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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또는 자기공명영상 유도하에 따른 전립선 재검의 
암진단율 비교: 성향 점수 매칭, 단일 병원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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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compare biopsy performance of 2 approaches for multiparametric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guided biopsy and transrectal ultrasonography (TRUS)-guided biopsy with 2nd and 3rd repeat biopsy patients 
in prostate cancer detection.
Materials and Methods: This retrospective study reviewed 2,868 patients who was performed prostate biopsy 
between September 2013 to March 2017 at Samsung Medical Center, Seoul, Korea with TRUS-guided random 
biopsy and MRI fusion, MRI cognitive, and MRI-guided biopsy as 2nd and 3rd repeat biopsy and propensity 
matching was applied to reduce bias. Detection rate of each study was compared with 1:1 matching.
Results: Among 265 patients who performed TRUS 2nd biopsy, positivity rate for prostate cancer (PCa) was 
18.49% (n=49/265) while 54.72% (n=145/265) for MRI-guided biopsy. In 3rd biopsy, positivity rate for PCa of 
TRUS biopsy was 17.74% (n=11/62) while 56.45% (n=35/62) for MRI guided biops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tection rate for the patient with Gleason score 8 or more.
Conclusions: MRI-guided biopsy was associated with a higher detection rate of prostate cancer with especially 
in patients with prior negative biopsy. (Korean J Urol Oncol 2019;17: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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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립선 특이항원(prostate-specific antigen, PSA)의 상승이

나 직장수지검사상에서 이상이 발견되어 임상 으로 립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22465/kjuo.2019.17.1.60&domain=pdf&date_stamp=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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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이 의심되는 환자에 하여 음  유도하 립선 조

직검사(transrectal ultrasound sonography [TRUS]-guided biop-

sy)를 시행하는 것이 재의 표  검사법으로 알려져 있다.1 

조직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으나, 립선 특이항원 수

치가 지속 으로 상승해 있는 등, 임상 으로 립선암이 

배제되지 않을 경우, 반복 인 조직검사를 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공명 상(multiparametric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이 제시되었으며,1 이를 통한 생검과 기존의 생

검 간의 많은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2 자기공명 상을 

통한 평가는 립선 상 평가 기 (Prostate Imaging – 
Reporting and Data System [PI-RAD], ver. 2)을 제시하며 

립선암의 평가를 보다 객 화하고 있다.3 몇몇의 연구에서

는 이미 MRI-guided biopsy의 암발견율이 기존의 TRUS- 

guided biopsy보다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 다.2,4 

2018년 Kasivisvanathan 등2에 의해 제시된 연구에 따르면 

MRI-guided biopsy에서 임상 으로 유의한 립선암의 발

견율은 38% (95/252명)로 TRUS-guided biopsy의 26% (64/ 

248명)에 비해 우월한 성 을 보여 주었다. 뿐만 아니라 

MRI-guided biopsy 상에서 발견된 특정 병변만을 조  생검

한 경우의 암발견율에 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4

이러한 연구들은 생검을 처음으로 진행하는 환자들을 

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  검사 기간이 비교  긴 립

선암의 병태 생리를 고려할 때, 이후 추가되는 검사에 한 

연구의 필요성은 차 활발하게 재기되고 있다.5,6 그러나 

아직까지 2차 이상의 반복 생검에서 TRUS-guided biopsy와 

MRI-guided biopsy에 따른 차이 을 분석한 연구는 국내에 

많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2차 혹은 3차의 반복 생검을 시행

한 환자들을 상으로 MRI-guided biopsy와 TRUS-guided 

biopsy군으로 나 어 암발견율의 차이를 비교하 으며, 반

복되는 생검에서도 MRI-guided biopsy 를 통한 생검이 우수

한 방법임을 성향 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통

해 검증하고자 하 다. 

