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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남성암에 대한 정책재고의 필요성

암은 1983년부터 한국인 사망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1]. 

우리나라의 2018년 출생아가 향후 암으로 사망할 확률

은 20.7%로, 심장질환(11.8%), 폐렴(10.0%), 뇌혈관질환

(7.9%) 등 다른 주요 사망원인을 크게 앞서고 있으며, 그 기

대수명 또한 암이 제거된다면 3.6년 증가하게 되어 심장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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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rum prostate specific antigen (PSA) screening test plays a pivotal role in the diagnosis of prostate cancer 
(PCa), especially for early detection, before symptoms of systemic spread. Even though clinical trials for the PSA 
screening test have demonstrated limited benefits with regard to patient survival, recent trends have shown a 
continuous decrease in the PCa mortality rate in Western countries. In many Asian countries where PSA screening 
has not yet been widely adopted, the screening strategy reduces the metastatic spread. While PCa became the 10th 
most common malignant disease in the Korean male population in 2000, recent national reports indicate that its 
increase in the last two decades have now made it the third most popular malignant condition. Due to the different 
epidemiologic background and limited social awareness of PCa compared to Western countries, the PSA screening 
test was not routinely performed in Korea, in contrast with other prevalent malignant diseases such as stomach, 
colon, and lung cancers. Therefore, only about a quarter of the patients newly diagnosed with PCa in Korea were 
found to have undergone repeated PSA screening. However, the screened population showed a higher probability 
of local rather than systemic treatment, which reflects an earlier disease stage at the time of diagnosis in comparison 
with their non-screened counterparts. Given the relatively high survival rate of PCa and the increasing lifespan of 
Korean males, the increase of PCa will accelerate, suggesting the clinical relevance of PSA screening as part of 
regular checkups for Korean m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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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1.4년)이나 폐렴(1.0년)의 제거 시보다 기여도가 높다[2]. 

특히, 남성의 경우 2018년 현재 우리나라의 남성의 기대수

명은 79.7년으로 여성의 85.7년에 비해 유의하게 짧으나, 기

대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가능성은 39.6%로 여성

의 33.8%에 비해 높으며, 암에 의한 사망확률 또한 26.3%로 

15.9%인 여성에 비해 크게 높아, 향후 고령화 시대에 남성

암 성적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3]. 

전립샘암은 대표적인 남성암으로, 전립샘암과 관련된 자

료가 가장 많이 축적된 미국의 경우 2020년에 19,130명의 

전립샘암 환자가 발생하고(발생률 1위), 33,330명이 전립샘

암으로 사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사망률 2위)[4]. 이러한 높

은 유병률로 인해 서구사회에서 전립샘암에 대한 경각심은 

상당한 수준으로, 이미 일본에서 2015년에 98,400명이 발

생하여 전립샘암이 가장 흔한 남성암으로 등재된 점을 감안

하면[5], 급격한 노령화와 더불어 생활습관이 빠르게 서구화

가 진행중인 우리나라에서도 전립샘암은 주요한 남성암으로 

부각될 것이 확실시된다. 

우리나라의 역학조사에 나타난 전립샘암의 추세 

실제로, 대한비뇨의학회의 블루리본캠페인을 통해 2007

년부터 2009년까지 55세 이상의 남성 

10,363명에 대한 인구비 보정 추정 전

립샘암 발견율은 3.4%로 보고하였고

[6], 이는 유사 시기의 일본(Natoril, 

2.3%, )이나 중국(Chanchun, 1.3%)

보다 높다[7]. 우리나라의 암 발생률은 

2011년 이후 매년 약 2.6%씩 감소하고 

있으나, 유방암, 전립샘암, 췌장암, 신

장암은 1999년 이후 오히려 발생률 증

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3]. 가장 최근의 

2017년 국가 암통계를 기준으로, 전립

샘암은 86,435명의 환자가 보고되어 남

성암 중 유병률에서는 세 번째, 발생률

에서는 한 해 동안 12,797명이 등록되

어 네 번째로 흔한 암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러한 발생의 

증가세는 2016년의 11,944명뿐 아니라 20년 전인 2000년

의 1,057명이 비해서 두드러진다(Figure 1) [3]. 남녀 전체

에서, 전립샘암은 암환자의 4.5%를 차지하여 유병률에 있어 

유방암에 이어 다섯 번째로 흔한 암이 되었는데, 특히 65세 

이상에서 전립샘암의 발생률은 10만 명당 326.5명으로 폐

암(440.5명), 위암(333.7명)에 이은 3위로 대장암(289.9명)

이나 간암(168.2명)보다 훨씬 자주 발생하였다[3]. 

