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전립선특이항원 (Prostate Specific Antigen, PSA)은 전립선암

을 조기 진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바이오마커이며, 이 PSA를 이용

한 선별검사는 전립선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등을 시행하여 사망률을 낮추었다. 하지만, PSA 검사의 전립선암

에 대한 진단 특이도는 매우 낮아서, PSA 회색지대 (grey zone, 

PSA: 3-10 ng/ml)에서 조직검사 후의 전립선암 양성률이 15-30%

에 불과하여 불필요한 조직검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특이도가 낮은 PSA 검사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립선암

을 진단하는데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가진 여러 방법들이 개발

되어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중 국내에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Beckman coulter사의 prostate health index (PHI) 검사를 소

개하고자 한다.

2. 본론

전립선암은 서구에서 가장 흔한 남성암이고, 우리나라는 서구

보다는 낮은 발생률을 보이지만 그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

암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전립선암은 2017년 12,797명의 신환

이 발생하여 한국 남성암 중 4위를 차지하였다 [1]. PSA 도입으로 

전립선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비율이 크게 늘었지만, PSA는 전립

선암 특이 항원은 아니어서,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손상이나 전

립선 생검 및 마사지 등에 의해서도 상승 할 수 있다. PSA 수치가 

회색지대 (3-10 ng/ml)에 있을 경우, 전립선암이 있을 확률이 약 

15-30% 정도여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립선 생검을 시행하지

만, 다른 요인으로 PSA가 상승된 환자들은 불필요하게 침습적 시

술인 전립선 생검을 시행받는다 [2]. 이러한 특이도가 낮은 PSA 검

사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립선암을 진단하는데 높은 민감도

와 특이도를 가진 여러 다른 방법들이 개발되었고, PSA가 전립선 

조직 특이 항원이므로 그 유도체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PSA는 전립선 상피세포에서 분비되는 세린계 단백질분해효소

이며, 보통은 정액으로 분비되어 정액을 액화시켜 정자의 운동성

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암일 경우 혈액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혈중의 PSA는 대부분 단백질분해효소억제제와 결합된 형태

로 존재하는데, 일부 유리 PSA가 전립선암과 연관성이 있다는 보

고 하에 전체 PSA 중 유리 PSA의 비율을 구하는 유리 PSA% (% 

free PSA)를 이용하여 전립선암의 가능성을 확인하지만, 임상적 

유용성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PSA는 여러 가지 분자형태로 존재하는데, 전립선 세포에서 PSA 

단백질 서열 앞에 프리서열 (presequence)과 프로서열 (prosequence)

가 붙어있는 형태 (preproPSA)에서 프리서열이 잘려나가면 7개

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프로서열이 붙어있는 PSA (proPSA)가 

만들어진다 [3], [그림 1]. 프로서열에서 잘리는 아미노산 부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절단된 단백질 아형 ([-2]proPSA, [-5]proPSA, 

and [-7]proPSA)이 만들어지는데, 이 중에서 [-2]proPSA (p2PSA)

는 다른 아형에 비해 안정적이고, 전립선암에서 높은 발현율을 보

인다 [4,5]. 이 결과에 근거하여 Beckman coulter사에서는 전립선

암에서 발견되는 여러 바이오마커들, 즉 PSA, freePSA, p2PSA의 

조합으로 산출된 prostate health index (PHI=(p2PSA/fPSA)×√

PSA)) 검사를 개발하였다. 

PHI 검사는 2012년 FDA 승인을 받은 이후, 전립선암이 의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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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환자에서 전립선암에 대한 위험도 정보를 제공하여 전립선 생

검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검사로 임상에서 유용하

게 사용되고 있다. 전립선암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전립선

암에 대한 민감도를 90%로 고정하였을 때, PHI 검사는 PSA 검사

보다 3배 높은 특이도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약 30%정도의 불필

요한 전립선 생검을 줄이는 효과를 보였다. 낮은 PHI 수치는 전립

선암에 대한 확률이 낮음 (PHI 27이하, 전립선암 가능성 9.8%)을 

의미하며, 높은 PHI 수치는 전립선암에 대한 가능성이 높음 (PHI 

55이상, 전립선암 가능성 50.1%)을 의미한다. 

