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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We developed a new processing method for extended prostate needle biopsy,
and evaluated diagnostic utility of routine immunohistochemistry in 1,000 consecutive unse-
lected cases of transrectal ultrasound-guided systematic prostate biopsy. Methods : Four to
five biopsy cores were embedded in one paraffin block. All the biopsy cores were immunohis-
tochemically stained with basal cell markers. Results : The new sample processing method
was technically perfect for making a diagnosis from extended prostate needle biopsy. Among
1,000 cases, there were 323 cases (32.3%) of adenocarcinoma, 5 cases of other malignant
tumors, 9 cases of high-grade prostatic intraepithelial neoplasia without a carcinoma, and only
8 cases of atypical small acinar proliferation. Among the 323 cases of adenocarcinoma, there
were 38 cases (11.8%) of microcarcinomas <0.1 cm and 101 cases (31.3%) of small adeno-
carcinomas <0.3 cm in length. In the needle biopsy specimens, 59 cases (18.3%) were clas-
sified as clinically insignificant carcinomas. Among them, 37 cases underwent radical prosta-
tectomy, which turned out to be clinically significant carcinomas in 24 cases (64.9%). Conclu-
sions : Routinely performed immunohistochemistry combined with the new sample process-
ing method is very effective for detecting microscopic carcinoma foci as well as differentiating
carcinoma from benign conditions mimicking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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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장초음파유도 전립샘침생검 1,000예의 병리학적 검색: 

새로운 검체처리 방법의 수립 및 면역조직화학검사의 유용성 평가

전립샘암은 발생빈도가 매우 높은 질환으로 50세 이상의 성인

남자가운데 약 50% 정도에서 발병할 가능성이 있으며, 80세 이

상은 거의 100%가 미세병변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

서 전립샘암은 남자에게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암이며, 암에

의한 사망의 두 번째 원인 질환이다. 미국에서는 1996년 31만

7,000명의 전립샘암 환자가 발생하 고 41,400명이 전립샘암으로

사망하 다.1 국내에서는 규모 역학조사는 없으나 1989년 의료

보험 수진자로 추산한 한국인의 전립샘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1.36명으로 한해 약 274명의 전립샘암 환자가 발생하는 것

으로 추산하 다.2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연령으로 보정하면 인구

10만 명당 약 2.98명으로 중국(1.8명)이나 일본(5.8명)과 비슷한

수치지만 미국의 흑인(72.3명)이나 백인(46.8명)보다는 현저히

적다. 1996년 부산 지역을 상으로 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전립샘암 유병률은 1.27%로 국내에는 약 4만 5,000명

의 전립샘암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3

전립샘암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 가장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암종 가운데 하나이다. 전립샘암은 지난 20년간

국내에서 환자 수가 20.6배(1984년 181명→2004년 3,730명)나

늘었다. 통계청에서 최근 발표한 2005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

면, 전립샘암에 의한 사망은 인구 10만 명당 3.7명으로, 1995년

1.2명에서 10년 만에 사망률이 세배 이상 증가하 다. 따라서 남

녀 모두를 합쳐도 폐암, 장암, 췌장암에 이어 사망률이 가장 많

이 증가한 네번째 암종으로 판명되었다.4

전립샘암을 진단하는 방법으로는 직장수지검사법(digital r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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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 examination)과 혈청 전립샘특이항원(prostate-specific anti-

gen, PSA) 측정법 등이 있다. 그러나 촉진에 의한 전립샘 결

절의 진단 특이도는 50% 이하이며,5 초기암은 진단할 수 없고

전립샘결석이나 결절성 전립샘비 , 전립샘의 섬유화, 전립샘낭

종 등 다른 양성질환들과 감별하기 어려우며,6 PSA 치의 측정

은 민감도는 높으나 특이도는 매우 낮아 선별검사의 역할밖에는

수행할 수 없다.7 따라서 전립샘암의 최종 진단은 반드시 조직학

적 확진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에는 수술로 전립샘 조

직검사를 시행했으나, 현재는 침을 이용한 생검으로 체되었으

며 초기에는 주로 경회음생검이 시행되었다. 회음부생검은 경직

장생검에 비하여 감염 위험이 적다는 이점이 있으나 침이 진행할

경로가 길어 통증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주로 18G

침을 장착한 자동생검총을 사용하여 경직장생검을 시행한다. 직

장수지 유도 혹은 경직장 초음파 유도 하에 시행하는데 만져지는

결절도 경직장초음파 유도 하에 조직생검을 하는 것이 좀 더 정

확하기 때문에 부분 이를 이용한다.8 간혹 미세침을 이용한 흡

인생검(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을 하기도 하나 자동총을

이용하는 조직생검보다 진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9

혈청 PSA 혹은 PSA농도가 높은데도 경직장 초음파 검사에

서 결절을 찾을 수 없을 때나 직장수지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없

는 때는 조준생검(directed biopsy)이 불가능하고 신 무작위생

검(random biopsy, multiple systematic biopsy)을 시행한다.

그러나 무작위생검의 경우에 몇 개의 조직절편을 전립샘의 어느

부위에서 얻을 것인지에 해서는 아직 확립되지 못하 다. 일반

적으로 전립샘을 좌우 양측으로 나누어 한쪽에서 2-4개, 합해서

4-8개의 조직을 얻는다. 이 중 한쪽에서 3개, 합해서 6개를 얻는

6회-생검법(sextant biopsy)이 가장 흔히 사용되어왔다. 6회-생

검법에서는 좌우 전립샘의 기저부, 중간, 첨부에서 조직을 얻는

다.10 전립샘의 이행 (transitional zone, TZ)에서 발생하는 암

종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행 의 전후부에서 각각 1개씩을 추가

하여 총 8개의 조직을 얻는 8회-생검법(octant biopsy)의 정당

성이 주장되기도 하 다. 그러나 이행 생검, 특히 이행 의 전

방부 생검은 출혈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6회-생검

법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위음성을 줄이기 위하여, 최근에는 전립

샘의 좌우 측외측에서 생검을 3개씩 추가로 시행하여 12개의 생

검조직을 얻는 확 생검법(extended random systematic biop-

sy)이 보편화되고 있다.11

전립샘암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립샘암 조기진단의 중

요성이 널리 알려지고 건강검진에서 PSA 측정을 기본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초음파유도 경직장전립샘생검이 최근 급격히 증

가하고 있다. 그런데 경직장전립샘생검 조직에서 발견되는 암종

은 종종 크기가 매우 작아서 병변을 발견하고 진단하는 데 어려

움이 있을 뿐 아니라 근치적 전립샘적출술을 받는 환자는 성기능

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경직장전립샘생검조직을 진단하는

병리의사는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경

직장전립샘생검은 검체 수가 12개 이상이지만 검사수가는 1종의

생검조직만 인정되기 때문에, 확 전립샘생검은 원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병리검사다. 병리의사가 전립샘생검조직의 진단에

들이는 시간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고려한다면, 확 전립샘생

검은 병리의사의 지적 능력을 헐값으로 착취하는 잘못된 병리검

사 중 하나다. 따라서 12개 이상의 검체를 처리하면서도 1종의

생검수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병리검사의 질에는 향

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병리검사의 원가를 낮추는 방법을 개발해

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의 병리의사에게만 고유한 문

제이다. 

혈청 PSA 측정을 통한 선별검사와 초음파유도 확 전립샘생

검의 일반화로 전립샘 암종의 발견율은 급격히 높아졌으며, 또한

분화도가 좋고, 종양 용적이 적은 임상적으로 무의미한 암종의

발견율도 높아졌다.12 실제로 12개 이상의 확 전립샘생검 검체

중 단 하나에서만 분화도가 좋고 적은 용적의 암종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임상적 의의를 정확히 규명할 수 없어, 비뇨기과 의사

는 치료법 선택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일부 연구에서 분화

도가 좋고 적은 용적의 전립샘암 환자에 한 치료로 기관찰

요법을 시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13 다른 연구에서는 전립샘

생검의 적은 종양 용적이 전체 전립샘에서 적은 용적의 종양을

의미하지 않으며 부분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암이므로 적극적

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14,15 현재는 실제 종양 용적

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상 기법이 없는 상태이므로, 전립샘

생검 조직을 세심하게 분석하는 것만이 임상적으로 무의미한 암

을 예측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고분자량 케라틴과 p63 등 기저세포에 특이한 항체를 이용한

면역조직화학검사가 전립샘 암종을 진단할 때 매우 유용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통상적인 전립샘침생검의 병리검

사에서 비정형적인 샘이 발견되어 면역조직화학검사를 시도할 때

는, 환자는 이미 퇴원한 후다. 그러므로 검사료를 받기 힘들며 진

단에 문제가 된 비정형적인 부분이 재박절 과정에서 사라져버리

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시행

하게 될지 모르는 면역조직화학검사에 비해 면역검사용 유리슬

라이드를 미리 제작하여 보관하 다가 필요시에 사용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다량의 유리슬라이드를 막연히

보관하다가 일정 시점에 폐기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한 증례당

12개 이상의 추가 슬라이드를 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경제적,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저자들은, 12개 내지 15개의 검체를 3개의 파라핀블록

으로 처리하면서도 병리검사의 질에는 향을 미치지 않고 병리

검사의 원가를 낮추는 방법을 개발하 으며, 확 전립샘생검 검

체를 처리하는 이 새로운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새로

운 확 전립샘생검 검체처리 방법을 통해, 면역조직화학검사 3

종목을 12개 이상의 검체 모두를 상으로 시행해왔기에, 전립

샘침생검 판독에서 일상적으로 시행한 면역조직화학검사의 유용

성을 분석하고자 하 다. 아울러 일상적으로 시행한 면역조직화

학검사의 도움으로 더 작은 크기의 암종을 진단할 수 있게 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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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임상적으로 무의미한 암종에 해서까지 근치적 전립샘적

출술을 시행하도록 유도된 것은 아닌지 분석해보고자 하 다.