국제적인 비교를 위해 5년 암 순생존율 분석의 동일한 기

준과 연령구조로 보정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전립샘암 생존

율은 2000-2004년 76.0%, 2005-2009년 87.3%, 2010- 

2014년 89.9%로, 2018년 현재의 94.1%까지 증가하고는 있

으나, 이는 2008-2014년간 미국의 98.9%나 2006-2008년

간 일본의 97.5%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다. 특히,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인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폐암

의 5년 순생존율이 미국, 영국, 일본 등에 비해서도 대체로 높

은 점을 비교해보면, 근래에 급격하게 증가한 전립샘암의 유

병률 및 발생률에도 불구하고 전립샘암에 대한 선별검사가 시

행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3]. 즉, 선별검사를 통

해 달성할 수 있는 조기발견이 지연되어 늦게 발견되는 환자

가 많고, 이로인해 우리나라 전립샘암의 발생률은 낮으나 고

위험암이 많은 독특한 현상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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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change of age-standardized incidence rate of male cancer in Korea from 1999 to 2017. 
Adapted from National Cancer Center. Annual report of cancer statistics in Korea in 2017 [Internet]. Goyang: 
National Cancer Center; 20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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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샘암에서 혈청 전립샘특이항원 검사의 

역할과 임상적 성과 

전립샘암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병률이 높은 남성암이

었고 오랜 기간 동안 구미에서 암사망의 주요한 원인이었

으므로, 여러 인체유래물을 이용하여 이를 조기발견하기 위

한 다양한 시도가 있어왔으나,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

는 검사는 혈청 전립샘특이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 

PSA) 검사이다. 전립샘암은 전신 전이가 진행되기 전까지

는 통증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초기 임상증상은 전립샘비대

증과 감별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PSA 검사의 시행 및 그 결

과에 근거한 전립샘 조직생검의 수행이 유병률을 결정짓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실제로, 미국에서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전립샘암의 유병률이 다른 암에 비

해 압도적인 차이로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PSA 검사의 보

편화가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럼에도, 다른 암에 비해 비교적 

긴 생존기간을 가지는 전립샘암의 특성상, 종양표지자를 이

용한 조기발견이 곧 이로 인한 사망률의 감소로 이어지는가 

하는 문제는 나라마다 상이한 보험체계와 이로 인한 PSA 검

사의 빈도의 차이 등의 복잡한 변수들로 인해 현재까지 논란

이 진행중인 주제이다. 그러나 거시지표들에서는 이 검사로 

인한 사망률 감소의 증거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2016년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전립샘암의 사망률은 가장 높

았던 1993년에 비해 51% 감소하였으며, 북미의 보험자료를 

근간으로 한 SEER (Surveillance, Epidemiology, and End 

Results Program) 데이터에서는 PSA 검사의 선별검사 도

입으로 인해 70년대에 비해 전립샘암의 사망률은 37% 감소

하였음을 보고하였다[8]. 

PSA 검사의 유용성에 대한 대규모 임상연구의 

상반된 결과와 그 해석에 대한 논란

암 검진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잘 계획된 무작위 

통제 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를 시행하여 

특정암 검진의 시행 후에, 그 암에 대한 사망률 감소를 증

명해야 한다. 전립샘암의 압도적인 발생률이 지속된 서구에

서 PSA를 이용한 선별검사의 사회경제적 유용성은 오랜 동

안 검증이 요구되어 왔던 주제였음으로, 이를 위해 90년대 

초반에 시작된 두 개의 대규모 RCT, 즉 미국 국립암연구소

(National Cancer Institution)의 Prostate Lung Colorectal 

Ovary (PLCO) [9] 연구와 유럽의 European Randomized 

Study of Screening for Prostate Cancer (ERSPC) [10]

