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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서 전립선암을 예측하는 데 있어 Prostate 
Health Index Density의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전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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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We evaluated the clinical performance of Prostate Health Index (PHI) density with [-2]proPSA (p2PSA) 
and its derivatives in predicting the presence of prostate cancer (PCa) in Korean men.
Materials and Methods: A total of 706 men with total prostate-specific antigen (tPSA)≥2.5 ng/mL who underwent 
their first prostate biopsy were included in this prospective, multicenter, observational study. Diagnostic accuracy 
of tPSA, free-to-total PSA ratio (%fPSA), p2PSA, %p2PSA, the Beckman Coulter PHI, and PHI density was 
assessed by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analyse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PHI was calculated 
as [(p2PSA/free PSA)×tPSA½], and density calculations were performed using prostate volume as determined 
by transrectal ultrasonography.
Results: Overall, PCa was detected in 367 of all subjects (52%). In men with tPSA 2.5–10 ng/mL, the detection 
rate of PCa was 41.1% (188 of 457). In this group, PHI and PHI density were the most accurate predictors 
of PCa and significantly outperformed tPSA and %fPSA; area under the curve for tPSA, %fPSA, %p2PSA, PHI, 
and PHI density was 0.58, 0.68, 0.70, 0.75, 0.73 respectively. PHI and PHI density were also the strongest 
predictor of PCa with Gleason score ≥7.
Conclusions: Based on the present prospective multicenter experience, PHI and PHI density demonstrate the 
superior clinical performance in predicting the presence of PCa in Korean men with tPSA 2.5–10 ng/mL. (Korean 
J Urol Oncol 2020;18:14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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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재 전립선암의 선별, 진단, 및 예후 예측에 이용되는 대

표적인 생체표지자(biomarker)인 전립선특이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 PSA)은 전립선암 진단에 민감도는 높으나 

특이도가 낮은 단점이 있어, 과잉 진단과 과잉 치료의 문제

점이 있다.1 이런 PSA의 단점을 보완하기 free-PSA (fPSA), 

% free-PSA (%fPSA), PSA density (PSAD) 등을 이용한 다

양한 접근이 시도되었다.2 이중에서 PSAD는 PSA와는 비슷

한 민감도를 가지면서 PSA에 비해 더 우수한 특이도를 가

진다.3 

최근에는 PSA isoform 그 파생 지표들(derivatives)들이 

기존의 PSA보다 전립선암의 진단 및 고등급암(high grade 

cancer)의 예측에 있어 정확도가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4,5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승인을 득한 [-2]proPSA (p2PSA)

를 이용한 다양한 산술적인 수치들(derivatives) 중 %p2PSA

와 Prostate Health Index (PHI)가 전립선암의 존재를 예측

하는 데 PSA나 %fPSA보다 우수하고 전립선암의 Gleason 

점수(Gleason score)와도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본 연구

진이 보고한 바 있다.6,7

PSA를 이용한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PSAD나 

PSA velocity 같은 인자들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PSAD는 PSA에 비해 전립선암의 예후 예측인자로서 더 우

수한 인자로 알려져 있다.3 최근 Johns Hopkins 연구진은 

PSAD와 마찬가지로 PHI density (PHID)가 PSA 수치가 

gray zone에 있는 환자에서 PHI에 비해 더 우수한 전립선암

의 예측 인자라는 결과를 보고하였고, 특히 Gleason 점수 

7점 이상의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암(clinically significant 

cancer)의 예측에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8,9

이에 이 논문의 연구진은 국내 다기관 연구를 통해 PHID

가 한국인에 있어 전립선암의 예측 인자로서 임상적으로 어

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15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강원지역 3개 대학병원

에 내원한 환자들 중 total PSA가 2.5 ng/mL 이상으로 전립

선암이 의심이 되어 전립선 생검을 받게 된 50세 이상 남자

를 대상으로 전향적으로 모집하여 다기관연구를 시행하였

다. 