재료와 방법

연구 재료

분당서울 학교병원에서 2003년 5월에서 2005년 8월 사이에

시행한 경직장전립샘침생검 연속검체 1,000예를 연구 상으로

하여, 병리검사 보고서의 내용과 임상정보, H&E 및 면역조직

화학검사 유리슬라이드를 연구재료로 활용하 다.

비뇨기과를 방문한 환자 중에서, 혈청 PSA가 3 ng/mL 이상

으로 상승한 경우, 비정상적인 직장수지검사 소견을 보인 경우,

혹은 경직장초음파검사에서 비정상적인 음 소견을 보인 경우에

경직장초음파유도 확 전립샘생검을 시행하 다. 전립샘침생검을

받은 환자의 나이는 34세에서 94세까지 분포하 으며 30 11예,

40 46예, 50 133예, 60 465예, 70 297예, 80 44예, 90

4예로 구성되어, 60세 이상이 81%를 차지하 다(Table 1). 

초음파유도 확 전립샘생검 검체의 번호별 채취부위

초음파유도 확 전립샘생검을 통해 12개 이상의 검체를 채취

하기 때문에, 비뇨기과와 진단방사선과 및 병리과 사이의 상호

의사소통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정형화된 방법에 따라 생검을

시행하고 각 검체에 번호를 부여하도록 약속하 다. 전립샘의 우

내측 첨부(아래)에서 기저부(위)쪽으로 1-3번 검체를 채취하고,

좌내측 첨부, 중간, 기저부에서 각각 4-6번 검체를, 우외측에서

같은 방법으로 7-9번 검체를, 좌외측에서 동일하게 10-12번 검체

를 채취하 다(Fig. 1). 환자의 전립샘이 매우 크기가 커서 높이

가 높은 경우에는, 3개씩이 아니라 4개씩 조직을 생검하여 모두

16개의 검체를 기본적으로 채취하 다. 초음파검사에서 국소병변

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국소병변을 추가로 채취하여, 기본

적인 검체번호 다음의 번호를 부여하 다. 일부 예에서는 의도적

으로 이행 가 포함되도록 길게 생검을 시행하 는데, 이런 추가

생검검체는 좌, 우를 구별하여 이행 생검임을 표시(“TZ”)하

고 연속 번호를 부여하 다. 각각의 생검검체는 10% 중성포르

말린이 들어 있는 검체통에 따로따로 담가서 병리과에 접수하

다. 약속한 방법에 따라 생검을 시행하고 번호를 부여했기 때문

에, 암종이 발견된 검체의 번호가 암종의 위치를 변해주었다.

새로운 확 전립샘생검 검체처리 방법

포르말린에 고정된 12개의 확 전립샘생검 검체가 접수되면

4개의 검체를 하나의 카세트에 담아 처리하 다. 검체의 번호가

뒤섞이지 않도록, 첫 번째 검체에는 검은색 인디아 잉크를 칠하

고, 두 번째 검체에는 빨간색 인디아 잉크, 세 번째 검체에는 파

란색 인디아 잉크를 칠했으며, 네 번째 검체에는 인디아 잉크를

칠하지 않았다(Fig. 2). 항상 같은 원칙으로 잉크를 칠했기 때문

에 파라핀 포매 과정에서도 혼선이 빚어지지 않았으며, 슬라이드

판독 시에도 검체의 번호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1번, 5번 및 9번

Age Number of cases (%)

30-39 11 (1.1)
40-49 46 (4.6)
50-59 133 (13.3)
60-69 465 (46.5)
70-79 297 (29.7)
80-89 44 (4.4)
90-99 4 (0.4)
Total 1,000 (100)

Table 1. Age distribution of transrectal ultrasound-guided nee-
dle biopsy of prostate

Fig. 1. Biopsy sites of transrectal ultrasound-guided extended nee-
dle biopsy. Number 1 to 12 represents systematic biopsy site and
labeling number of the biopsy core.
R, right; L, left; C, central zone; T, transitional zone; P, peripheral
zone.

L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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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first biopsy core is marked with black india ink, second
core with red ink, and third core with blue ink. Four biopsy cores
are individually wrapped with gauze, and embedded in a cass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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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는 검은색, 2번, 6번 및 10번 검체는 빨간색, 3번, 7번 및 11

번 검체는 파란색, 4번, 8번 및 12번 검체는 무색임을 파라핀블

록과 유리슬라이드에서 쉽게 구분할 수 있었다(Fig. 3). 초음파

검사에서 국소병변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가 의뢰되었

는데, 이때에는 첫 번째 카세트에 5개의 검체를 담아서 처리하

다. 이 경우 4번째 검체에 노란색 인디아 잉크를 칠하고, 다섯번

째 검체에는 인디아 잉크를 칠하지 않는 방법으로 각각의 검체를

구분하 다. 같은 방법으로 검체 15개까지는 3개의 블록으로 처

리할 수 있었는데, 확 전립샘생검 검체는 부분 12개 내지 14

개로 구성되었다. 

4개 혹은 5개의 침생검 검체를 하나의 파라핀블록으로 포매하

여 검체의 모든 부분이 한꺼번에 박절되도록 처치하기 위해서는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 카세트에 검체를 담을

때부터 각각의 검체가 편평한 상태로 자동조직처리기에서 처리

되도록 하 고, 특히 파라핀블록을 포매할 때는 각 검체가 편평

하게 한 평면에 포매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 다. 파라핀블록

을 박절할 때는 보통의 유리슬라이드에는 2개의 절편을 올려서

H&E 염색을 시행하고, glycosylated 유리슬라이드에는 1개의

절편을 올려 면역조직화학검사를 시행하 다. 

병리학적 분석

병리과에 보관되어 있는 병리보고서 자료를 분석하여, 환자의

기본 임상정보, 검체의 개수, 진단명, 전암성 병변의 존재 여부,

비정형 미소샘증식증(atypical small acinar proliferation; AS-

AP) 혹은 경계성 병변으로 진단된 비율, 암종의 크기와 개수 등

을 분석하 다. 

병리보고서에는 생검조직의 수와 생검조직 각각의 길이를 기

록하 으며, 암종이 발견되면 암종의 유형과 조직 등급(Gleason

점수) 및 암종의 길이(암종의 길이/침생검 검체의 길이)를 각

검체의 번호별로 기록하 다. 암종이 전립샘 주위 지방조직이나

정낭으로 침습하 거나, 신경 주위에 암종의 침습 혹은 림프혈관

내 종양색전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보고서에 명기하 다. 고등급

전립샘 상피내 종양(high grade prostatic intraepithelial neo-

plasia; PIN)도 반드시 보고서에 기록하 다. 암종이 없는 생검

조직에서, 혈청 PSA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급성 및 만성 전

립샘염이 존재할 경우 보고서에 명기하 으며, 단순한 림프구의

침윤은 기록하지 않고 상피세포와 내강에 중성구의 침윤이 있거

나 형질세포의 침윤이 동반된 경우에만 기록하 다. 육아종성 전

립샘염은 혈청 전립샘특이항원을 상승시키고 촉진 시 감촉이 암

종과 유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으로 보고하 다. 

새로운 검체처리 방법으로 확 전립샘생검 검체의 표본을 제

작하던 중에 생긴 오류는, 정도관리보고서와 외과병리검사실 정

도관리용 장부기록을 검색하여 분석하 다. 