가 2009년에 첫 결과가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이 연구들은 

각각 55세부터 74세 사이의 76,693명, 50세부터 74세 사

이의 182,000명을 대상으로 평균 14년 및 9년간 관찰하였

음에도,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였다. 미국의 PLCO는  

10년 이상의 추적관찰에도 불구하고 선별검사군이 대조군에 

비해 사망률의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으나, ERSCP 연구에서

는 21%의 전립샘암 특이 사망률 감소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ERSCP에서 선별검사군은 평균 4년에 한 번씩 PSA 검사를 

받아 실제 진료현장에서의 검사 주기와 다소 거리가 있었으

며, 전립샘암으로 인한 사망자 한 명을 줄이기 위해 1,055명

의 선별검사가 필요하여 비용대비 효율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상반된 결과는 전립샘암 발견의 거의 대부분을 증상

이 아닌 PSA 검사 결과에 의존하고 있던 진료현장에 혼란

을 야기하였고, 특히 유병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미국에서 왜 

이런 결과가 야기되었는가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시도되었

다. 가장 중요한 지적은 PLCO 연구의 방법론적 부정확성으

로, 대조군의 90%가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 PSA 검사를 시

행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연구자들은 과연 이 연구

를 RCT로 분류하는데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하며, 이는 대조

군의 오염이 효과적으로 방지되었던 다른 연구들에서 PSA 

검진의 사망률 감소가 공통적으로 증명된 것과 명백한 대조

를 이룬다.

 PLCO연구의 명백한 설계 오류에도 불구하고 미국예방서

비스전담팀(US Preventive Service Task Force, USPSTF)

은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망률 감소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으므로 모든 연령층에서 PSA를 이용한 전립샘암 선

별검사를 권고하지 않는다고 2012년에 발표하였다. 이 권

고안은 전 세계의 전립샘암 선별검사 정책에 엄청난 파장

을 불러일으켰는데, 비록 USPSTF는 55-69세의 남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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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환자 개인별로 선별검사의 이해득실을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도록 2018년에 권고안을 다소 수정하였

으나, 2012년 이후의 집계에서 미국 PSA 검사의 실시 회수

는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전립샘

암의 발생률도 모든 연령에서 감소하고 있다. 임상적 관점에

서 PSA 검사의 감소가 가져올 가장 큰 문제점은 고병기 전

립샘암의 증가이다. PSA 검사의 대중화가 없었다면 전립샘

암의 증상은 뼈전이에 의한 통증이 나타난 후에 발견되므로, 

PSA 검사율이 낮은 국가나 지역에서는 발견 당시 많은 환자

에서 이미 암전이를 가지게 된다[11,12]. 전이암을 포함한 

고병기 암에서 높은 암 특이사망률을 감안하면, PSA 검사에 

대한 비권고 정책은 결국 전립샘암 사망률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현재 전립샘암이 폭발적으로 증가추세

에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 

PSA 검사 빈도의 국가별 차이에 대한 고려 

인용 자료의 방법론적 오류와 편파성에도 불구하고 

USPSTF의 부정적인 권고는 전립샘암 관련 보건정책 수립

에 영향을 미쳐 많은 진료지침에서 PSA는 나이와 상황을 고

려한 제한적인 사용이 권고되고 있다. 문제는, 80년대 말에 

도입되어 지난 30여 년간 이를 임상에서 활발하게 사용한 미

국과 다른 나라들 간에 그간 축적된 인구학적 및 종양학적 

특성과 이에 관여하는 보건의료체계가 매우 상이하므로 이

를 고려하지 않은 USPSTF 권고안의 기계적 수용은 국가적 

암관리에서 정책적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립샘

암과 관련된 국가간 혹은 인종간 차이들 중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은 PSA 검사의 빈도이다. 전립샘암의 유병

률은 남북 아메리카 대륙 전체, 유럽,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

카, 오세아니아에 특히 집중되어 있는데[13], 이들 국가에서

는 이러한 높은 발병율과 유병률로 인해 전립샘암에 대한 사

회적 경각심이 강화되면서 PSA 검사가 비교적 일찍부터 보

편화되어 있다. 실제로, 약 20년 전인 2001년 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을 이용한 자료분석에서 