상  방법

1. 환자  임상 정보 수집

이 연구는 2013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삼성서울병원

에서 시행한 총 2,990 명의 립선 조직검사를 시행 받은 

환자를 상으로 시행하 다. 이  립선암에 한 능동

 찰을 목 으로 한 10명과 치료 후 경과 찰을 하여 

시행한 5명은 제외하 다. 한 부 한 기록이 이루어진 

17명도 제외하여 총 2,868명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2,868명  2,336명은(81%) 경직장 음  유도로 생검을 

시행 받았으며, 532명은(19%) 자기공명 상을 이용한 검사

로 생검을 시행 받았다. 자기공명 상을 통한 검사는 MRI 

fusion biopsy와 MRI in-bore biopsy 그리고 MRI cognitive bi-

opsy를 포함하 다. 첫 번째 생검 이후 6개월 이상 립선 

특이항원이 2.5 ng/mL 이상으로 확인되거나, 직장수지검사

상 만져지는 병변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생검을 시행하 다. 

두 번째 생검 방법에 따라 다시 환자를 분류하 으며 총 

세 번의 생검을 받은 환자까지 분류하 다. 한 립선 세

포 이형성(atypia) 혹은 상피내 종양(intraepithelial neoplasia)

으로 진단된 환자도 포함하 다. 

2차 검사를 받은 환자는 총 696명이었으며 이 에서 

TRUS-guided biopsy 환자는 399명(57.33%)이었고 MRI-guid-

ed biopsy를 통한 검사는 297명(42.67%)이었다. 3차 검사를 

받은 환자는 총 174명이었으며 TRUS-guided biopsy를 통해 

검사를 진행한 경우가 73명(41.95%), MRI-guided biopsy는 

101명(58.05%)이었다. 

2. 생검 방법

TRUS-guided biopsy는 모두 숙련된 비뇨의학과 의사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MRI-guided biopsy는 숙련된 2명의 

상의학과 문의에 의해서 진행되었으며, 자기공명 상을 

이용한 검사는 MRI cognitive biopsy와 MRI fusion biopsy 그

리고 MRI-guided biopsy를 모두 포함하 다. MR guided bi-

opsy는 PSA가 2.5  이상이면서 PI-RAD 3  이상인 환자 

에서 경험 있는 임상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환자를 

상으로 진행되었다.

TRUS-guided biopsy는 양엽에서 균일하게 6–14곳에서 시

행하 으며, MRI-guided biopsy는 cognitive인 경우 12 군데, 

Fusion이나 MR biopsy의 경우 4–6곳에서 진행하 다. 

3. Propensity Matching

에서 선택된 코호트 안에서 연령과 PSA, digital rectal 

examination 상에서 만져지는 결 의 유무를 성향 수 매

칭하 다. 매칭 로그램은 R 3.4.3 with package “MatchIt”

를 이용하 다. 2차 생검 환자들의 성향 수는 MRI-guided 

biopsy군에 합한 TRUS-guided biopsy군의 환자를 찾아 매

칭하 다(Fig. 1). 2차 생검  297명의 MRI-guided biopsy 

환자와 399명의 TRUS-guided biopsy 환자를 조하여 각 

265명의 매칭 환자를 1:1로 조하 다. 3차 생검은 TRUS- 

guided biopsy를 진행한 73명의 환자들에 합한 MRI-guid-

ed biopsy 환자 101명을 매칭하여 각 62명의 환자를 1:1로 

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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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flow chart. TRUS: 

transrectal ultrasonography,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underwent prostate biopsy

Characteristic 
TRUS-guided 

(n=2,336)

MRI-guided 

(n=532)
p-value

Age (yr) 64.7 (30–92) 65.41 (41–87)

PSA level (ng/mL) 8.6 8.4 

Prostate volume (mL) 45.4 39.4 

No. of biopsies 1.2 1.8 

PSA group

＜10 1,908 (81.7) 417 (78.4) 0.011

10–20 257 (11.0) 83 (15.6)

＞20 171 (7.3) 32 (6.0)

Presence of nodule

Yes 258 (11.0) 10 (1.9) ＜0.001

No 2078 (89.0) 522 (98.1)

Values are presented as median (range) or number (%).

TRUS: transrectal ultrasonography,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PSA: prostate-specific antigen.

