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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목적: 고위험 전립선암에서 구제적 방사선치료의최적 조사 영역은 아직 정의되지 않

았으며, 구제적방사선치료후의재발양상을이해하는것은치료범위를결정하는데

에도움이될수있다. 본후향적연구는근치적전립선절제술후전골반구제적방사

선치료를받은후생화학적실패가발생한환자에서의재발양상을분석하는것에목

적을두고있다. 

대상 및방법: 서울아산병원에서근치적전립선절제술후생화학적실패로구제적방

사선치료를 시행받은 196명의 고위험 전립선암 환자들에 대해후향적분석을시행하

였다. 구제적방사선치료는 1회선량 2.2 Gy씩전체골반에 44 Gy 조사후전립선바닥

에 22 Gy 추가 조사를 하였다. 전립선바닥에 육안적 재발이 있는 경우 3회에 걸쳐 6.6 

Gy 조사를추가하였다. 추적관찰기간의중앙값은 74개월이었으며 80명의환자에서

생화학적 실패가발생하였다. 이 중 59명의환자에서 다양한영상학적 검사가시행되

었다..

결과: 총 16명의환자에서 24개병변에서의재발이 영상학적검사에서 확인되었다. 6

명의환자에서 13개의골전이, 5명에서방광요도문합부재발, 4명에서림프절재발을

보였으며 1명에서림프절 재발과 방광요도문합부재발이 동반되었다. 방사선 조사영

역과비교하였을때, 치료범위내림프절재발은없었다. 림프절재발 5명중 4명이조

사야외부, 1명이조사야가장자리재발이었다. 

결론: 국소재발의 주된 양상은 문합부 재발이었으며, 이는 조사선량 증가의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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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한다. 대부분의 림프절 재발은 골반 밖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는 고위험군 전립선

암 환자등선택된환자군에서의골반방사선조사의 필요성을시사한다. 이러한결과

를바탕으로향후잘설계된확증적인전향적연구가도움이될것으로생각된다.

핵심용어: 전립선암, 방사선치료, 생화학적실패, 재발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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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전립선절제술 후 방사선치료 범위는 수술 후 방사선치료(adjuvant radiotherapy) 및

구제적 방사선치료(salvage radiotherapy, SRT)에서 모두 전통적으로 전립선 바닥에 제

한적으로시행되었으며(1-3), 이는재발의주된부위가국소적이라는보고들에근거한

다(4).  그러나고위험군전립선암환자에서국소림프절부위를조사할것인지에대해

서는 명확한 합의가 없다. 여러 후향적 연구들에서 전 골반 방사선치료 (whole pelvic 

radiotherapy, WPRT)의 효능이 보고되었다. Spiotto 등에 의하면 고위험군 전립선암 환

자에서안드로겐박탈요법 (androgen deprivation therapy, ADT)와함께WPRT를시행하

였을 때 전립선 바닥 방사선치료 (prostate bed radiotherapy, PBRT)와 비교하여 우수한

생화학적 무재발 생존율을 보였다(5). Moghanaki 등은 구제적 방사선치료 전 전립선

특이항원 (prostate specific antigen, PSA) 수치가 0.4 ng/mL를 초과하는 환자들에서만

WPRT 후생화학적조절의향상을보고했다(6). 근치적 전립선절제술후생화학적실

패를보이는고위험군전립선암환자에서, PBRT 후의임상결과는 5년생화학적무재

발생존율 50% 미만으로여전히만족스럽지못하다(1,7-9). WPRT는 SRT의결과를향

상시키기 위한 매력적인치료방법으로고려될수있으며, 최근 SRT에서WPRT의역

할을평가하는 Radiation Therapy Oncology Group (RTOG) 0534 3상연구가진행중이다.

SRT 후의 해부학적 재발 양상을 이해하는 것은 SRT의 효능을 평가하고, 최적의 방

사선조사량및방사선치료범위를결정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 최근연구에서전립

선바닥에대한 SRT 후재발양상을분석한결과, 생화학적실패를보인환자의 1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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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만 조사야 내부 재발을보였고 88%는조사야 외부 재발이었다 (10). 이 연구에서 전

체 재발의 67%가대동맥 분지아래에위치한 림프절 이었다(10). 이결과를 통하여 단

순한 가설이지만, 선택적 림프절조사 후의 재발양상이 PBRT 이후의 재발 양상과 다

를수있다고가정할수있다.