면역조직화학검사의 유용성 분석

비뇨기과에서 진단방사선과에 의뢰하여 경직장초음파유도 확

전립샘생검를 시행한 후, 검체의 병리검사를 의뢰할 때 면역조

직화학검사 3종목을 같이 의뢰하 다. 위에 기술한 로 검체를

처리하여 H&E 염색을 위한 박절 시에 면역염색용 절편을 같이

준비해놓았다가, H&E 슬라이드를 일차 판독한 후에 적절한 면

역조직화학검사를 시행하 다. 부분 경우 기저세포의 유, 무를

확인하여 암종의 존재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고분자량 케라틴

(high M. W. cytokeratin; clone 34 E12, DAKO)으로 3개

의 절편을 모두 염색하거나, 고분자량 케라틴과 CK-5/6 (clone

D5/16 B4, DAKO) 및 p63 (clone 4A4, Lab Vision)으로 각

각 하나씩 염색하 다. 자동면역염색기와 Universal DakoCy-

tomation LSAB+ Kit, HRP를 이용하여 면역조직화학검사를

시행하 다. 생검에서 샘암종이 아닌 특별한 병변이 발견되는 경

우에는, 감별진단을 위해 다른 종류의 항체를 이용하여 염색하

다. 생검이 접수된 다음날 H&E 염색 슬라이드가 제작되면 일

차 판독을 시행하고, 이튿날 면역조직화학검사가 완료되면 두 슬

라이드를 비교한 후 최종 진단을 내렸다. 

일상적으로 시행한 면역조직화학검사의 유용성을 정확히 평가

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면역조직화학검사를 시행하는 실험군

과 판독 후 필요에 의해서만 면역조직화학검사를 시행하는 조

군으로 나누어 각 환자의 예를 무작위로 배정한 다음 한 명의 병

리의사가 판독한 결과를 비교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무작위

조검사는 외과병리 분야에서는 불가능하다. 차선책으로 한 기

관에서, 일상적으로 면역조직화학검사를 시행하 을 때 암종을

발견하여 진단한 비율과, 특별한 필요에 의해 면역조직화학검사

를 시행하 을 때의 결과를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본 기관에서

는 개원 초기부터 비뇨기과의 이해와 지원을 바탕으로 면역조직

화학검사를 일상적으로 시행하 기 때문에 이 방법도 적용할 수

Fig. 3. Twelve to fifteen biopsy cores are treated in three paraffin
blocks. Three paraffin blocks, three H&E-stained slides and three
immunohistochemistry slides are displayed in a case of extend-
ed prostate biopsy consisting of 12 cores. 
Inset, cutting surfaces of paraffin blocks showing biopsy cores
marked with india 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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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따라서 전체 검체 중에서 암종으로 진단한 비율과 암종

의 크기를 분석을 하 으며, ASAP 혹은 경계성 병변으로 진단

한 예가 얼마나 되는지 평가하 고, 면역조직화학검사를 일상적

으로 시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득을 고찰해보았다. 

임상적으로 무의미한 암종에 한 분석

일상적으로 시행한 면역조직화학검사의 도움을 받으면 1 mm

보다 작은 암종도 진단할 수 있다. 확 전립샘생검 검체 중 하나

에서만 3 mm 미만의 작은 암종이 발견된 경우, 환자가 근치적

전립샘적출술을 받으면 검체에서 암종을 발견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확 전립샘생검에서 암종으로

진단하 으나 근치적 전립샘적출술 검체에서 암종을 찾을 수 없

었던 예가 있었는지 찾기 위하여, 생검에서 암종으로 진단한 예

의 수술 결과를 추적 조사하 다. 

확 전립샘생검에서 암종으로 진단하 지만 임상적으로 무의

미한 암종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분석하고,

이들 중에서 근치적 전립샘적출술이 시행된 예에서는 임상적으

로 무의미한 암종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었는지 분석하고자 하

다. 임상적으로 무의미한 암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완전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00% 신뢰할 만한 인자를 아직 발견하지 못하 다. 서로 차이를

보이는 여러 기준 가운데서, 병리 소견만으로 쉽고 정확하며 재

현성 있게 정의할 수 있는 Boccon-Gibod 등16의 기준을 채택하

다. 즉 침생검조직에서 임상적으로 무의미한 암종은 단일 core

검체에서만 암종이 발견되고 Gleason 점수가 6 이하이며 암종의

길이가 3 mm 미만인 경우로 정의하 으며, 근치적 전립샘적출

술 조직에서 임상적으로 무의미한 암종은 Gleason 점수가 6 이

하이고 종양의 용적이 0.5 mL 미만이며 종양이 전립샘 내에 국

한된 경우로 정의하 다. 이 기준에 따라 확 전립샘생검 조직에

서 임상적으로 무의미한 암종으로 분류되는 암종이 얼마나 되는

지 조사하 고, 이들 중에서 근치적 전립샘적출술 조직에서도 임

상적으로 무의미한 암종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추

적조사를 시행하 다. 

통계학적 분석

확 전립샘생검의 전체 검체 중에서 암종이 발견된 검체의 수

와 암종의 평균 길이를 비교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 다. 이를

위하여 SPSS 12.0 K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 고 이

변량 상관계수에 한 상관분석을 시행하여 Pearson 상관계수와

p-value를 구하 다.

결 과

확 전립샘생검 검체의 구성

한 환자당 검체의 수는 3개에서 21개까지 다양하 는데, 12개

미만의 검체는 12예 뿐이고 나머지 98.8%의 예에서는 12개 이상

의 검체를 생검하 다. 그 결과 검체의 수가 12-14개인 검체가

788예(78.8%)로 부분을 차지하 다(Fig. 4). 1,000예의 확

전립샘침생검에서 모두 1만 3,328개의 검체를 생검하여, 한 환자

당 평균 검체 수는 13.3개 다. 침생검 검체의 길이는 최소 0.3

cm부터 최 2.8 cm까지 분포하 고 평균 1.49 cm 다. 전체

검체 중 95.2%인 952예에서 면역조직화학검사를 검체접수와 동

시에 일상적으로 시행하 다. 

1,000예 중 655예(65.5%)에서 암종이 발견되지 않았고, 328예

(32.8%)는 악성 종양으로 진단되었으며, 9예(0.9%)에서는 암종

Diagnosis Number of cases (%)

Malignant tumors 328 (32.8)
Adenocarcinoma 323 (32.3)
TCC 3 (0.3)
SqCC 1 (0.1)
GIST 1 (0.1)

High grade PIN not associated with carcinoma 9 (0.9)
ASAP 8 (0.8)
No carcinoma 655 (65.5)

AAH 3 (0.3)
Clear cell change 3 (0.3)
Granulomatous prostatitis 6 (0.6)

- Idiopathic 3 (0.3)
- Tuberculous 2 (0.2)
- BCG-induced 1 (0.1)

Total 1,000 (100)

TCC, transitional cell carcinoma; SqCC, squamous cell carcinoma; GIST,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PIN, prostatic intraepithelial neoplasia;
ASAP, atypical small acinar proliferation; AAH, atypical adenomatous
hyperplasia.

Table 2. Pathologic diagnosis of 1,000 cases of prostate needle
biopsy

Fig. 4. Number of cas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biopsy c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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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없이 PIN이 발견되었으며, 나머지 8예는 ASAP로 진단되어

전체 생검 예 중 0.8%를 차지하 다. 전립샘의 악성 종양 328예

중 323예(98.5%)는 샘암종이었고, 이행상피암종이 3예, 편평상

피암종이 1예, 그리고 버팀질종양(gastrointestinal stromal tu-

mor; GIST)이 1예 있었다(Table 2). 

암종이 발견되지 않은 655예 중에서 3예는 비정형 샘종성 증

식증(atypical adenomatous hyperplasia; AAH)으로 진단되

었고, 암종과 유사하여 감별이 필요한 투명세포변화에 한 언급

이 3예에서 병리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었다. AAH와 투명세포변

화가 보고서에 기록된 경우, 비뇨기과 의사가 ASAP와 혼동하

여 환자를 자주 추적검사하고 병리과에 계속 문의해 왔다. 따라

서 임상의사에게 혼선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고서

에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그러므로 이를 감안하면

AAH와 투명세포변화의 빈도는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암종이

발견되지 않은 예에는 육아종성 병변도 6예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3예는 특발성 육아종성 전립샘염이었고 2예는 결핵성 전립샘

염이었으며 1예는 방광 내 BCG 접종에 의한 육아종성 전립샘염

이었다. 추가로 샘암종과 동반된 결핵성 전립샘염이 1예 있었다.

새로운 확 전립샘생검 검체처리 방법을 시행하던 중 발생

한 오류

1,000예를 검사하면서 슬라이드 제작상의 오류는 3건이 있었다.