모든 환자에서 전립선 생검 전에 채혈을 시행하였다. 검

체는 채혈 후 3시간 이내에 원심분리하여 혈청(serum)을 

-80℃에서 냉동보관 하였고, Access 2 Immunoassay kit 

(Beckman Coulter, Brea, CA, USA)를 이용하여 p2PSA 수

치를 측정하였다. tPSA와 fPSA는 Hybritech calibrated 

Access (Beckman Coulter) assay를 통해 측정하였다. 모든 

검체는 단일 기관(강원대학교병원)에서 회수하여 검사를 시

행하였다. 모든 환자들에서 경직장초음파 유도 전립선 생검

을 시행하였는데, 표준확장 12부위 생검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1–2부위 추가 생검을 시행하였다. 생

검 조직은 각 병원의 경험 많은 비뇨생식기 전문 병리의가 

판독하였다. 전립선암이 진단된 경우 개정된 2005년 con-

sensus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Urological 

Pathology 정의에 따라 Gleason 점수를 판독하였다.10 고등

급암은 Gleason 점수가 7 이상인 전립선암으로 정의하였다. 

%p2PSA와 PHI는 p2PSA, fPSA, 그리고 tPSA 값을 측정한 

후 계산식{%p2PSA=[(p2PSA/fPSA)×100], PHI=[(p2PSA/ 

fPSA)×(tPSA)1/2)]}에 대입하여 값을 구하였다. 전립선 생검 

시점으로부터 과거 3개월 이내에 급성전립선염에 이환 되

었던 환자, 이전에 전립선 생검을 시행한 병력이 있는 환자, 

5-reductase inhibitor를 복용 중인 환자는 이 연구 대상에

서 제외하였다. 이 외에도 p2PSA의 혈중 농도에 영향을 미

칠 만한 만성신부전, 혈우병, 수차례 수혈 이력이 있는 환자

들도 이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통계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 20.0 (IBM Co., 

Armonk, NY, USA)를 사용하였다. 예측정확도를 계산하기 

위해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모델을 이용하였으며, AUC 

(area under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를 통

해 예측정확도를 정량화 하였다. PHI와 PHID의 전립선 생

검 후 전립선암 진단 예측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나이, 전립

선 크기, PSA, %fPSA를 기본 다변량 분석 모델에 포함하였

다.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는 것

으로 간주하였다.

이 연구는 강원대학교병원 생명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았다(approval 

number: KNUH 2015-04-004-001).

결      과

2015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강원지역 3개 대학병원

에 내원한 환자들 중 tPSA가 2.5 ng/mL 이상으로 전립선암

이 의심이 되어 전립선 생검을 받은 50세 이상 남자는 총 

706명이었으며 이중에서 tPSA가 2.5–10 ng/mL인 환자는 

457명이었다.

전체 환자의 임상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전체 환자 

706명 중 367명(52%)이 전립선 생검에서 전립선암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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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all study subjects

Variable Total No cancer Cancer p-value

No. of patients (%) 706 339 (48) 367 (52)
Age (yr), mean±SD 71±8.8 69±8.9 72±8.4 ＜0.001
Prostate volume (mL)  43 (15–209)  47 (16–194)  39 (15–209) ＜0.001
Total PSA (ng/mL)  7.4 (2.6–800.0)  6.2 (2.6–68.9)  9.8 (3.3–800.0) ＜0.001
% fPSA 0.15 (0.01–13.09) 0.18 (0.02–13.09) 0.12 (0.01–5.68)   0.016
%p2PSA 1.54 (0.03–16.72) 1.22 (0.03–4.43) 1.80 (0.47–16.72) ＜0.001
PHI 41.7 (0.8–788.2) 30.5 (0.8–361.1) 57.7 (14.9–788.2) ＜0.001
PHI density 0.96 (0.02–32.1) 0.59 (0.02–6.57) 1.73 (0.16–32.1) ＜0.001
GS, n (%)
  Less than 7 - - 124 (33.8)
  7 or Greater - - 243 (66.2)

Values are presented as median (range) unless otherwise indicated.
SD: standard deviation, PSA: prostate-specific antigen, fPSA: free PSA, p2PSA: [-2]proPSA, PHI: prostate health index, GS: 
Gleason score.

