대여명이

생존율이 82%였다. 술후 15%에서 생화학적 재발이 발생하

10년 이하인 환자에서는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였고, 그 중 34%에서 전이가 발생하였다. 술후 생화학적 재

하였다. Veterans Administration Cooperative Urologic

발까지의 기간은 44.7%가 1~2년, 31.9%가 3~5년, 19.4%

Research Group (VACURG)에서 새로 진단된 전립샘암

가 6~9년, 4.0%가 10년 이상이었다. 생화학적 재발 후 전

환자에서 무작위로 근치적 전림샘적출술, 방사선치료 혹은

이까지의 기간은 중앙값 8년이었고, 전이 발생 후 사망까지

호르몬치료의 효과를 비교 평가한 결과 Gleason 점수 7~

의 기간은 중앙값 5년이었다. 이 결과는 암을 조기에 발견하

10의 분화도가 나쁜 암이 Gleason 점수 2~ 6의 분화도가

여 근치적 치료를 한다면 예후가 매우 좋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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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청 전림샘특이항원에 의한 선별검사로 임상적 병기
T1c 환자가 증가하면서 임상적으로 무의미한 전립샘암의
과잉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37), 우리나라의
경우 근치적 전림샘적출술 표본에서 분화도가 나쁜 전립샘
암이 외국에 비해 더 많이 발견되므로(38, 39), 전립샘암의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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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본 논문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림샘암의 역학 및 진행양상에 대해 최신 지견을 잘 요약한 논문이다. 전림샘암의 발생
빈도와 역학적 측면에 대해 아직 국내에는 전향적, 대규모 연구 자료가 많지 않으나 최근 보고된 자료들을 보면 전림샘
암 발생빈도의 급격한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필자들은 이 논문에서 지난 15년
간 국내에서 시행된 전림샘특이항원 검사가 일시적으로 전림샘암 진단율을 높였다고는 보지 않고 있으며, 수명의 증가,
식이 변화 등의 축적된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도 전림샘암의 발생률이 더 높아질 수 있음
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서구에 비해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고, 또한 상대적으로 악성도가 높
은 환자의 비율이 많다는 점 등은 서구와는 다른, 향후 국내 환자들의 예후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
다. 또한 전체 전림샘암 중 국소 전림샘암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전림샘암 조기검진에 대한 의
사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인지도 향상이 발생률의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전림샘암 선별검
사의 활성화는 직접적인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장기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일이며, 선별검사와 병행하여 국내 전립샘
암의 특성을 알기 위한 전향적, 장기 추적 결과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정리: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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