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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of PSA in the diagnosis of prostate 

cancer

￭￭￭ 가톨릭의대/손 동 완

서  론

립선특이항원 (prostate-specific antigen; PSA)은 1971년 Hara 등에 의해 정액에서 발견되었고 

gamma seminoprotein이라고 명명하 다. 1979년 Wang등에 의해 립선 조직에서 발견된 후, 80년

 후반부터 재까지 립선암의 선별 검사, 진단, 병기 결정, 치료에 한 반응, 치료 후 경과 찰 

등에 리 사용되면서 립선암의 진단과 치료에 가히 명 이라 할 수 있는 많은 변화를 가져 왔

다. 립선암의 진단에 립선특이항원(PSA)가 이용되기 이 에는 립선암의 진단에는 직장수지검

사 (DRE)와 청 prostate acid phosphatase가 이용되었고 진단된 립선암의 약 75%가 임상 으로 

이된 립선암이었다. 재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이성 립선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는 5% 이하이

고 이런 변화는 PSA의 이용과 음 유도하 립선 생검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PSA검사로 인해  임

상 으로 의미있는 립선암의 30-35%에서는 직장수지검사상 음성으로 발견되고 환자의 90%이상에

서 증상이 발생하기 에 진단되고 있다.

본  론 

 립선특이항원은 임상 으로 립선암에 사용되는 가장 유용한 종양 표지자이며, 직장수지검사 

(digital rectal examination: DRE)와 병용되어 립선암의 선별검사의 하나로서 국소  립선암의 진

단율을 향상시켰다. 립선암의 진단에는 일반 으로 PSA검사와 DRE를 같이 사용한다. 정상DRE이

면서 PSA 4이하인 경우 립선암의 유병율은 4-9%, 반면 DRE가 양성이면서 PSA 4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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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PSA가 4이상이면서 DRE negative인 경우는 12-13%, DRE positive인 경우 42-72%이다.  

1. PSA 단치

PSA의 단치를 4.0 ng/ml로 정하 을 때 sensitivity는 67.5-80% 정도이다. Sensitivity는 PSA의 

단치를 낮추거나 PSA를 주기 으로 측정함으로써 높일 수 있다. PSA가 일년에 20%이상 상승하거

나 0.75 ng/ml이상 상승한다면 반드시 립선생검이 필요하다. PSA가 4.0 ng/ml이상인 경우 

specificity는 60-70%이다. Secificity는 age-adjusted values, PSA-Velocity  f/tPSA ratio를 측정하여 

향상시킬 수 있다. 립선의 크기, PSA가 부분 생산되는 TZ의 크기를 고려한 PSA를 측정한다면 

향상시킬 수 있다. 

 Schroder 등의 European Randomized Study of Screening for Prostate Cancer보고에 서 DRE를 

고려하지 않고 PSA의 단치를 3.0ng/ml로 정하 을 때 발견되는 립선암과 PSA 4.0ng/ml이상 이

거나 DRE 양성인 경우 조직검사하여 발견되는 립선암을 비교하 다.  PSA 4.0ng/ml이상 이거나 

DRE 양성인 8612명  430명(5.0%)에서 립선암으로 진단되었고 PSA 3ng/ml이상인 7943명  377

명 (4.7%)에서 립선암으로 진단되었다.    

 PSA상한치를 3.0ng/ml로 낮춘다면 립선특이항원의 립선암에 한 양성 측률 (positive 

predictive value)은 18%에서 24%로 증가하고, 립선암 환자 1명 발견에 필요한 생검의 횟수는 5.2

회에서 3.4회로 감소하며, 근치  립선 출술후 립선암의 조직소견도 두군에서 차이는 없었다. 

결론 으로 PSA 3.0ng/ml로 단치를 정하는 것이나 PSA, DRE, TRUS를 종합하여 립선생검의 기

을 정하는 것은 차이가 없었다. 