Table 2.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with total PSA 2.5–10 ng/mL

Variable Total No cancer Cancer p-value

No. of patients 457 269 (58.9) 188 (41.1)
Age (yr)  70 (37–90)  69 (37–90)  71 (45–87)   0.02
Prostate volume (mL) 44.0 (15–205)  47 (16–158)  39 (15–205)   0.004
Total PSA (ng/mL)  5.8 (2.6–9.9)  5.6 (2.6–9.9)  6.1 (3.3–9.9)   0.004
% fPSA 0.16 (0.01–13.09) 0.19 (0.03–13.09) 0.13 (0.01–0.43)   0.04
%p2PSA 1.44 (0.03–11.9) 1.25 (0.03–4.43) 1.71 (0.60–11.9) ＜0.001
PHI 34.6 (0.8–235.2) 29.1 (0.8–137.5) 42.5 (14.9–235.2) ＜0.001
PHI density 0.72 (0.02–8.40) 0.57 (0.02 –5.13) 1.41 (0.16–8.40) ＜0.001
GS
  Less than 7 - -  94 (50.0)
  7 or Greater - -  94 (5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dian (range).
PSA: prostate-specific antigen, fPSA: free PSA, p2PSA: [-2]proPSA, PHI: prostate health index, GS: Gleason score.

단되었으며, 이 중 243명(66.2%)은 Gleason 점수가 7점 이

상이었다. 전립선암으로 진단되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전립

선암으로 진단된 환자군에서 나이, tPSA, %p2PSA, PHI, 

PHID가 유의하게 높은 중앙값을 보였으며, 반면에 전립선

크기와 %fPSA는 유의하게 낮은 중앙값을 나타냈다. 

tPSA가 2.5–10 ng/mL인 환자 총 457명을 분석한 결과 

188명(41.1%)이 전립선암으로 진단되었으며, 이 중 94명

(50%)이 Gleason 점수가 7점 이상이었다(Table 2). 연령은 

전립선암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69세 vs. 71세, 

p=0.02), tPSA 수치도 전립선암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높았

다(5.6 ng/mL vs. 6.1 ng/mL, p=0.004). 두 군 간에 %p2PSA, 

PHI 값과 더불어 PHID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0.57 vs. 

1.41, p＜0.001)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tPSA가 2.5–10.0 ng/mL인 

환자군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을 때, PHI와 더불어 PHID도 

전립선암 진단의 강력한 독립 예측 인자로 분석되었으며, 

나이, 전립선크기, tPSA, %fPSA를 포함한 기본 모델에 비

해 PHI 또는 PHID를 추가한 모델의 예측 정확도가 유의하

게 높았다(Table 3). 전체 환자 총 706명을 대상으로 한 

AUC 분석에서 PHI가 가장 높은 0.81를 보였으며, 다음으

로 PHID가 0.79로 여러 인자들 중 두 번째로 높은 값을 보

였으며(Fig. 1A), tPSA가 2.5-10 ng/mL인 환자 총 457명을 

대상으로 한 AUC 분석에서는 마찬가지로 PHI가 가장 높은 

0.75를 다음으로 PHID가 0.73을 나타내었다(Fig. 1B). 민감

도를 90%로 하였을 때, PHI가 가장 높은 특이도(44%)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PHID와 %p2PSA의 특이도(각각 

32%, 31%)가 높았다. 반면 PSA는 민감도 90%에서 특이도

가 17%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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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predicting the probability of PCa at biopsy in the overall population with tPSA 2.5–10 ng/mL 
(n=457; the area under the curve reflects the predictive value of individual variables [columns] as well as of the multivariable 
models in predicting the probability of having PCa)

Variable

AUC of 
individual 
predictor 
(95% CI)

Bivariate 
analysis OR 
(95% CI); 

p-value

Multivariate analysis

Base model* 
OR (95% CI); 

p-value

Base model＋
%p2PSA OR 

(95% CI); 
p-value

Base model＋
PHI OR 

(95% CI); 
p-value

Base model＋
PHID 

(95% CI); 
p-value

Age (yr) 0.564 1.027; 0.021 1.051; ＜0.001 1.059; ＜0.001 1.057; ＜0.001 1.056; ＜0.001
Prostate volume (mL) 0.390 0.988; 0.005 0.992; 0.088 0.995; 0.286 0.996; 0.439 1.010; 0.072
Total PSA (ng/mL) 0.584 1.171; 0.004 1.108; 0.084 1.156; 0.023 1.042; 0.521 1.063; 0.336
% fPSA 0.320 0.000;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0.002 0.002; ＜0.001
% p2PSA 0.698 2.553; ＜0.001 2.414; ＜0.001
PHI 0.749 1.048; ＜0.001 1.040; ＜0.001
PHI density 0.729 2.694; ＜0.001 2.818; ＜0.001
AUC of multivariate models 0.677 0.730 0.745 0.743
Gain in predictive accuracy 0.053 0.068 0.066

PCa: prostate cancer, PSA: prostate-specific antigen, tPSA: total PSA, AUC: area under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CI: confidence interval, OR: odds ratio, p2PSA: [-2]proPSA, PHI: prostate health index, PHID: prostate health index density, 
fPSA: free PSA. 
*Base model includes age, prostate volume, tPSA, and %fPSA.