파라핀블록을 박절할 때 박절 면이 기울어져 4개의 생검조직

이 동시에 한 절편에 포함되지 못한 오류가 1회 발생하 고, 유

리슬라이드의 라벨이 다른 확 전립샘생검 예의 유리슬라이드

라벨과 서로 바뀐 오류가 2회 발생하 다. 4개의 생검조직이 동

시에 한 절편에 포함되지 못한 오류는 3개의 파라핀블록 중 하

나에서 발생하 다. 그렇지만 절편에 포함되지 못한 조직검체는

심부 박절을 통해 검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진단에 아무런 문제

도 일으키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4개의 검체 중 중간에 포매한

검체는 연속 심부절편을 정 하게 검사하고, 양쪽 끝의 검체는

통상적인 검사를 한 셈이었다. 파라핀블록을 박절하는 도중에 오

류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 기 때문에, 면역조직화학검사 또

한 2장의 절편을 이용하여 4개의 검체 모두를 평가할 수 있었다.

유리슬라이드의 라벨이 다른 확 전립샘생검 예의 유리슬라이드

라벨과 서로 바뀐 오류 2회 중 첫 예는 H&E 슬라이드와 면역

조직화학검사 슬라이드의 조직 모양이 서로 달라서 오류를 발견

하 으며, 파라핀블록과 조함으로써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었다. 유리슬라이드에 박절한 절편을 올릴 때, H&E용 슬라이드

는 라벨이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면역조직화학검사용 슬라이드

는 라벨이 올바른 것을 선택하여 발생한 오류로 판명되었다. 두

번째 오류는 H&E용 절편과 면역조직화학검사용 절편을 모두

라벨이 잘못된 슬라이드에 올려서, 확 전립샘생검을 받은 다른

환자의 예와 슬라이드 번호 하나가 뒤바뀐 오류 다. 판독을 하

던 중 동일 환자에게서 얻은 12개의 조직 중에서 한 슬라이드에

포함되어 있는 4개의 검체만 전립샘 조직의 위축과 염증 정도에

서 다른 8개의 검체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발견하 고, 파라

핀블록과 조하여 오류임을 확인하 다. 서로 뒤바뀐 2예 모두

암종이 없는 예여서 오류임을 발견하지 못하 더라도 환자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은 없었다. 그렇지만 전립샘 생검조직을 4개

씩 묶어서 판독하 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었던 오류이며, 파라

핀블록의 수가 12개가 아니라 3개 기 때문에 오류를 쉽게 확인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 다.

확 전립샘생검 검체의 병리학적 분석

전립샘암종으로 진단된 323예에서 생검된 검체의 수는 총 4,258

개 다. 한 예당 최소 4개부터 최 20개까지 생검하 고 한 예당

평균 검체 수는 13.2개 다. 암종이 발견된 검체 수는 전부 1,707

개 으며, 전립샘암종으로 진단된 환자당 평균 5.2검체에서 암종

이 발견되었다. 전립샘암종 323예 중 1개의 검체에서만 암종이

발견된 예는 77예(23.8%), 2-3개의 검체에서 암종이 발견된 예는

75예(23.2%), 4-6개의 검체에서 암종이 발견된 예는 67예(20.8

%), 7-9개의 검체에서 암종이 발견된 예는 45예(13.9%), 10-12

개의 검체에서 암종이 발견된 예는 36예(11.2%), 13개 이상의

검체에서 암종이 발견된 예는 23예(7.1%) 다(Fig. 5). 따라서

확 전립샘생검의 전체 검체 중에서 3개 이내의 검체에서만 암종

이 발견된 예가 47.0% 다. 전립샘암종 323예 중 1개의 검체에

서만 암종이 발견된 77예에서 암종의 크기를 분석하면, 0.1 cm

이하가 33예(42.8%), 0.1 cm 초과 0.2 cm 이하가 23예(29.9%),

0.2 cm 초과 0.3 cm 이하가 10예(13.0%), 0.3 cm 초과 0.4 cm

이하가 2예(2.6%), 0.4 cm 초과 0.5 cm 이하가 4예(5.2%), 0.5

cm 초과 0.7 cm 이하가 2예(2.6%), 0.8 cm 이상이 3예(3.9%)

로 구성되었다. 

검체당 암종의 길이는 0.01 cm부터 2.7 cm까지 다양했는데,

암종이 발견된 검체에서 암종의 평균 길이는 0.66 cm 다. 전립

Fig. 5. Distribution of prostatic adenocarcinoma according to the
number of biopsy cores containing adenocarcinoma (#1, 23.8%;
#2-3, 23.2%; #4-6, 20.8%; #7-9, 13.9%; #10-12, 11.2%; over #12,
7.1%).

#1 #2-3 #4-6#7-9 #1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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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암종 증례당 발견된 암종 길이의 평균은 0.01 cm부터 1.56 cm

까지 분포하 고, 그 평균은 0.47 cm 다. 확 전립샘생검의 전

체 검체 중에서 암종이 발견된 검체 수와 암종의 평균 길이를 비

교하여 분석하면, 하나의 검체에서 암종이 발견된 예는 암종의

평균 길이가 0.22 cm이었고, 2-3개의 검체에서 암종이 발견된

예는 0.32 cm, 4-6개의 검체에서 암종이 발견된 예는 0.52 cm,

7-9개의 검체에서 암종이 발견된 예는 0.58 cm, 10-12개의 검체

에서 암종이 발견된 예는 0.77 cm, 13개 이상의 검체에서 암종

이 발견된 예는 1.07 cm로, 암종이 발견된 검체 수가 많을수록

암종의 평균 길이가 점차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Fig. 6). 암종

이 발견된 검체 수와 암종의 평균 길이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 Pearson 상관계수는 0.98이고 p-value는 0.001로 통계

학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 다.

전립샘암종 323예의 확 전립샘생검 검체 중 암종이 발견된

검체는 전체 4,258개 중 1,707개 으며, 이 중에서 0.1 cm보다 작

은 암종이 27검체(1.6%)에서 진단되었고, 길이 0.1 cm의 암종

이 186검체(10.9%)있었으며, 0.1 cm 초과 0.2 cm 이하의 암

종이 205검체(12.0%)있었고, 0.2 cm 초과 0.3 cm 이하 길이의

암종이 171검체(10.0%)에서 진단되었다. 즉 1,707개의 전림샘

침생검 검체 중에서 34.5%인 589개 검체가 0.3 cm 이하의 암종

으로 진단되었다. 이렇게 작은 크기의 암종이 발견된 검체를 환

자별로 분석하면, 전립샘암종 323예 중에서 발견된 암종의 길이

가 0.1 cm 이하인 경우는 38예(11.8%) 고, 발견된 암종 중 가

장 큰 암종의 길이가 0.3 cm 이하인 경우는 101예(31.3%) 다. 

암종일 가능성이 높으나 암종으로 확실히 진단하기에는 자신

이 없는 애매모호한 병변(ambiguous lesion)이라는 의미로 AS-

AP로 진단한 예는 8예(0.8%)뿐이었다. 이 중 7예에서는 면역

조직화학검사를 통해 기저세포의 소실을 관찰하 으나 핵소체가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ASAP로 진단하 다. 나머지 1예는 면

역조직화학검사가 시행되지 않아서 기저세포의 소실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었던 미세병변이었다. ASAP 3예에서 추적생검이

이루어졌는데, 이 중 1예는 샘암종으로 진단되었고, 1예는 여전

히 ASAP로 진단되었으며, 나머지 1예에서는 암종과 ASAP나

PIN이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 

경직장초음파유도 확 전립샘생검에서 암종이 발견되지 않았

지만, 혈청 PSA 수치가 매우 높거나 계속 상승하는 등 임상적

으로 악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추적 확 전립샘생검이 이루어

졌다. 확 전립샘생검 결과 암종이 발견되지 않은 26예를 상

으로 추적생검이 이루어졌는데, 21예에서는 여전히 암종이 발견

되지 않았으며, 2예에서는 암종은 없이 PIN이 발견되었다. 26예

중 3예에서 추적생검을 통해 암종으로 진단되었다. 즉 확 전립

샘생검에서 암종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임상적으로 악성이 의심

되어 추적생검을 한 26예 중 19.2%인 5예에서 암종이나 전암성

병변이 발견되었다. AAH로 진단된 3예 중 1예도 추적생검하

는데, 여전히 암종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 경우는 비뇨기과 의

사가 AAH를 전암성 병변으로 추정하여 추적생검을 한 것이다.

암종은 없이 PIN으로 진단된 9예 중 2예도 추적 확 전립샘생

검을 했는데, 1예는 샘암종으로 진단되었고 1예에서는 암종이나

상피내 종양이 발견되지 않았다. 처음 시행한 확 전립샘생검에

서 샘암종으로 진단된 예 중 1예도 추적생검하 는데, 역시 샘암

종으로 진단되었다. 처음 확 전립샘생검에서 Gleason 점수 6

(3+3)점의 샘암종이 12개의 검체 중 단 하나에서만 0.1 cm 길

이로 관찰되었다. 추적관찰 도중 혈청 PSA 수치가 약간 상승하

으며, 첫 생검 6개월 후에 두 번째 확 전립샘생검을 시행하

다. 여기서는 15개의 검체 중 3개에서 암종이 발견되었으며, 가

장 큰 암종은 길이가 0.4 cm 고 Gleason 점수 7 (3+4)점의 샘

암종으로 진단되었다. 