PHI 검사는 2014년 처음으로 NCCN 지침의 권고사항에 들어갔

으며 [6], 이 때에는 PSA가 상승된 환자에서 전립선암을 확인하

기 위한 다음 단계로 전립선암 생검, PSA/DRE로 6-12개월 추적 

혹은 유리 PSA, PHI 혹은 PCA3로 추적할 것을 권고하여, 생검과 

같은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권고되었다. 그러나 2017년 

NCCN 지침에서는 전립선암 생검을 진행하기 전에 전립선암에 대

한 위험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유리 PSA, 4K score 혹은 PHI를 사

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7]. 이를 통해 PSA 수치가 상승되어 전립선

암이 의심되는 환자에게서 PHI 검사를 통해 전립선암에 대한 위

험도를 한 번 더 확인 후 침습적인 전립선 생검을 시행하여 불필요

한 생검을 줄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유럽가이드라인에서

도 PSA가 회색지대로 상승된 경우 전립선 생검 전 단계에서 전립

선암에 대한 위험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을 동일하게 권

고하고 있다 [8].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PHI를 신의료기술 (보

건복지부고시 제2017-186호)로 인정하였고, PHI 검사가 PSA 검

사에서 전립선암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다른 검사 (PSA, 유리 PSA)

보다 전립선암에 대한 특이도가 높아 진단 정확성이 우수하며 

전립선암 진단에 대한 예측 정확성이 유의하게 향상되어 불필요

한 전립선 조직검사를 감소시키고, 비침습적 검사방법으로 전립

선암 및 고위험 전립선암을 검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성과 유

효성을 인정받았다 [9]. 현재 우리나라 병원들에서도 2018년부터 

도입을 시작하였으며, 2019년에는 2018년보다 4배 이상으로 검

사건수가 증가하여 앞으로 검사건수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PHI 검사의 임상적 유용성은 PSA 회색지대에서 진단적 가치, 

수술 후 예후 예측 및 적극적 관찰 (Active surveillance) 환자에서 

질환 진행 평가에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개원의의 주된 관심

사인 PSA 회색지대에서 진단적 가치에 대해 추가 설명하겠다. 

2010년 초반에 PHI 검사가 전립선암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PSA 

검사보다 전립선암에 대한 높은 농도곡선하면적 (PSA AUC=약 

0.5, PHI AUC=약 0.7)을 보인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어 그 유용성

을 인정받았다 [10,11]. 또한, 높은 PHI 수치는 전립선암에 대한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고위험군 전립선암일 가능성이 높다는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12,13]. 암을 진단할 때 하나로 완벽하게 진

단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는 없기 때문에, 전립선암 위험도 계산 시 

여러 가지 위험 변수 (나이, 인종, DRE, PSA, 이전 생검 결과 등)를 

넣은 다변수분석을 이용하는데, 기존의 변수에 PHI 검사를 추가하

였을 경우 전립선암 예측정확도가 향상된다는 논문들이 발표되면

서 [14]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European Randomised Study 

of Screening for Prostate Cancer (ERSPC) risk calculator 는 

PHI 결과를 넣어서 전립선암 위험도를 계산하고 있다. 

PHI 검사의 기준치 관련하여서는, NCCN 지침에서 고등급 전립

선암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준치를 35 이상으로 제시하였지만, 

발표된 논문들마다 전립선암에 대한 민감도와 특이도에 대해 서

로 다른 최적의 기준치를 발표하고 있다. 2019년 발표된 유럽과 

아시아인을 대상 (유럽인 800명, 아시아인 1688명)으로 한 다기

관연구에서는 민감도를 고정 시 인종 및 전립선암 유병율에 따라 

다른 기준치 (유럽인 >40, 아시아인 >30)를 보여서 아시아인에게

는 유럽인보다 더 낮은 PHI 기준치를 적용할 것을 제시하였고, 제

시된 기준치 적용 시 Gleason score 7이상의 고등급 전립선암을 

약 10%정도 놓치면서 유럽인에서는 불필요한 생검을 40%, 아시

아인에서는 56% 줄여주었다 [15], [표 1].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n=246명)에서도 PHI 검사가 전립선암 및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암을 예측 시 다른 검사법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는데 [16], 