Fig. 1. ROC curves of the prediction accuracy of PSA, %fPSA, %p2PSA, PHI, and PHID for prostate cancer at initial biopsy.
(A) ROC curves in all subjects. (B) ROC curves in subjects with tPSA 2.5–10 ng/mL. ROC: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PSA: prostate-specific antigen, fPSA: free PSA, p2PSA: [-2]proPSA, PHI: Prostate Health Index, tPSA: total PSA, PHID: PHI 
density. 

tPSA가 2.5–10.0 ng/mL인 환자군에서 Gleason 점수 7 이

상인 환자군을 예측하는 인자를 분석하였을 때 AUC 값은 

PHI가 0.79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PHID와 %p2PSA의 

AUC 값이 각각 0.780, 0.726이었다(Table 4). 다변량 분석 

시 나이, 전립선 크기, tPSA, %fPSA를 포함한 기본 모델에 

PHI를 추가한 모델의 AUC 값은 0.818, PHID를 추가한 모

델의 AUC 값은 0.810이어서 PHID의 예측력이 PHI와 비슷

한 수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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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predicting the probability of significant prostate cancer (GS 7 or over) at biopsy in the 
overall population with tPSA 2.5–10 ng/mL (n=457; the area under the curve reflects the predictive value of individual variables 
[columns] as well as of the multivariable models in predicting the probability of having PCa)

Variable

AUC of 
individual 
predictor 
(95% CI)

Bivariate 
analysis OR 
(95% CI); 

p-value

Multivariate analysis

Base model* 
OR (95% CI); 

p-value

Base model＋
%p2PSA OR 

(95% CI); 
p-value

Base model＋
PHI OR 

(95% CI); 
p-value

Base model＋
PHID 

(95% CI); 
p-value

Age (yr) 0.622 1.059; ＜0.001 1.083; ＜0.001 1.096; ＜0.001 1.098; ＜0.001 1.092; ＜0.001
Prostate volume (mL) 0.349 0.973; ＜0.001 0.974; ＜0.001 0.980; 0.007 0.983; 0.021 1.002; 0.807
Total PSA (ng/mL) 0.600 1.208; 0.004 1.165; 0.032 1.211; 0.014 1.039; 0.634 1.078; 0.327
% fPSA 0.343 0.001; ＜0.001 0.002; 0.001 0.019; 0.042 0.040; 0.104 0.021; 0.045
% p2PSA 0.726 2.647; ＜0.001 2.682; ＜0.001
PHI 0.799 1.054; ＜0.001 1.021; ＜0.001
PHI density 0.780 2.882; ＜0.001 2.977; ＜0.001
AUC of multivariate models 0.750 0.797 0.818 0.810
Gain in predictive accuracy 0.047 0.068 0.060

GS: Gleason score, PSA: prostate-specific antigen, tPSA: total PSA, PCa: prostate cancer, AUC: area under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CI: confidence interval, OR: odds ratio, p2PSA: [-2]proPSA, PHI: prostate health index, PHID: prostate health 
index density, fPSA: free PSA.
*Base model includes age, prostate volume, tPSA, and %fPSA.