 Catalona 등은 근치 립선 출술을 시행받은 676명의 환자에서 립선특이항원치가 2.6-4.0 

ng/ml, 4.1-5.0 ng/ml, 5.1-10.0 ng/ml, 10.0 ng/ml 이상인 경우 립선에 국한된 암의 빈도는 각각 

81%, 70%, 71%, 53% 다고 하 다.  즉 립선특이항원의 상한치를 4.0 ng/ml로 하면 생검에서 발

견되어 진단되는 립선암의 30%는 근치  치료로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Kobayashi 등도 

PSA 2.0-4.0ng/ml 군과  4.1-10.0ng/ml 군에서 립선암을 비교하 는데 립선암의 발견율은 두 군 

모두 23.6%로 같았고 임상  병기, 생검조직의 Gleason score도 두 군 모두 비슷하다고 하 다. PSA 

2.0-4.0ng/ml 군에서 4.1-10.0ng/ml 군보다 립선의 크기는 더 작았고 PSA 도도 낮았다. Thompson 

등은 PSA 4ng/ml 이하의 남자에서 립선암의 유병률은 15.2%이고 PSA가 증가함에 따라 립선암

의 유병률은 증가하여 PSA 3.1-4.0ng/ml에서는 25%까지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그러므로 P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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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ng/ml 이하의 군에서도 립선암이 많이 발견되고 임상 으로 의미 있는 경우도 많이 발견되므로 

이 군에서도 립선암에 한 극 인 검사를 하자는 경향이다. 

2. PSA검사의 주기

미국 비뇨기과학회에 의하면 50세이상이고 10년이상의 기 여명이 남아있는 경우 PSA검사는 일년

에 한번 정도 측정하도록 권하고 있다. Cater 등은 PSA가 2ng/ml이하이고 DRE가 정상인 남자에서  

한 PSA검사 주기는 2년에 한번이 당하다고 하 다. 60-65세 남자환자들을 주기 으로 75세가지 

PSA검사한 결과 65세 때 PSA가 0.5ng/ml이하인 경우는 75세때까지 립선암이 100% 발병하지 않았

고  PSA가 1.0ng/ml이하인 경우는 94%까지 립선암이 발병하지 않았다. Smith 등은 DRE가 정상인 

경우 PSA가 2.5이상인 경우는 1년에 한번, 2.5이하인 경우는 2년에 한번 하는 것이 좋다고 하 다.

 립선특이항원치가 정상 범 에 있는 남성에서 일률 인 검사보다는 립선특이항원치가 낮은 

경우는 높은 경우보다 검사의 간격을 늘려 그 빈도를 이는 것이 효율 일 수 있다. 

3. PSA density

립선특이항원이 립선암과 립선비 증에서 첩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립선특이항원의 립

선암과 립선비 증의 감별력을 증 시키기 해 Benson 등은 립선특이항원을 경직장 음 검사

(transrectal ultrasonography: TRUS)로 측정한 립선 용 으로 나  립선특이항원 도를 제안하

다. PSAD는 이론 으로 PSA4-10사이에서 립선암의 감별력을 증가시킬수 있으나 실제로는 사람마

다  립선의 epithelial-to-stromal ratios가 다르고 PSA는 상피세포에서 만들어지고 리선이 크도 

PSA가 낮은 경우도 있을수 있다. 한 음 를 통해 측정한 립선크기의 오차 한 무시할 수 없다.

4. PSA transition zone density,  PSA peripheral zone density

립선특이항원 도의 단 을 극복하기 해 제안된 것이 립선특이항원치를 이행  용 으로 나

 이행 도 (transition zone density: TZD)이다. TZ는 음 로 비교  오차없이 측정가능하고 

PSA의 부분이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이 TZD를 측정하게된 배경이다. 