4. 자료 분석  통계 방법

환자의 나이, 생검  PSA, 립선 크기, 총 검체 수,  

생검 검체의 리슨 수를 확인하 다. 그 후 각 회차의 

립선 암발견율을 비교하 고 리슨 수 8  이상의 암

발견율도 비교하 다. 연속형 변수는 평균값(표 편차, 범

)으로 표시하 고, 범주형 변수는 값(백분율)을 표기

하 다. 유의확률 p값은 0.05 미만인 경우 유의한 것으로 정

의하 다. 통계 분석 로그램은 IBM SPSS, version 20.0 

(IBM Company, Armonk, NY, USA)을 사용하 다.

결      과

두 환자군 간의 기본 정보  생검 결과는 Table 1과 같

다. 두 생검군에서 환자의 나이, PSA 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생검 시행군에서 TRUS-guided biop-

sy 환자의 립선 크기의 평균은 45.4 g이었으며 MRI-guid-

ed biopsy 환자에서는 39.04 g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각 검사군의 PSA의 분포와 직장수지검사상 결 의 유

무에는 유의한 차이가 찰되었다. 이를 보정하기 하여 

성향 수 매칭을 하 으며 매칭 이후 두 군 간의 차이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차 생검 환자들에서 역시 매칭 

 PSA 분포와 직장수지검사상에서 지되는 결 의 유무

에 차이가 있으나 매칭 이후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어져 매

칭이 잘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2).

2차 생검군에서 TRUS-guided biopsy의 암진단율은 265명 

 49명으로 18.49% 으며 MRI-guided biopsy의 진단율은 

265명 에서 145명으로 54.72%로 확인되었다(p＜0.001). 3

차 생검군에서는 TRUS-guided biopsy의 암발견율은 62명 

 11명으로 17.74% 고 MRI-guided biopsy의 암발견율은 

62명  35명으로 56.45% 다(p＜0.001) (Fig. 2). 

리슨 수 8  이상의 암발견율을 비교한 결과 2차 생

검군에서 TRUS-guided biopsy의 암발견율은 49명  7명으

로 14.29% 으며, MRI-guided biopsy의 암발견율은 145명 

 27명으로 18.62% 다(p=0.478). 3차 검사 상자에서 

TRUS-guided biopsy의 리슨 8  이상의 암발견율은 11명 

 2명으로 18.18% 으며, MRI-guided biopsy에서는 35명 

 7명이 진단받아 20% 다(p=0.882)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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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atients characteristics after propensity scoring for 2nd biopsy

Characteristic
Before matching (n=696) After matching (n=530)

MRI (n=399) TRUS (n=297) p-value MRI (n=265) TRUS (n=265) p-value

Mean age (yr) 65.16 65.87 0.263 65.54 65.78 0.138 

Nodule on DRE 

Yes 31 (7.77) 5 (1.68) ＜0.001 4 (1.51) 4 (1.51) NA

No 368 (92.23) 292 (98.32) 261 (98.49) 261 (98.49)

PSA group 

＜10 337 (84.46) 219 (73.74) 0.002 216 (81.51) 216 (81.51) 0.739 

10–20 43 (10.78) 58 (19.53) 35 (13.21) 36 (13.58)

＞20 19 (4.76) 20 (6.73) 14 (5.28) 13 (4.91)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unless otherwise indicated.

TRUS: transrectal ultrasonography,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PSA: prostate-specific antigen, DRE: digital rectal examination, 

NA: not available.

Fig. 2. Comparison of cancer detection rate. TRUS: transrectal ultrasonography,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GS: Gleason score.

고      찰

이 연구는 repeat biopsy군에서 TRUS와 MRI-guided biop-

sy에 따른 암발견율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첫번째 보고이

다. 한 성향 수 매칭을 통하여 상군의 선정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편향성을 이고자 노력하 다. 

이 연구는 PSA가 2.5 ng/mL 이상으로 측정된 환자군을 

상으로 진행되었다. 이것은 Walz 등7이 발표한 연구에서 

확인된 것처럼 통용되는 기 인 3.0 ng/mL보다 낮은 기

인 2.5 ng/mL에서 립선암의 발견율이 유의하게 높게 확

인되었기 때문이다. 