고      찰

전립선암은 전세계적으로 남성암 중에서 유병률이 두번

째로 높으며, 다섯 번째로 사망률이 높은 암이며, 한국에서

도 남성에서 유병률이 세번째로 높다.11,12 현재까지 전립선

암의 선별 및 예후 예측을 위한 종양표지자로 PSA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13,14 그러나, 관련 연구가 많이 진행되면

서 선별검사로서의 PSA의 특이도가 너무 낮다는 것이 문제

로 제기되었으며, 특히 PSA가 2.5–10 ng/mL인 소위 gray 

zone에서 불필요한 전립선 생검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중요

한 문제이다.1 최근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저위험도 전립선

암 환자들에 대하여 능동적 감시(active surveillance) 방침

을 취하여도 처음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한 군과 비교하

여 전체사망률과 전립선암특이사망률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15,16 이러한 맥락에서 진단을 위한 높은 민감도를 유

지하면서도 동시에 높은 특이도를 갖는 한편, 임상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암과 고위험도 암을 구별할 수 있는 종양표

지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최근 많은 연구 결과 PHI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표지자로서 유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8,9,17-20 최근 한국에서도 본 연구진이 PHI의 유

용성에 대해 보고한 바 있고,6,7 gray zone 환자들에서 PHI 

cutoff 값을 22.9로 하였을 때 전립선암 진단에 대한 민감도

가 90%, 특이도가 68.3%로 아주 좋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6

전립선암의 가능성을 평가할 때 전립선 크기를 PSA 수치

와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를 활용한 PSAD가 전립선암 진

단에 있어 PSA 단독 사용에 비해 특이도를 높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3 PSAD의 유용성은 PHID 역시 유용할 가

능성을 유추하게 하며 이런 가능성을 고려하여 PHID에 대

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2013년 일본에서 그 결과가 보고되

었다.20 이 연구에서 PSA 2–10 ng/mL인 239명의 환자를 대

상으로 PHID cutoff를 0.66으로 하였을 때 민감도와 특이도

가 각각 95%와 30%로, 전립선암을 예측하는 데 PHID가 

유용한 것으로 제시되었다.20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전립선암

으로 진단된 환자는 53명이었는데 임상적으로 무의미한 전

립선암 환자는 4명뿐이어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전립선암

에 대한 예측 인자로서의 유용성 검증에는 한계가 있었다. 

2017년에 발표된 Tosoian 등9의 연구 결과에서는 PHI와 더

불어 PHID가 전립선암 진단에 유용한 인자이며, 특히 임상

적으로 유의미한 전립선암을 예측하는 강력한 인자로 보고

하였다. PHID의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전립선암에 대한 예

측 능력은 AUC 0.84로 PHI의 AUC 0.76보다 높다고 보고

하였다. Druskin 등8의 연구에서도 PHID의 AUC를 0.82로 

보고하였으며, PHI (AUC, 0.79)보다 유용한 인자로 보고하

였으며, 특히 multiparametric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를 같이 시행한 108명의 subgroup 분석 시 PI-RADS 

(Prostate Imaging Reporting and Data System) 3점 이상이

거나, PHID가 0.44 이상이면서 PI-RADS 2점 이하인 환자

에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전립선암을 100% 진단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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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매우 높은 AUC 값(0.90)을 보고하였다.

최근 중국에서도 1,620명의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한 

PHID의 유용성에 대한 다기관 전향적 연구 결과가 발표되

었다.19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다르게 전립

선 크기가 전립선암의 진단이나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전립

선암 진단에 대한 예측 인자로서 PHI에 비해 추가적인 정보

를 주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2012–2013년 기간

의 595명의 환자군(코호트 1군)과 2013–2014년 기간의 

1,025명의 환자군(코호트 2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전

립선암 진단의 예측 인자로서 모든 환자군에서 PHID의 

AUC가 PHI AUC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tPSA 2–10 

ng/mL의 subgroup 분석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코호트 

1군 AUC: PHI:PHID=0.69:0.72; p=0.334). 임상적으로 유의

미한 전립선암 환자를 예측하는 인자로서도 PHID가 PHI에 

비해 우수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도 전체 환자군에서 전

립선암을 예측하는 인자로 PHI 및 PHID의 AUC값이 각각 

0.81, 0.79였으며, tPSA가 2.5–10 ng/mL인 환자군에서도 각

각 0.74, 0.73으로 PHID가 PHI와 비슷한 진단 정확도를 보

였다. 고등급암을 예측하는 인자로서도 다변량 분석에서 

PHID가 PHI보다 예측 인자로서 추가적인 정보를 주지는 

못하였다.