Zisman등은 PZ fraction을 고안하 다. 공식은 tPSA X (total prostate volume - TZ volume) / total 

prostate volume 이다. 그리고 tPSA, PSAD, PSA-TZ, prostate-specific antigen peripheral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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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sity (PSA-PZ)의 양성, 음성 측률을 비교하 다. 양성 측률은 PSA와 PSA-TZ가 60%, PSA-PZ 

70%, PSAD 80%이었다. 음성 측률은 양성 측률보다 우수하 다. DRE음성인 환자에서 수신자

단특성곡선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로본 검사의 우수성은 PSA-PZ가 PSA-TZ보다 우

수한 것으로 나왔다. 

5. PSA velocity

Carter 등은 시간의 변화에 의한 립선특이항원의 변화 정도가 립선비 증과 립선암을 감별할 

수있는 도구라는 립선특이항원속도의 개념을 제안하 다. 립선특이항원속도는 국소성 립선암

을 발견하는 데 측력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개념이며 반복 측정으로 암종의 성장에 한 더욱 정

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 이 있다. 립선특이항원치가 1년에 0.75 ng/ml 이상 증가하는 경우 

립선암을 의심하여 생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6. Age-specific reference ranges 

Oesterling 등은 립선암의 증거가 없는 건강한 남성을 상으로 립선특이항원을 측정하여, 연령

과 립선특이항원의 상 계수가 0.43으로 유의한 상 계를 보이며 립선특이항원치는 1년에 

3.2% 혹은 0.04 ng/ml씩 상승한다고 하 으며, 40  0-2.5 ng/ml, 50  0-3.5 ng/ml, 60  0-4.5 

ng/ml, 70  0-6.5 ng/ml의 연령별 참고치를 제시하 다. 연령별 참고치는 60세 미만에서 민감도를 

6% 증가시켜 국소  립선암의 진단율이 높이고 60세 이상에서 특이도를 11% 증가시켜 불필요한 

생검을 피할 수 있다. 그라나 60세이하에서 PSA의 단치를 낮추므로 불필요한 생검을 증가시키고 

60세이상의 고령에서 PSA 단치를 높이므로 립선암을 노칠 수 있다.  연령과 립선 용 은 립

선특이항원치에 독립 으로 향을 주기 때문에 립선특이항원 연령별 참고치의 임상  의의에 

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7. Free PSA

립선특이항원는 유리 립선특이항원과 alpha-1-antichymotrypsin.와 결합한 복합 립선특이항

원의 형태로 존재한다. %유리 립선특이항원의 이론  배경은 립선암 환자는 립선비 증 환자보

다 alpha-1-antichymotrypsin에 결합한 형태의 립선특이항원이 더 많다는 것이다. Lee등의 보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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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유리 립선특이항원의 상한치를 0.2로 정하 을 경우 민감도는 92%를 유지하면서 특이도는 

32%에서 66%로 불필요한 생검을 44% 일 수 있어 립선암의 진단에 %유리 립선특이항원이 

립선특이항원보다 우수하 다고 한다. %유리 립선특이항원은 이 에 립선생검에서 음성인 환자

가 지속 으로 PSA가증가하는 경우 재생검을 하는 단기 으로 유용하다. 즉 %유리 립선특이항원 

수치가 증가한다면 립선암의 가능성은 낮다.   

 Khan 등의 연구에 의하면 %유리 립선특이항원이 생검에서의 립선암의 조직학  분화도를 

측할 수 있다고 하 는데 20%기 으로 그이하이면 고 험군과 이상이면 험군의 가능성이 높았

다. %유리 립선특이항원, 립선크기, PSA는 립선 생검의 조직결과를 측하는데 유의한 인자이

고 재생검시는 %유리 립선특이항원과 PSA velocity가 유의한 측인자이었다. 

8. Current update of detection of prostate cancer

 Wang 등은 립선암 세포에서 유래된 단백질 (tumor-derived peptide)에 한 자가항체

(autoantibodies)를 발견하 다. protein microarray와 phage display analysis를 이용하여 립선암환자

의 청에 존재하는 자가항체에 반응하는 22개의 단백질을 확인하 다. 이22 phage peptide로 립선

암 60명, 조군 68명을 검사한 결과 specificity 88.2% sensitivity 81.6%를 보 다. 이 연구의 요성

은 립선암의 선별검사 방법인 PSA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표지자의 발견이고  종양의 치

료에도 응용할 수 있다는 이다. 