매칭  암발견율과 매칭 후의 암발견율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 매칭  2차 생검에서 TRUS-guided biopsy의 암발

견율은 19.05% (76/399명)이었으며 MRI-guided biopsy의 암

발견율은 54.55% (162/297명)이었다. 매칭  3차 생검에서 

TRUS-guided biopsy의 암발견율은 17.81% (13/73명)이었고 

MRI-guided biopsy의 암발견율은 54.46% (46/101명)이었다

(Table 3). 매칭 후의 암발견율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

은 PSA 수치나 연령, 결 의 유무 등에 차이가 있어도 암발

견율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 까지 발표된 논문들에서 첫번째 생검에서 MRI-guid-

ed biopsy를 이용한 생검 결과가 TRUS-guided biopsy를 이용

한 환자군보다 우수함은 밝 진 바 있다.8 1차 생검에서 음

성으로 명된 환자들을 상으로 시행한 검사에서 역시 

MRI-guided biopsy를 사용한 환자군에서 그 진단율이 우수

함은 Hambrock 등9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 이는 이 연구 

결과에서 MRI-guided biopsy의 진단율이 더 우수하 다는 

에서 유사하게 확인되었다. 그러나 리슨 수 8  이상

의 고 험군의 발견율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

고 있지 않다. 

이 연구는 재차 검사자뿐만 아니라 2차 검사에서 암이 

발견되지 않은 환자들을 상으로 한 3차 검사자를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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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tients characteristics after propensity scoring for 3rd biopsy

Characteristic
Before matching (n=174) After matching (n=124)

MRI (n=101) TRUS (n=73) p-value MRI (n=62) TRUS (n=62) p-value

Mean age (yr) 65.94 68.75 0.029 67.92 68.39 0.607 

Nodule on DRE 

Yes 0 (0) 9 (12.33) ＜0.001 0 (0) 0 (0) NA

No 101 (100) 64 (87.67) 62 (100) 62 (100)

PSA group 

＜10 59 (58.42) 53 (72.60) 0.136 45 (72.58) 46 (74.19) 0.710 

10–20 32 (31.68) 14 (19.18) 12 (19.35) 12 (19.35)

＞20 10 (9.9) 6 (8.22) 5 (8.06) 4 (6.45)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unless otherwise indicated.

TRUS: transrectal ultrasonography,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PSA: prostate-specific antigen, DRE: digital rectal examination, 

NA: not available.

로도 연구를 진행하 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3차 상자

들 역시 2차와 마찬가지로 MRI-guided biopsy에서 보다 높

은 암 발견율을 보여주었지만, 리슨 수 8  이상의 환

자들의 결과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지 까지 

발표된 논문들에서 MRI 생검군이 고 험도 암의 발견율이 

더 높은 것과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낸다.10 

이 연구에서는 매칭  TRUS-guided biopsy군에서 립

선 크기가 더 큰 모습을 보 다. 크기가 큰 경우 음성의 

확률이 더 클 수 있겠으며, Pietzak 등의 연구에 의해 크기가 

클수록 음성률이 증가함이 밝 진 바 있다.11,12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역시 TRUS 군에서 진단율에 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연구의 한계 으로 이번 연구는 MRI-guided biopsy에 

한 명확한 기 을 제시하지 못하 다. 이 연구는 경험 있

는 임상의의 의견에 근거하여 TRUS군과 MRI군을 나 어 

검사를 진행하 다. 2차  3차 생검을 결정함에 있어 MRI 

검사의 비용 인 측면이나 환자의 동의 여부가 결정에 

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 객 인 근거를 마

련하여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추후 필요하다. 한 후향

인 방법으로 진행한 연구라는 도 환자군 선정  임상 

정보 분석에 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결      론

이번 연구를 통하여 2차 혹은 3차 생검에서 TRUS-guided 

biopsy와 MRI-guided biopsy의 암발견율을 비교하 을 때 

MRI-guided biopsy의 암진단율이 유의하게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MRI를 이용한 립선 생검은 1차 생검에서 암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여 히 PSA가 높게 측정되는 환자군을 

상으로 한 2차 이후의 재생검에서 훌륭한 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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