면역조직화학검사의 유용성 분석

경직장초음파유도 확 전립샘생검 검체 중 95.2%인 952예는

검체접수와 동시에 면역조직화학검사를 일상적으로 시행하 다.

기저세포의 소실을 평가하는 면역조직화학검사를 바탕으로, 전체

생검의 약 1/3인 32.8%에서 악성 종양이 진단되었으며, 9예(0.9

%)에서는 암종은 없이 PIN으로 진단된 반면, ASAP로 진단된

예는 8예(0.8%)뿐이었다. 

암종이 발견된 1,707개의 전림샘침생검 검체 중에서 34.5%인

589개 검체가 0.3 cm 이하의 암종으로 진단되었다. 이 중 암종의

길이가 0.1 cm 이하인 검체는 213개(12.5%)로, 이렇게 1 mm

이하의 작은 병변을 자신 있게 샘암종으로 진단하는 데 면역조

직화학검사가 절 적인 도움이 되었다(Fig. 7). 경직장초음파유

도 확 전립샘생검 1,000예의 전체 검체수가 1만 3,328개 다는

점을 감안하면, 암종의 길이가 0.1 cm 이하인 213개 검체(1.6%)

에서 면역조직화학검사가 절 적인 도움이 되었고, 암종의 길이

가 0.3 cm 이하인 589개 검체(4.4%)에서 면역조직화학검사가

Fig. 6. Average length of adenocarcinoma compared with num-
ber of biopsy cores containing adenocarcinoma. As the number
of biopsy cores containing adenocarcinoma increases, average
length of adenocarcinoma in each core shows an increasing ten-
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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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크기의 암종을 진단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이 결과를 검체 기준이 아니라 생검을 받은 환자 기

준으로 다시 분석하면, 전립샘암종 323예 중에서 발견된 암종의

길이가 0.1 cm 이하인 예는 38예(11.8%) 고, 발견된 암종 중

가장 큰 암종의 길이가 0.3 cm 이하인 예는 101예(31.3%) 다.

따라서 경직장초음파유도 확 전립샘생검 1,000예 중 38예(3.8

%)에서 0.1 cm 이하의 미세암종을 진단하는 데 면역조직화학

검사가 절 적인 도움이 되었고, 101예(10.1%)에서 0.3 cm 이

하의 전립샘암종을 진단하는 데 면역조직화학검사가 커다란 도

움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암종이 발견되지 않은 655예 중에서 AAH와 투명세포변화가

각각 3예씩 진단되었다. 그렇지만 임상의사에게 혼선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보고서에 기록하지 않은 예를 감안하면

AAH와 투명세포변화의 빈도는 더 높을 것이다. AAH와 투명

세포변화를 암종과 감별하기 위해서 비뇨생식계 세부전공 병리

의사에게 자문을 구한 경우가 20예 정도 되기 때문에, AAH와

투명세포변화는 적어도 각각 1% 이상의 빈도로 발견되었으리라

고 추정한다. AAH는 면역조직화학검사에서 부분적인 기저세포

의 소실을 보 고 기저세포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샘도 간혹 존

재하 다. 따라서 세포의 핵과 샘의 구조를 자세히 평가하여 진

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면역조직화학검사에서 기저세포의

소실을 보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암종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는 교훈이 적용되는 표적인 경우가 AAH이었다. 투명세포변화

는 저배율 소견이 암종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면역조직화학검

사로 기저세포가 건재함을 확인하는 것이 진단에 필수적이었다.

결론적으로 AAH와 투명세포변화를 암종과 감별하는데 면역조

직화학검사가 절 적인 도움이 되었다. 

핵소체가 관찰되기 때문에 샘암종과 감별이 필요한 전립샘염

(육아종성 전립샘염 포함), 위축(특히 위축 후 증식증), 경화성

선증(sclerosing adenosis), 비정형 기저세포 증식증, PIN 등의

질환을 감별하여 암종이 아니라고 진단하는 데도 면역조직화학

검사가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PIN의 경우에는 PIN을 진단하

는 것뿐만 아니라 PIN 주위에 암종의 존재여부를 평가하는데

면역조직화학검사가 크게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암종으로 진단

된 예는 물론이고 암종이 아니라고 진단된 많은 예에서 면역조

직화학검사가 진단에 도움을 주었다. 

전립샘의 악성 종양 328예 중 샘암종 323예(98.5%) 외에, 이

행상피암종이 3예, 편평상피암종이 1예, 그리고 GIST가 1예로

진단되었다. 샘암종 이외의 암종에서는 면역조직화학검사를 샘

암종에서와는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게 이용하 다. 비뇨기과 의

사가 의뢰한 면역조직화학검사 3종목을 샘암종을 찾기 위해서

기저세포에 한 면역검사를 시행하 지만, H&E 염색에서 샘

암종 이외의 악성종양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별 진단을 위해 다

른 항체를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즉 이행상피암종이 의

심되는 경우에는 케라틴-7과 케라틴-20 또는 PSA를 이용하

고, 방추세포의 증식으로 이루어진 병변인 경우에는 버팀질 조직

이 주를 이루는 결절증식증과 평활근세포종양 및 GIST를 감별

하기 위해서 desmin, smooth muscle actin (SMA), c-kit 등

의 항체를 이용하여 면역조직화학검사를 시행하 다. 감별진단을

위해 4종목 이상의 항체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미 3종목에 한

수납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검사를 시행하는 데 부

담이 적었으며, 무엇보다도 최종 진단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었

던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

경직장초음파유도 확 전립샘생검을 받은 환자가 퇴원 후 결

과를 보기위해 비뇨기과 외래를 방문하 다가, 병리진단에 한

확정적 통보 없이 면역조직화학검사에 한 추가 검사료를 수납

한 후 다시 내원하여 최종 결과에 해 들어야하는 일반적인 경

우와 비교한다면, 최종적인 병리진단이 일주일 이상 빨리 보고

될 뿐 아니라 환자는 불안에 떨며 기다릴 필요없이‘one stop’

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점에서 일상적으로 시행한

면역조직화학검사가 환자 중심의 의료를 구현하는 데 일익을 담

당했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경직장초음파유도 확 전립샘생검

1,000예 중 38예(3.8%)에서 0.1 cm 이하의 미세암종을 진단하

는 데 면역조직화학검사가 절 적인 도움이 되었고, 101예(10.1

%)에서 0.3 cm 이하의 전립샘암종을 진단하는 데 일상적으로

시행한 면역조직화학검사가 가시적인 도움이 되었다. 더 나아가

악성종양과 전암성 병변으로 진단된 337예(33.7%)뿐 아니라

AAH와 투명세포변화 및 전립샘염(육아종성 전립샘염 포함),

위축(특히 위축 후 증식증), 경화성 선증, 비정형 기저세포 증식

증 등 비암종성 질환을 감별하는 데도 면역조직화학검사가 큰 도

움이 되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일상적으로 시행한 면역조

직화학검사의 유용성은 50% 이상의 검체를 상으로 크게 확

된다. 애매모호한 병변이라는 의미인 ASAP로 진단된 예가 8예

(0.8%)뿐이라는 점에서 일상적으로 시행한 면역조직화학검사의

Fig. 7. (A) A microscopic focus of adenocarcinoma, measuring
200 micrometer in length, is noted (Bar=178 m). (B) Immunhis-
tochemical stain with high molecular weight cytokeratin reveals
complete loss of basal cells in a focus of adenocarcinoma (Bar=
100 m).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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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된 셈이다. 샘암종 이외의 악성종양을

진단하는 데도 면역조직화학검사가 매우 유용했으며, 일상적으

로 시행한 면역조직화학검사가 환자 중심의 의료를 구현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 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임상적으로 무의미한 암종에 한 분석

확 전립샘생검에서 암종으로 진단되었으나 근치적 전립샘적

출술 검체에서 암종을 찾을 수 없었던 예는 하나도 없었다. 

Boccon-Gibod 등16의 기준에 따라 단일 core 검체에서만 암

종이 발견되고 Gleason 점수가 6 이하이며 동시에 암종의 길이

가 3 mm 미만이어서, 침생검조직에서 임상적으로 무의미한 암

종으로 분류된 경우는 모두 59예 다. 전체 전립샘암종 323예 중

1개의 검체에서만 암종이 발견된 예는 77예(23.8%) 는데, 이

중 76.6%인 59예가 임상적으로 무의미한 암종으로 분류되었다.

즉 확 전립샘생검에서 암종으로 진단된 323예 중에서 임상적으

로 무의미한 암종은 18.3%로 평가되었다. 