 Trojan등은 립선암환자에서 조군보다 Insulin like growth factor (IGF)가 높다는 사실을 증명

하 고 (833.8ng/ml versus 633.3ng/ml) PSA와 IGF-II는 모두 립선암의 등 과 비례하 다. PSA와 

IGF-II를 이용하여 립선암의 병기를 측가능하 고 립선비 증과 립선암을 감별가능하 다. 

 Hoque 등은 소변 침 물에서 gene hypermethylation을 측정하여 국소 립선암의 진단에 이용가능

하다고 하 다.   

9. PSA의 새로운 의미

 PSA 4.0ng/ml라는 수치는 재 강력한 도 을 받고 있다.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PSA의 단치를 

더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2.5ng/ml로 정하자고 한다. PSA가 cancer specific하지 못하다.

 지 까지는 정상 PSA범 에서 립선암의 유병율에 한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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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Prostate Cancer Prevention Trial (PCPT)에서는 의미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PSA 4ng/ml 이

하이면서 DRE는 정상인 조군을 7년간 추 찰 후 립선 생검후 발견된 립선암의 유병률이 

15.2%나 되었다. 립선암의 유병률은 PSA값과 깊은 상 계가있었다. PSA가 0.5ng/ml이하인 군은 

립선암의 유병률이 6.6%이고 PSA가 3.1-4.0ng/ml인 군에서는 26.9% 다.  다른 연구에서 ROC

곡선으로 보면 PSA의 립선암이 측도는 0.678로 유의하 고 리슨 수가 7이상의 증등도, 고도

의 립선암의 0.782, 리슨 수 8이상의 고도 립선암의 측도는 0.872이었다. PSA값이 증등도 

 고도 립선암의 측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PCPT 연구는 우리에게 PSA치값이 낮다

고 확실히 립선암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그러나 PSA검사가 유

용한 검사가 아닌 것은 아니다. 반 로 정상범 라도 PSA가 증가함에 따라 립선암의 발견 가능성

을 증가하고 고 험군 립선암에서 PSA가 아직도 특이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PSA 

단치 하나만으로 생검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다른 인자(나이, 인종, 가족력, BMI 등)들을 

종합 으로 야할 것이다. PCPT는 이런 교훈을 주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른 PSA의 변화 한 요한 의미를 가진다. D'Amico 등은 립선암 진단  

일년간의 PSA velocity는 근치  립선 출술후 진립선암으로 인한 사망의 험 인자라고 하 다. 

PSA velocity가 2ng/ml/yr인 경우 립선암으로 인한 사망의 험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 이 연구의 

결론은 시간이 지남에 따른 PSA의 변화는 요한 후 측인자라는 것이다. 

  Freedland 등은 379명의 근치  립선 출술 후 PSA값의 변화를 연구한 결과 PSA 값이 2배로 

증가하는 시간 (PSA doubling time)이 prostate cancer-specific mortality를 측하는 가장 요한 인

자라고 하 고 수술후 PSA가 측정될 때까지 시간과 립선조직의 리슨 수와 함께 용하 을 때 

prostate cancer-specific mortality 측정확도가 84%이었다. 

결  론

 PSA가 임상에서 용된지 20년이 지났고 PSA가 사용된 후 립선암 진단과 치료는 비약 으로 

발 하 다. PSA 선별검사가 임상 으로 무의미한 립선암의 발견을 증가시키지는 않는가에 한 

의문은 있다. 그러나 PSA검사의 시작 후 진행된 립선암의 진단건수는 히 감소하고 립선암으

로 사망률이  감소하는 통계학  수치를 볼 때 PSA 검사에 의한 립선암의 조기발견과 치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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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향상 때문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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