Huang 등19이 PHID가 PHI에 비해 예측 인자로서 추가적

인 유용성을 갖지는 않는다고 이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결과

를 보고하였는데 앞서 서구에서 이루어진 Tosoian 등9의 연

구에서의 118명, Druskin 등8의 연구에서의 241명의 환자보

다 많은 1,6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규모가 큰 다기관 

연구였기 때문에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앞선 

연구들에서는 직장수지검사에서 음성 소견인 환자와 이전 

생검에서 음성이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

에 Huang 등19의 연구나 본 연구와는 대상 환자군에서 차이

가 있었다. 또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전립선암을 Huang 

등19과 본 연구진은 Gleason 점수 7 이상으로 정의하였는데 

Tosoian 등9과 Druskin 등8은 Gleanson 점수 6이면서 3 부위 

이상에서 암이 검출되거나 한 부위에서 암이 침범된 길이가 

50% 이상인 환자들도 포함하여 차이가 있다. 환자들의 전

립선 크기에 있어서도 Huang 등19의 연구와 본 연구에 참여

한 환자군의 전립선크기 중앙값은 각각 41 mL, 43 mL인데 

Tosoian 등9의 연구와 Druskin 등8의 연구에서는 그 값이 각

각 50 mL, 50 mL로 서구 환자들과 아시아 환자들의 전립선 

크기가 달랐다. 한편 생활방식의 차이와 유전적 요인으로 

전립선암의 유병률에서 서양인과 동양인에서 차이가 있으

며,21 고위험 환자군의 비율이 다르다는 것22,23도 연구 결과

들 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

다. PSA와 마찬가지로 전립선암의 진단과 임상적으로 유의

미한 전립선암의 예측에 적용할 수 있는 PHI 값의 범위가 

유럽인들과 동양인들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대규모 환자(유

럽인 800명, 동양인 1,688명)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고

한 바도 있다.24 이 연구에서 tPSA 2–10 ng/mL인 397명의 

유럽인을 대상으로 PHID의 진단 정확도를 분석했을 때 임

상적으로 유의미한 전립선암 예측에 대한 AUC가 0.66으로 

PHI의 AUC (0.74)에 비해 낮아서 앞선 언급된 서구인을 대

상으로 한 연구들의 결과와는 달랐다.8,9,24 

전립선암의 진단에 있어 PSAD가 PSA의 단점을 보완하

는 예측 인자인데 반해 PHID는 PHI에 비해 더 우수한 진단

적 정확성을 보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Huang 등19은 PSA에 

비해 p2PSA가 전립선비대증보다는 전립선암에 더 특이적

이며, PHI를 도출하는 공식에서 fPSA와 tPSA 모두 전립선

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일 것이라 추론하였다. PSA는 전

립선 크기에 영향을 받아서 단위 부피당 PSA, 즉 PSAD가 

PSA에 비해 더 정확한 전립선암 예측 인자로 유용할 수 있

지만, p2PSA는 그 자체가 전립선암에 보다 특이적이어서 

p2PSA를 포함한 산술적 계산값인 PHI도 이미 전립선암에 

특이적인 지표이므로 단위 부피당 PHI, 즉 PHID가 PHI에 

비해 더 유용함을 보이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p2PSA는 전립선비대증 조직보다는 전립선암 조직에 특이

적으로 많이 발현하는 것으로 면역염색을 통해 알 수 있으

며, 전립선암 발생 시 전립선 선조직과 기저세포(basal cell)

의 구조가 파괴되면서 혈장으로 proPSA가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25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다기관 전향적 연구로 경직장초

음파로 전립선 크기(용적) 측정 시 여러 기관에서 여러 임상

의가 시행을 하였기에 전립선 크기 측정에 있어 완전한 일

관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최근 전립

선암 진단에서 유용한 multiparametric MRI를 시행하지 못

하여 경직장초음파 유도 전립선 생검에서 놓치기 쉬운 암에 

대해 보정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50세 이상의 

706명의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PHID의 유용성에 대해 평가

한 최초의 다기관 전향적 연구로 한국인에서 전립선암 진단

과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전립선암의 예측에 있어 PHID의 

유용성과 역할에 대한 정보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한다. 

결      론

이 연구에서 tPSA가 2.5–10.0 ng/mL인 한국 남성에서 전

립선암의 존재와 분화도를 예측하는 데 있어 PHI와 더불어 

PHID도 tPSA에 비해 높은 예측 정확성을 보였다. 비록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PHI와 PHID가 향후 gray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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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에서 전립선암의 진단 및 예후 예측에 있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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