[표 2], PHI 기준치 23을 적용 시 고등급 전립선암은 하나도 놓치

지 않으면서 약 21%의 불필요한 생검을 줄이는 결과를 보고하그림 1. PSA 및 그 유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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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기준치를 낮추면 고등급 전립선암을 놓치지 않겠지만 불필

요한 생검을 줄이는 효과가 줄어들고 기준치를 높이면 일부 고등

급 전립선암을 놓칠 가능성이 있지만, 불필요한 생검을 크게 줄이

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많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고

등급 전립선암을 놓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생검을 줄일 수 있고 

최대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최적의 PHI 기준치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며, 여러 병원에서 누적된 결과를 토대로 한국형 기준치가 

설정될 것이다. 

3. 결론

PHI 검사는 전립선암에서 검출되는 PSA, 유리 PSA, p2PSA의 조합

으로 산출된 지수로 전립선암에 대한 특이도가 높아 전립선암이 의심

되는 PSA 회색지대 환자에서 전립선암에 대한 위험도를 측정하여 

불필요한 생검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 검사이다. 향후 한국인에 맞

는 기준치 설정에 대한 대규모 연구와 함께, PHI와 비슷한 정확도를 

보이면서 저렴한 바이오마커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 1. Biopsies and Gleason 6 PC diagnoses that could be avoided at different PHI cutoffs (for Gleason ≥7 PC) in European and Asian cohorts 

PHI cutoff HGPC SV HGPC SP Bx saved n (%)a Gleason ≥ 7 PC missed n (%)b Gleason 6 Dx reduced n (%)c

European (n = 503)

25 99% 10% 49 (9.7) 2 (1.7) 15 (10)

32 95% 28% 116 (23) 6 (5.2) 29 (20)

35 94% 37% 165 (33) 7 (6.1) 40 (27)

40 90% 48% 199 (40) 12 (10) 45 (31)

45 78% 59% 258 (51) 26 (23) 62 (42)

55 53% 72% 343 (68) 60 (52) 87 (59)

Asian (n = 1149)

25 96% 36% 392 (34) 3 (4.5) 15 (18)

30 89% 59% 646 (56) 7 (11) 28 (33)

35 82% 74% 810 (71) 12 (18) 39 (46)

45 55% 92% 1021 (89) 29 (44) 69 (81)

55 27% 96% 1086 (95) 47 (71) 76 (89)

PC = prostate cancer ; HGPC = higher-grade PC ; PHI = Prostate Health Index ;

SV = sensitivity ; SP = specificity ; Bx = biopsy ; Dx = diagnosis.
aBiopsies saved if all men with a PHI score below cutoff are not biopsied (%) of all biopsies, n = 503 for the European and n = 1149 for the Asian cohort).
bExpressed as a percentage of all Gleason ≥ 7 cancers (n = 115 for the European and n =66 for the Asian cohort).
cExpressed as a percentage of all Gleason 6 cancers (n = 147 for the European and n = 85 for the Asian cohort).

