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5세에서 69세 사이의 남성, 
흑인 남성 및 전립선암 가족력이 

있는 남성 본인의 전립선암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상의하십시오.

그리하여 본인에게 전립선암 
검진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치료될 수 
있나요?

전립선암 치료에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전립선암 진단을 받으신 분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상의해 어떤 치료가 필요하고 어떤 
치료 방법이 적합한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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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
암

보험에 들지 않으셨습니까?  
보험에 들지 않았으며 전립선암 치료가 
필요하신 경우, Medicaid 암 치료 프로그램
(Medicaid Cancer Treatment Program, 
MCTP)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MCTP
는 치료가 제공되는 동안 완전한 Medicaid 
보장을 제공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가입 도움을 
받으시려면 1-866-442-2262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보험이 필요하신가요? 건강보험 신청에 
대한 정보는 New York State of Health(뉴욕 주 
보건소) 헬프라인에 1-855-355-5777번으로  
 
 
 
 
 
 
 
 
 
 
 
 
 
 
 
 
 
전화하거나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nystateofhealth.ny.gov

알고 계셨습나요?
남성 7명 중 1명은 일생 중 
전립선암에 걸립니다.

New York State의 경우, 
전립선암으로 인한 흑인 남성의 
사망률이 백인보다 더 높습니다.

전립선암은 New York State 
남성의 암 관련 사망 질환 중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알기:



전립선암이란 무엇입니까? 

전립선암은 전립선에서 시작되는 암입니다. 
전립선암은 New York State의 남성에게서 두 
번째로 흔한 암 유형입니다.

전립선암은 심각한 질병이지만 대부분의 
전립선암은 천천히 진행됩니다. 실제로, 전립선암 
환자의 대부분은 65세 이상이며 이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립선암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   연령. 남성은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암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전립선암의 10건 중 6건은 65세 이상 남성에게서 

발생합니다.

•  인종.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은 흑인 남성이 백인 남성에 비해 1.5배 정도 높습니다.

•  가족력. 부친이나 형제, 아들이 전립선암일 경우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전립선암의 증상은 무엇입니까? 
일부 남성의 경우, 특히 전립선암 초기일 때는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변을 볼 때 통증, 작열감, 시작과 끝내기의 어려움 또는 약한 흐름 등의 문제

•  잦은 소변, 특히 야간 시

•  소변 또는 정액에 피 섞임

•  허리, 엉덩이, 골반의 계속된 통증

•  사정 시 통증

위의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상담하십시오.

전립선암 검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검진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암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조기에 암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5세에서 69세 사이의 남성, 흑인 남성 및 전립선암 가족력이 있는 남성은 본인의 의료인과 함께 본인의 전립선암에 
대한 개인적 위험과 검사가 본인에게 최선인지에 대해 의논해야 합니다. 

모든 남성이 전립선암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전립선암은 천천히 진행되며 사망에 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진은 또한 필요하지 않은 치료로 이어질 수 있고, 치료에는 발기 부전과 요실금과 같은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의 남성에게는 검사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전립선암 검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PSA 검사는 남성의 혈액 내 전립선 특이항원의 양을 측정합니다.

PSA 수치가 정상보다 높을 경우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전립선 문제가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PSA 수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전립선암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PSA 검사 결과 양성이면 조직검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조직검사뿐입니다. 

대부분의 건강 보험 플랜은 자가 부담 비용 없이 필수로 전립선암 검사 비용을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작은 

샘입니다. 이 전립선은 나이가 

들면서 크기가 커집니다.

전립선암이나 다른 전립선 관련 

질환이 생기면 소변을 보거나 사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