침생검조직에서 임상적으로 무의미한 암종으로 분류된 59예

중에서 22명의 환자는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혹은 기관찰

요법을 받았고, 근치적 전립샘적출술을 받은 환자는 모두 37명이

었다. Boccon-Gibod 등16의 기준에 따라 근치적 전립샘적출술

조직에서 임상적으로 무의미한 암종은 Gleason 점수가 6 이하이

고 종양의 용적이 0.5 mL 미만으로 전립샘 내에 국한된 경우로

정의하 다. 이 기준에 따라 수술검체에서도 임상적으로 무의미

한 암종으로 분류된 경우는 모두 13예 다. 이 13예 중 11예의

병기는 암종이 한쪽 엽에서만 관찰된 pT2a 으며, 2예의 병기는

양쪽 엽에서 암종이 관찰된 pT2c 다. 나머지 24예는 임상적으

로 의미가 있는 암종으로 분류되었는데, pT2a 병기가 7예 고

pT2c 병기가 17예 다. 이들 중 3예에서는 전립샘의 첨부나 전

방부의 절연면에 암종이 노출되어 있어서 병기 pT2cR1 (resid-

ual microscopic disease)으로 진단되었다. 결론적으로 확 전립

샘생검에서 임상적으로 무의미한 암종으로 분류되고 근치적 전립

샘적출술이 시행된 37예 중 수술검체에서도 임상적으로 무의미

한 암종으로 분류된 경우는 13예로 35.1% 으며, 나머지 64.9%

인 24예는 수술검체에서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암종으로 판정

되었다. 

고 찰

혈청 PSA의 선별검사와 경직장초음파유도 전립샘생검의 증

가로 전립샘암의 발견율이 급격히 증가하 고 이와 더불어 진단

시 병기가 현저하게 저하되었다.17 선별검사를 시행하면서 직장

수지검사에서 촉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립샘암을 발견할 수 있

게 되었다. 따라서 직장수지검사를 통한 진단보다 전립샘암이 5

년에서 10년 이상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다.18 또 전립샘

생검의 적응증이 되는 PSA의 기준치도 점차 낮아지면서, 생검

을 통해 암을 발견한 환자들에게 조기에 전립샘적출술을 시행한

결과 평균 종양의 무게가 현저하게 감소하 으며, 분화도가 좋고

종양의 용적이 0.2-0.5 mL 미만인 임상적으로 무의미한 암의 발

견도 증가하 다.12,19 이와 같이, 혈청 PSA 선별검사의 확 실

시와 생검의 적응증이 4 ng/mL에서 2.5-3.0 ng/mL으로 낮아

지면서, 경직장초음파유도 전립샘생검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Hodge 등10이 보고한 이후 6부위 전립샘생검법은 가장 보편

적으로 이용되는 표준 생검 방법으로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다른

여러 연구에 따르면 표준 6부위 생검법은 확 생검이나 외측생

검법보다 위음성률이 높아 24-31%에 이른다고 한다.20,21 최근에

는 표준 6부위 전립샘생검법의 위음성률을 낮추기 위해 생검 수

를 늘리는 방법과 생검 시 외측으로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다양

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11,22-24 

Eskew 등22은 표준 6부위 생검과 측면부를 포함하는 후외측

의 중간 및 기저부의 4부위 및 중앙의 3부위를 포함한 13부위에

생검을 시행하 다. 전립샘암이 발견된 48명 중 17명(35%)에서

표준 6부위 생검 부위 이외에서만 전립샘암이 발견되어 후외측

생검은 진단율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중앙 부위에서는 단지

2명에게서만 전립샘암이 발견되어 중앙 부위 생검은 진단율을

높이지 못한다고 보고하 다.

Terris 등23은 12부위 전립샘생검을 시행한 결과 후외측 생검

에서만 전립샘암이 발견된 경우는 14.6%이고, 표준 6부위 생검

에서만 전립샘암이 발견된 경우는 7.3%에 불과하다고 보고하면

서 후외측 생검의 중요성을 보고하 다.

Epstein 등24은 123명의 전립샘적출술 표본에서 확 전립샘생

검을 시행하여 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 다. 이 연구에 의하

면, 123명의 환자에게 표준 6부위 생검만 시행하 다고 가정하

면 31명(25.3%)이 위음성률을 보이며, 이 중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암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가 20명에 이르나, 후외측 6부위

전립샘 생검만 시행한 경우에는 15명(12.2%)에서 위음성률을

보이고,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암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가 5명에

불과하다고 보고하 다. 그러면서 표준 6부위 생검법으로는 전립

샘암의 진단율을 높일 수 없으므로, 6부위 생검만 시행할 경우

에는 생검의 방향을 말초 가 포함되는 후외측 방향으로 시행해

야 하며, 전립샘암을 가장 많이 발견하기 위해서는 표준 6부위

생검과 후외측 생검을 같이 시행할 것을 주장하 다. 다른 많은

연구에서도 표준 6부위 생검법보다 외측 6부위 생검법이 우수하

며 이를 같이 시행한 확 전립샘생검의 경우 전립샘암의 진단율

을 최 로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11 이런 연구보고를 바

탕으로 12부위 이상에서 생검을 시행하는 확 전립샘생검이 한

국에서도 표준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경직장초음파유도 전

립샘생검을 시행하는 빈도가 증가하면서 병리과로 의뢰되는 전립

샘생검의 검체 수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 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전립샘생검의 검체 수가 12개 이상으로 증가하 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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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확 전립샘생검이 동일 장

기 내의 복수 생검이라는 이유로, 일반 생검 수가 하나만 인정하

고 있다. 확 전립샘생검은 원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병리검

사이기 때문에 수가의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전립샘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진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뇨기과와 방사선과뿐 아니라 병리과에서도

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확 전립샘생검의 검사료를 현

실화해야 한다. 한편 검사료가 아무리 비현실적이라도 병리과에

서 적자를 이유로 검사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할 수는 없기 때문

에, 열악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병리검사의 질에는 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병리검사의 원가를 낮추는 방법을 개발해야만 하 다.

확 전립샘생검 검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침생검 검

체 4-5개를 하나의 파라핀 블록에 포매하는 방법을 개발하 고,

현재 아무런 기술적인 어려움 없이 운용하고 있다. 확 전립샘생

검 1,000예를 처리하면서 3번의 오류가 발생하 으나, 박절 과정

중에 생긴 오류 1건은 즉시 해결할 수 있었다. 슬라이드 제작

과정 중에 라벨이 바뀌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오류이지만,

1,000예 중 2건이 발생하 다. 이 중 1건은 면역조직화학검사를

일상적으로 시행한 덕분에 발견할 수 있었다. 새로운 검체 처리

방법에 따르면 침생검 검체 4-5개를 하나의 슬라이드에서 종합

적으로 관찰하기 때문에, 동일 환자의 것인데도 슬라이드에 따라

전립샘의 위축이나 염증 정도가 확연히 차이가 나면 슬라이드 라

벨이나 파라핀블록이 바뀐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으며, 파라

핀블록의 수가 12개일 때 보다 3개일 때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줄어들고 오류의 교정 또한 훨씬 쉽다. 12개 이상의 검체 중 한,

두 개가 뒤바뀌었다면 오류인 줄 모르고 지나갔을 상황에서 슬라

이드 제작상의 오류를 발견하고 교정하 다는 점에서 새로운 검

체 처리방법을 높게 평가할 만하다. 지속적인 정도관리의 결과

현재에는 이와 같은 오류는 더 이상 발생하고 있지 않다. 

1,000예의 확 전립샘생검 중 328예(32.8%)는 악성 종양으로

진단되었고 9예(0.9%)에서 암종에 동반하지 않은 PIN이 발견되

었기 때문에, 암종과 전암성 병변이 생검 예의 1/3에서 발견되는

높은 진단율을 보 다. 확 전립샘생검을 통해 이렇게 높은 비율

로 암종이 진단되었지만, 근치적 전립샘적출술 검체에서 암종을

찾을 수 없었던 예는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8예만이 ASAP로

진단되어, 애매모호한 병변은 0.8%로 매우 낮게 진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립샘암종 323예에서 암종이 발견된 검체 수는 전부 1,707개

여서 한 환자당 평균 5.2검체에서 암종이 발견되었는데, 확 전

립샘생검 검체 중에서 3개 이내의 검체에서만 암종이 발견된 예

는 152예(47.0%)로 거의 반수를 차지하 다. 전립샘암종 323예

중 1개의 검체에서만 암종이 발견된 예는 77예(23.8%)로 거의

1/4에 육박하 다. 

검체당 암종의 길이는 0.01 cm부터 2.7 cm까지 다양하 는

데, 검체당 암종의 평균 길이는 0.66 cm 다. 하나의 검체에서

만 암종이 발견된 예는 암종의 평균 길이가 0.22 cm 고, 예상

한 로 암종이 발견된 검체의 수가 증가할수록 암종의 평균 길

이도 점차 증가하는 결과를 보 다. 