표 2.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predicting Gleason score ≥ 7 in cancer patients

Predictors
AUC of individual 

predictor (95% CI)

Bivariate analysis

OR (95% CI); P value

Multivariate analysis

Base modela

OR (95% CI); P value

Base model + %p2PSA

OR (95% CI); P value

Base model + PHI

OR (95% CI); P value

Age, yr 0.61 (0.50-0.72) 1.048 (1.000-1.098); 0.051 1.002 (0.941-1.067); 0.959 0.992 (0.923-1.066); 0.820 0.984 (0.890-1.088); 0.755

Prostate volume, mL 0.50 (0.38-0.62) 0.997 (0.983-1.011); 0.663 - - -

tPSA, ng/mL 0.83 (0.75-0.91) 1.150 (1.057-1.251); 0.001 1.306 (1.132-1.507); < 0.001 1.397 (1.183-1.650); < 0.001 1.387 (1.051-1.831); 0.021

%fPSA 0.63 (0.51-0.74) 0.006 (0.000-0.866); 0.044 0.010 (0.000-3.470); 0.122 0.043 (0.002-1.064); 0.055 0.048 (0.002-1.055); 0.054

p2PSA, pg/ml 0.80 (0.72-0.89) 1.001 (0.999-1.003); 0.353 - - -

%p2PSA 0.82 (0.74-0.91) 4.057 (2.155-7.636); < 0.001 - 4.996 (2.222-11.232); < 0.001 -

PHI 0.97 (0.94-0.99) 1.176 (1.098-1.259); < 0.001 - - 1.175 (1.090-1.268); < 0.001

AUC of multivariate models 
(95% CI)

- - 0.857 (0.783-0.914) 0.925 (0.864-0.965) 0.977 (0.933-0.996)

Gain in predictive accuracy 
(95% CI); P value

- - - 0.068 (0.019-0.118); 0.007 0.120 (0.063-0.177); < 0.001

AUC - area under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PSA – prostate-specific antigen, tPSA – total PSA, fPSA – free PSA, p2PSA - [-2]proPSA, PHI – 
prostate health index, OR - odds ratio, CI - confidence interval.
aBase model includes age, tPSA, and %fPSA.



변석수, 전립선암 진단의 최신 지견: Prostate Health Index (PHI)의 전립선암 진단에 대한 유용성 

4

References

1. 중앙암등록본부. 2017년 암등록통계 보도자료 

2. Catalona WJ et al., Use of the percentage of free 

prostate-specific antigen to enhance differentiation of 

prostate cancer from benign prostatic disease: a 

prospective multicenter clinical trial, JAMA, 1998

3. Hatakeyama S et al., Recent progress and perspectives 

on prostate cancer biomarkers, Int J Clin Oncol, 2017

4. Mikolajczyk SD et al., A truncated precursor form of 

prostate-specific antigen is a more specific serum 

marker of prostate cancer, Cancer Res, 2001

5. Mikolajczyk SD et al., Proenzyme forms of prostate- 

specific antigen in serum improve the detection of 

prostate cancer, Clin Chem, 2004

6. 2014 NCCN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in Oncology_ 

Prostate Cancer Early Detection, 2014

7. 2017 NCCN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in Oncology_ 

Prostate Cancer Early Detection, 2017

8. 2016 EAU-ESTRO-SIOG Guidelines on Prostate Cancer, 2016

9. Phi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

2017-186호).

10. Catalona WJ et al., A multi-center study of [-2]ProPSA in 

combination with PSA and free PSA for prostate cancer 

detection in the 2 to 10 ng/ml PSA range, J Urol, 2011

11. Stephen C et al., Multicenter evaluation of [-2]Proprostate 

-specific antigen and the prostate health index for 

detecting prostate cancer, Clin Chem, 2013

12. Loeb S et al., The prostate health index selectively identifies 

clinically significant prostate cancer, J Urol, 2015

13. Calle C et al., Multicenter evaluation of the prostate 

health index to detect aggressive prostate cancer in 

biopsy naïve men, J Urol, 2015

14. Loeb S et al., Prostate health index improves multivariable 

risk prediction of aggressive prostate cancer, BJU Int, 

2017

15. Chiu PKF et al., A multicentre evaluation of the role of 

the prostate health index (PHI) in regions with differing 

prevalence of prostate cancer: Adjustment of PHI 

reference ranges is needed for European and Asian 

settings, Eur Urol, 2019

16. Park H et al., Diagnostic performance of %[-2]proPSA 

and prostate health index for prostate cancer: prospective, 

multi-institutional study, JKMS,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