50세 이상 미국 남성의 75%가 최소 1회 이상의 PSA 검사

를 받았고, 57%는 주기적으로 PSA 검사를 시행 받음을 보

고되었다[14]. 2005년의 조사에서는 전년도에 최소 1회 이

상의 PSA검사를 시행 받은 50세 이상 미국인은 40%에 이

르렀다[15]. 이미 전립샘암에 대해서 국가암 검진을 시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중화되어버린 미국의 PSA 검사빈도

는 앞서 PLCO연구에서 대조군 연구설계의 오류를 야기한 

원인이며, 더 낮은 유병률에도 불구하고 미국질병관리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국가암검

진프로그램에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 포함되나 전립

샘암은 제외된 이유이기도 하다[16]. 

이에 반해, 동아시아에서 전립샘암의 유병률은 2000년까

지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었기에 PSA 검사는 보편적

인 검사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2004년의 조사에서, 우리나

라의 50대 이상 남성에서 2년간 PSA 선별검사를 시행 받은 

비율은 15%에 불과하였다[17]. 2012년의 국가간 통계에서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전립샘암 발생률과 사망률을 가지고 

있었으나(발생률 기준 십만 명당 일본 30.4명, 한국 30.3명 

[18]), 당시 일본에서 늘어나기 시작한 전립샘암에 대해 정

부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PSA 검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

였다[19]. 2015년 일본에서 전립샘암이 발생률 1위가 된 것

은, 이러한 노력에 의해 현재 일본의 50세 이상에서 PSA 검

사의 수검율이 약 30%로 미국과 유사한 정도로 증가한 사실

과 무관하지 않다. 

PSA 검사의 정책화 시기상조론에 대한 반론 

1: 검사군의 생존연장효과 

이러한 배경에서 대한비뇨의학회는 PSA 검사의 정책적 

보편화를 지난 십여 년간 보건당국에 여러 경로를 통해 요

청하였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PSA 검사는 대중을 대상으

로 한 어떠한 검진 사업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일선 의료

현장의 요구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주요 근거는, 

첫째로 우리나라에서 PSA 검사가 생존율 향상에 기여했다

는 연구결과가 없고, 둘째로 PSA 검사를 국가암검진사업으

로 추진하는 나라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656  대한의사협회지

J Korean Med Assoc 2020 November; 63(11):652-658

전립샘암은 암의 진행이 상대적으로 느리므로 생존에 대

한 효과를 판별하기 위해서 장기간의 자료 축적이 필요하

고 이것이 대부분의 임상연구들에서 연구기간을 10년 전후

로 설정한 이유였다. 2017년 현재 우리나라의 전립샘암 유

병환자 86,242명 중 진단 후 5년을 넘긴 사람은 37,767명으

로 43.8%에 불과하며[3],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PSA 검사로 

인한 생존연장을 검증하기엔 부적합하다. 그럼에도, PSA 선

별검사의 생존기간연장효과를 직/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국내

외의 자료는 점차 풍부해지고 있다. 유사한 통계방식을 통한 

국제적 비교에서 지난 30여 년간 PSA 검사가 보편화된 미

국은 최근 10년간 전립샘암에 의한 사망 감소율이 가장 낮

은 나라였는데 반해[20],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전립샘암에 

의한 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증가한 드문 나라였다는 점은 

PSA 검사의 누적된 효과를 시사한다[21]. 대규모 RCT로 앞

서 언급한 대표적인 유럽의 연구인 ERSPC에서는 이미 PSA 

검진으로 인한 전립샘암 특이 사망률의 감소가 검증되었고, 

이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평균 14년의 더 긴 추적관찰을 가진 

스웨덴의 Gobegorg 연구에서는 44%의 사망률 감소와 더불

어 1명의 사망을 막기 위해 227명의 선별검사와 12명의 조

직검사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여, PSA 검사의 현실적 타당성

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다[22]. 가장 최근 보고로는, 일본 

요코스카시에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약 3,000명의 전

립샘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에서, PSA 선별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총 사망률과 전립샘암 특이사망률이 모두 유

의하게 감소한 점은 인종적으로 유사한 우리나라에도 시사

하는 바가 많다[23]. 