1,707개의 전림샘침생검 검체 중 34.5%인 589개 검체가 0.3

cm 이하의 암종으로 진단되었고, 이 중 0.1 cm 이하의 암종이

213개 검체에서 발견되어 12.5%를 차지하 다. 이렇게 작은 암

종이 발견된 검체를 환자별로 분석하면, 전립샘암종 323예 중에

서 발견된 암종의 길이가 0.1 cm 이하인 경우는 38예(11.8%)

고, 발견된 암종 중 가장 큰 암종의 길이가 0.3 cm 이하인 경우

는 101예(31.3%)로 1/3 가까이 되었다. 

위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확 전립샘생검 검체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미세암종을 명확히 진단하는 데는, 기저세포의 소실을

평가하는 면역조직화학검사가 절 적인 도움을 주었다. 이 연구

에서 면역조직화학검사가 도움을 제공한 빈도와 정도를 정확히

정량적으로 표시할 수는 없지만, 1만 3,328개의 전립샘침생검 검

체 중에서 암종의 길이가 0.1 cm 이하인 213개 검체(1.6%) 혹

은 확 전립샘생검 1,000예 중에서 암종의 길이가 0.1 cm 이하

인 38예(3.8%)에서는 진단에 절 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암종의 길이를 0.3 cm로 확 적용하면, 전립샘

침생검 검체 중에서 589개 검체(4.4%), 전립샘암종 예 중 101예

(10.1%)에서 미세암종을 진단하는데 면역조직화학검사가 커다

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기저세포에 한 면

역조직화학검사는 암종을 진단하는 데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암

종과 유사한 병변을 감별하는 데 더욱 유용하다. AAH, 투명세

포변화, 육아종성 전립샘염을 포함하는 전립샘염, 위축(특히 위

축 후 증식증), 경화성 선증, 비정형 기저세포 증식증, PIN 등의

질환을 감별하여 암종이 아니라고 진단하는 데 면역조직화학검

사가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PIN의 경우에는 진단뿐만 아니라

PIN 주위에 암종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는 데 면역조직화학검사

가 큰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면역조직화학검사는 미세암종으로

진단된 10.1%뿐 아니라, 암종이 아니라고 진단된 더 많은 예를

진단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었다. 

전림샘침생검 검체를 이용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세 전

립샘암종(101예)과 ASAP (104예), PIN (19예), AAH (2예)

및 암종과 유사한 양성병변(benign cancer mimickers, 34예)으

로 이미 진단된 바 있는 증례에 해 면역조직화학검사를 시행

하 더니, 암종이 154예로 진단되어 53예나 증가하 고, ASAP

는 14예로 진단되어 90예나 줄어들었으며, PIN은 30예로 11예가

증가하 고, AAH는 3예로 진단되었으며 암종과 유사한 양성병

변은 62예로 28예나 증가하 다고 한다.25 즉 통상적인 외과병리

학적 결과보다, 면역조직화학검사 결과에 의해 암종은 52%가 증

가하 고 ASAP는 86.5%나 감소하 다. 또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애매모호한 병변으로 진단된 109예 가운데 39예가 면역

조직화학검사 후에 암종으로 진단이 바뀌었고, 21예가 PIN, 5예

가 AAH, 36예가 양성 병변으로 재분류되었으며, ASAP는 7예

밖에 없었다고 한다.26 이상의 결과로 면역조직화학검사는 미세

암종의 진단율을 높이고, ASAP로 진단될 수 있는 병변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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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으로 정확히 분류하는 데 지 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ASAP로 진단된 예가 0.8%뿐임은 전적으로 면역조직

화학검사를 일상적으로 시행한 덕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전립샘암종을 진단하는 데 면역조직화학검사가 매우 유용하다

는 논문은 이미 많이 보고되어 있어서 병리의사에게는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외과병리 분야에서 실제로 전립샘생

검을 진단할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면역조직화학검사를 이용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H&E 슬라이드를 검사하여 미세암종일 가

능성이 있는 비정형 병변을 발견하면, 면역조직화학검사를 시행

하는데, 이때 H&E 슬라이드에서 관찰된 미세병변이 심부박절

과정에서 소실되어 보이지 않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럴 때 병

리의사는 곤경에 빠지며, 환자가 병리검사 결과를 보기 위해 외

래를 방문하여 한 번 헛걸음한 이후라면 암에 한 공포가 심한

환자의 격노와 환자에게 시달린 비뇨기과 의사의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입원하여 검사를 받고 진료비를 다 내고 퇴

원했다가 새로운 시술도 받지 않았는데 외래에서 면역조직화학

검사에 한 추가 검사비를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는 환자도 흔히

발생한다. 확 전립샘생검은 검체 수가 많아서 표본제작 원가가

가뜩이나 높은데, 면역조직화학검사를 시행하고도 수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에, 확 전립샘생검은 병리과의 경

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런 현상은 비뇨기과의 비중이

높은 병원일수록 심화된다. 

분당서울 학교병원에서는 2004년 이래 매년 100예 이상의 근

치적 전립샘적출술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 전립샘암 수술이

연간 400여 건 정도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전립

샘암 수술의 25% 이상이 분당서울 학교병원에서 행해지고 있

다. 2003년 5월 개원 초기부터 노인질환 전문병원인 분당서울

학교병원에서는 경직장초음파유도 확 전립샘생검을 활발히 시

행하 고, 저자들은 확 전립샘생검을 진단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동시에 미세암종을 진단하는 데 적지않은 정신적 압박

을 받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5개의 검체를 하나의 파

라핀블록에 포매하는 새로운 검체처리 방법을 개발하 으며,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원하는 비뇨기과 의사를 설득하여 확 전립샘

생검의 외과병리검사를 의뢰할 때는 면역조직화학검사 3종목도

항상 같이 의뢰하도록 하 다. 그 결과 확 전립샘생검의 모든

검체에서 면역조직화학검사를 통한 기저세포의 소실 여부를 평

가할 수 있게 되어 진단의 정확도와 신속성을 향상시켰을 뿐 아

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확 전립샘생검을 진단할 수

있었다. 

확 전립샘생검을 새로운 방법으로 처리하고 면역조직화학검

사 3종목을 일상적으로 시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 하기

위해서는, 비뇨기과와 병리과 및 원무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었다.

먼저 비뇨기과 의사는 정확한 진단에 한 기 가 크고, 확 전

립샘생검의 병리수가가 비현실적으로 낮다는 점에 공감하여야

하며, 모든 검체에서 면역조직화학검사를 시행하여 철저하게 판

독하는 병리의사에 한 신뢰가 있어야 했다. 병리기사의 경우에

는, 통상의 처리에 비해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새로운 검체처

리 방법이 병리검사의 원가를 낮추어 저비용-고효율을 이루는 방

법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했으며, 오류 없이 표본을 제작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야 했다. 원무과 보험담당 사무

직원은 건강보험청구와 삭감 및 비급여 수가 때문에 발생하는 복

잡한 과정을 환자의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아

울러 퇴원 시에 비급여 수가로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가 병리검사

에 의해 암종으로 진단됨에 따라 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게 되면,

환자가 외래를 방문했을 때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검사비의 차액

을 환자의 요구 없이도 환불하는 수속을 원무과 사무직원이 담당

하여야 했다. 병리의사는 위의 과정이 모두 원활히 진행되도록

조율하여야 했고, 각 분야의 직원들 즉 내부고객과 우호적인 관

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했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를

교육하고 설득하여야 했다. 

병리과에서 면역조직화학검사를 시행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의 검사료 삭감을 피할 수는 없었다. 초기에는 면역조직화학검

사를 건강보험에 청구하 는데, 암종으로 진단된 경우만 인정되

고 양성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모두 삭감되었다. 암종 여부를 확

실히 진단하고 암종과 유사한 여러 병변을 감별하기 위해 시행하

는 면역조직화학검사를 암종으로 진단된 경우만 인정하겠다는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은 병리의사더러 점쟁이가 되라고 요구

하는 것처럼 불합리하다. 또 12개 이상의 검체를 처리하지만 검

사수가는 1종의 생검조직만 인정하는 현행 기준은 병리의사에게

일방적으로 손실을 강요하는 부도덕한 행위이기에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강력히 항의하 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양성 병변에

해서는 검사료를 계속 삭감하 기 때문에, 비뇨기과에서는 일단

비급여 수가로 면역조직화학검사 3종목을 의뢰하 다. 생검 후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으면 환자는 생검 다음 날 퇴원하게 되며,

7일 내지 10일 후 병리검사 결과를 확인하러 비뇨기과 외래를

방문하게 된다. 암종으로 진단된 경우에, 원무과에서는 비급여

수가를 취소하고 보험수가를 적용하여 환자에게 검사비 차액을

환불해주었다. 2005년 후반기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확

전립샘생검의 면역조직화학검사 인정 기준을 변경하여, 환자

의 혈청 PSA가 4 ng/mL 이상으로 상승한 환자는 면역조직화

학검사를 3종목까지 보험급여로 인정해주고 있다. 따라서 현재에

는 혈청 PSA가 4 ng/mL 이상으로 상승된 환자는 퇴원 시에 건

강보험 수가를 적용받고 있으며, 혈청 PSA가 4 ng/mL 미만이

더라도 생검으로 암종이 진단된 환자는 결과를 확인하는 외래에

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아서 검사비 차액을 환불받고 있다. 비

뇨기과에서는 생검의 적응증으로, 혈청 PSA 수치를 과거 4 ng/

mL에서 현재 2.5-3.0 ng/mL으로 낮추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혈청 PSA가 2.5-4.0 ng/mL에 해당하는 환자도 건강보험 혜택

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확 전립샘생검

의 외과병리 검사료를 현실화하는 것이 가장 절실한 과제다. 