우리나라의 보건자료는 사망원인이 제한적이며 전립샘

암 생존검증 자료로서의 기한이 짧으나, 총 생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을 제공해 줄 수 있다. PLCO

와 ERSPC의 상반된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대표적인 

RCT를 포함한 메타분석에서 PSA 검사군에서 진행성암이 

줄어들고 국소암이 늘어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관찰되었으

며[24], 이는 궁극적으로 생존적 이득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에 저자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된 73,280명의 전립샘암 환자를 대상으로, 전립샘암 등록 

전 최소 2년 이상의 간격으로 세 차례 이상 PSA 검사가 시행

된 경우로 정의된 전립샘암 선별검사군을 최초의 PSA 검사 

이후 암등록까지 3개월 이내가 소요된 것으로 정의한 대조

군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PSA 검사군에서 국소치료의 비중

이 높고 항암제를 포함한 전신치료의 비중보다 유의하게 낮

았다. 이 연구에서 전체 전립샘암 환자들 중 PSA 선별군으

로 분류가 가능했던 환자는 27.7%에 불과했으나, 검사를 시

행받지 않은 대조군의 총 사망률은 선별군의 두 배로(위험률 

2.050, P<0.001), PSA 검사가 사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시사하고 있다. 전립샘암 환자에서조차 30% 미만인 우리

나라 PSA 검사 수검율은 2014년 일본의 코호트연구에서 발

견된 55-69세 사이의 전립샘암 환자의 73.5%가 PSA 선별

검사에 의해 발견된 사실과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PSA 검사의 정책화 시기상조론에 대한 반론 

2: 다른 나라의 PSA 검사 지원책 

암선별검사를 위한 제도는 직접적 비교가 용이하지 않으

나, 표면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각국에서는 PSA 검

사 확대를 위한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미국의 경우 정

부에서 시행하는 노인요양보험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

를 통하여 무증상 남성을 대상으로 매년 PSA 검진비용을 

지원하고 있다[25]. 일본은 자영업자, 영세 근로자, 퇴직자

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월급 근로자의 경우 사업

장 정기검진이나 Human dry dock이라는 프로그램을 통

해 PSA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19]. 또한, 2002년부터는 

Japanese Prospective Cohort Study of Screening for 

Prostate Cancer(JPSPC) 연구로 50세부터 70세 사이의  

1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RCT를 2020년까지 진행 중

이며[5], 이 연구에서 대조군의 PSA 검사율은 12.1%에 불과

(1992년-2007년 사이, Kiryu시) 하여 앞서 언급한 PLCO

의 90%와 대비된다. 반면, 제도적 지원책이 없는 우리나라

에서 PSA 검사는 개인의 경제적 여유와 의학정보 노출 정도

에 의해 결정되게 되므로 피검자와 비피검자간의 일정한 계

층적 차이가 드러나는 양상을 지니게 된다. 실제로, 2007- 

2016년 사이에 시행된 7차 국민건강영양조사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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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5명에 대한 분석에서, PSA 검사의 시행여부는 교육수

준 및 월급여의 수준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어 의료적 평등

에 부합하지 않는다[26]. 

우리나라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에 PSA 검사 추가여부에 

대해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00-2010년 사이의 대규모 

자료를 바탕으로 비용효과 분석을 시행하였다. 2014년의 결

과발표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비록 그 증가추세에도 불

구하고, 아직은 우리나라 전립샘암 발생률이 서구에 비해 상

대적으로 낮으므로 국가암검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추천

하였다[27]. 그러나, 2010년 이후 전립샘암의 발생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여 유병률 3위에 이른 2020년 시점의 데이터

로 그 유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인종적 특성이 지대

한 영향을 미치는 전립샘암의 특성상 서구의 10여 년 전 데

이터에 기반한 진료지침을 유병률이 증가 중인 우리나라에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반영한 올바른 방향설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결론 

남성에서만 발생하는 대표적 암으로서 최근 여러 지표에

서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전립샘암은 미국과 일본

에 비해 암생존율이 낮은 유일한 암으로, PSA 검사가 생존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음이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되고 있

다. 국가암검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사의 시행여

부가 수입과 교육 정도에 비례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 

검사의 보편적인 시행은 기회균등의 가치와 더불어 교육적, 

경제적, 성적 평등의 원리라는 시대정신의 실현을 의학의 영

역에서 가능케 하는 중요한 정책적 이정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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