본 연구에서는 경직장초음파유도 확 전립샘생검 검체 중 95.2

%인 952예의 검체접수와 동시에 면역조직화학검사를 일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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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행하 는데, 그로써 얻은 이득은 매우 많았다. 

첫째,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일상적으로 시행한 면역조직화학

검사는 미세암종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절 적인 기여를

하 으며, AAH, 투명세포변화, PIN 등 암종과 유사한 질환을

감별하여 확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 다.

둘째, 일상적으로 시행한 면역조직화학검사는 진단이 어려운

확 전립샘생검 예의 최종 진단 시간을 폭 단축시켜서, 환자

가 퇴원 후 첫 번째 외래를 방문할 때 부분 최종진단을 확인할

수 있게 하 다. 확 전립샘생검을 받은 환자가 퇴원 후 결과를

보기위해 비뇨기과 외래를 방문하 다가, 병리진단에 한 확정

적 통보 없이 면역조직화학검사에 한 추가 검사료를 수납한 후

다시 내원하여 최종 결과에 해 들어야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비

교한다면, 최종적인 병리진단이 일주일 이상 빨리 보고될 뿐 아

니라 환자는 불안에 떨며 기다릴 필요 없이‘one stop’으로 진

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일상적으로 시행한 면역조직화

학검사가 환자 중심의 의료를 구현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평

가할 수 있었다.

셋째, 일상적으로 시행한 면역조직화학검사는 병리과 전공의

와 전문의의 전립샘질환 판독 능력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을 주었

다. H&E 슬라이드를 판독하다 진단하기 어려운 병변이 있더라

도, 다음 날이면 면역조직화학검사 슬라이드를 비교 판독할 수

있기 때문에 궁금증이 유지된 채로 판독에 임할 수 있어 교육효

과가 높았다. 무엇보다도 진단에 필요한 객관적인 근거가 마련되

었기 때문에, 전공의 혼자서도 판독 능력을 키울 수 있었으며, 전

문의도 일상 업무를 하다 보면 나날이 판독 능력이 향상되었다.

가로부터 판독을 하는‘감’을 전수받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 중심의 교육이 가능하 다. 

넷째, H&E 염색 슬라이드와 면역조직화학검사를 시행한 슬

라이드는 염속 검체이기 때문에, 이 둘의 형태를 비교하기 쉬웠

고, 심부박절로 인한 조직의 손실이 없었다. 즉 H&E 슬라이드

에서 관찰된 미세병변이, 미세암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면역조직화학검사에서 사라지고 없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섯째, 확 전립샘생검에서 샘암종이 아닌 다른 종류의 악성

종양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비뇨기과 의사가 의뢰한 면역조직화

학검사 3종목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별진단

의 목적에 맞는 항체를 선택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었다.

감별진단을 위해 4종목 이상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미 3

종목에 한 수납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검사를 시행

하는데 부담이 적었으며, 무엇보다도 최종진단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 ASAP로 진단된 예가 0.8%뿐이라는 사

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일상적으로 시행한 면역조직화학검사 덕분

에 환자는 경직장초음파유도 확 전립샘생검을 반복적으로 받아

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었으며,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일곱째, 일상적으로 시행한 면역조직화학검사는 병리과의 수익

증 에 도움이 되었고,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확 전

립샘생검 외과병리검사료로 인한 손실을 보정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조기에 전립샘암종을 발견함으로써 성공적인 치

료 기회를 높 을 뿐 아니라, 암의 조기발견에 따른 개인의 의료

비 지출 감소 효과도 예상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전립샘암종

의 조기발견에 따른 국가 전체의 의료비용 감소에도 도움이 되리

라고 판단한다.

한편, 확 전립샘생검을 시행할 경우 임상적으로 무의미한 암

을 발견하는 일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Chan 등27은 8부위 이하의 전립샘 생검을 통해 전립샘암으로

진단된 107명과 9부위 이상의 생검을 통해 진단된 190명을

상으로 전립샘적출술을 시행한 결과 양 군 사이에 임상적으로

무의미한 암의 차이는 없으며, 확 전립샘 생검을 시행 받은 군

에서 더욱 일찍 조기 진단을 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확 전립샘생검뿐 아니라 면역조직화학검사를

일상적으로 시행하 기 때문에, 이로 인해 임상적으로 무의미한

암까지도 더 많이 발견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본 연구에서 Boccon-Gibod 등16의 기준에 따라 단일

core 검체에서만 암종이 발견되고 Gleason 점수가 6 이하이며

동시에 암종의 길이가 3 mm 미만이어서, 침생검조직에서 임상

적으로 무의미한 암종으로 분류된 경우는 모두 59예 고, 암종

으로 진단된 323예 중 18.3%를 차지하 다. 442예의 암종을

상으로 한 Terris 등28의 연구에서, 침생검조직에서 임상적으로

무의미한 암종은 60예로 13.6%라고 보고하 는데, 본 연구 결과

보다 낮은 비율이었다. 

침생검조직에서 임상적으로 무의미한 암종으로 분류된 59예

중에서 37명이 근치적 전립샘적출술을 받았다. Boccon-Gibod

등16의 기준에 따라 근치적 전립샘적출술 조직에서 임상적으로

무의미한 암종은 Gleason 점수가 6 이하이고 종양의 용적이 0.5

mL 미만이며 전립샘 내에 국한된 경우로 정의하 는데, 수술검

체에서도 임상적으로 무의미한 암종으로 분류된 경우는 모두 13

예로 35.1%를 차지하 다. 침생검조직에서 임상적으로 무의미한

암종으로 분류된 환자 중에서 근치적 전립샘적출술을 받고 수술

검체에서도 임상적으로 무의미한 암종으로 분류된 빈도를 조사한

다른 연구를 살펴보면, Boccon-Gibod 등16은 29%라고 보고하

고 Terris 등28은 30%라고 보고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35.1%

로 상 적으로 높은데, 침생검조직에서 임상적으로 무의미한 암

종의 예 중 수술을 받은 비율이, Terris 등28의 연구에서는 27/60

(45%)인 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37/59 (62.7%)로 본 연구에서

수술적응증을 넓게 적용하여 수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

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침생검조직에서 임상적으로 무의미한 암종으로 분류된 59예

중에서 37명이 근치적 전립샘적출술을 받았고, 이 중 64.9%인

24예는 수술검체에서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암종으로 판정되

어 수술이 필요하 던 예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확

전립샘생검에서 임상적으로 무의미한 암종으로 판정이 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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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 중 2/3 정도는 수술 후“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암종”으

로 바뀌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결과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임상

적으로 무의미한 암종을 판정하는 기준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임상적으로 무의미한 암종을 줄이기 위해서 미세암종을 암종

이 아니라고 진단해서는 안 되며, 마찬가지로 암종 여부를 정확

히 판정하지 않고 ASAP 진단을 남발하는 것도 옳지 않다. 병원

에서 병리의사의 임무는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

에, 병리의사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가장 정확하고 신

속하게 병리진단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상적

으로 무의미한 암종을 수술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일차적

으로 비뇨기과 의사의 몫이며, 병리의사는 정확한 병리진단을 기

반으로 비뇨기과 의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확 전립샘생검 표

본을 제작하고 판독하는 외과병리검사료(1만 8,580원)가 경직장

초음파검사료(12만원)의 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 상황에

서, 일상적으로 시행하는 면역조직화학검사는‘정확하고 신속한

진단’과‘현실적으로 적정한 검사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효용성이 높은 검사법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경

직장초음파유도 확 전립샘생검에 한 표준화진료지침이 마련

된다면, 일상화된 면역조직화학검사는 확 전립샘생검의 병리검

사 부문에 반드시 포함시켜야만 하는 검사라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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