선택적 골반 림프절 조사를 포함한 SRT 후의 상세한 재발 양상은거의 보고되지 않

았다. 서울아산병원에서는 2007년부터 대부분의 고위험군 전립선암 환자에서 전 골

반 구제적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환자들의 재발 양상을 후향적

으로분석하여적절한방사선치료범위를결정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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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및연구방법

2007년부터 2015년 동안, 196명의 고위험군 전립선암 환자가 근치적 전립선 절제

술후생화학적실패로 SRT를시행받았다. SRT 방법에대한세부사항은이전에기술

된바있다(11).문진, 골반자기공명영상, 골스캔, 그리고 PSA를포함한검사실검사가

치료 전 평가를 위해 시행되었다. 모든 환자들은 전 골반 세기조절방사선치료

(intensity-modulated radiation therapy, IMRT) 방법으로 치료받았다. 전산화단층모의치

료 (computed tomography simulation)는 바로누운자세로 정맥내 조영제를 사용하여 수

행되었다 (GE Light Speed RT, GE Healthcare, Buckinghamshire, UK). 임상표적체적

(clinical target volume)은 전립선 바닥, 폐쇄림프절, 외장골림프절, 내장골림프절, 그리

고 총장골림프절의 아래부분을 포함하였다. 일반적으로 위쪽 경계는 L5-S1 경계면으

로 설정되었다. 계획용표적체적 (planning target volume, PTV)는 임상표적체적으로부

터 비등방성으로 3mm에서 7mm 확장되었다. IMRT의 역방향 치료계획은 Eclipse 계

획 시스템의 Helios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시행했다 (Eclipse V10.0, Varian Medical 

System, Palo Alto, CA).  치료기간동안의방사선조사량과분획일정은다음과같이변

경되었다. 2010년까지 전 골반과 전립선 바닥은 2 Gy 분할로 각각 46 Gy와 20 Gy가

조사되었고 (n = 20), SRT 전영상검사에서육안적국소재발이있는경우 4 Gy가추가

조사되었으며 (n = 38), 2명의 환자가 동시집적증대기술 (simultaneous integrated boost

technique)로 치료받았다. 2011년부터전골반과 전립선 바닥은 2.2 Gy 분할로 각각 44 

Gy와 22 Gy가조사되었고 (n = 126), 육안적국소재발병변에 6.6 Gy가추가조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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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n = 10). 직장내풍선은방사선을조사받는직장의부피를줄이고재현성을향상시

키기 위해 2009년부터 SRT에서 사용되었다 (12). 모든 환자들은 SRT 기간 동안 적어

도 일주일에 한 번 진료를 받았다. SRT 종료 후에는 방사선종양학과의사와 비뇨기과

의사에의해 2년동안은 3개월간격으로, 그리고이후에는최소 6개월간격으로평가

되었다. 근치적전립선절제술및 SRT 후생화학적실패는 PSA 값이 0.2 ng/mL 이상으

로 측정되고재검사에서 0.2 ng/mL보다 큰 경우로정의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아산병

원생명윤리위원회에의해승인되었으며동의서에대한요구사항은면제되었다.

본 연구 대상 모집은 Figure 1에 설명되어있다. 중간 추적 관찰 기간 74개월 동안

196명의환자중 80명이 SRT에도불구하고두번째생화학적실패를경험했다. 이중

54명 (74%)에서골스캔 (n = 54), 전산화단층촬영 (n = 46), 자기공명영상 (n = 22), 그리

고 18F-fluorodeoxyglucose 양전자방출단층촬영/컴퓨터단층촬영 (positron emission 

tomography/computed tomography, PET/CT) (n=8) 등다양한영상학적검사가의사의재

량에 따라 시행되었다. 모든 영상학적 검사는 인증된 영상의학과 의사에 의해 검토되

었으며, 16명의환자에서 24건의재발이발견되었다. 재발은골전이와국소재발로분

류하였으며, 기관전이는발견되지않았다. 국소재발은조사야내부, 조사야가장자리, 

그리고조사야외부재발로분류되었으며이는각각 PTV 내부재발, PTV에서 2cm 확

장된범위내재발, 그리고 PTV에서 2cm 확장된범위외부재발로정의하였다. 

T검정과카이제곱검정이두군간의관련요인을평가하는데사용되었다. 0.05 미만

의 p 값이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간주되었다. Windows용 IBM® SPSS®, 버전 22.0

이통계분석에사용되었다 (IBM Corporation, Armonk,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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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nrollment of study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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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SRT 후 생화학적 실패로 다양한 영상학적 검사를 시행한 59명 환자의 임상적및병

리학적 특징은 Table 1에 기술되었다. 이 환자들 중 16명의 환자에서 24개의 재발 부

위가 확인되었으며재발부위는 Table 2에 요약되어있다. 가장흔한재발양항은골전

이로, 6명의환자에서 13개의 전이성골병변이확인되었다. 2명의 환자는갈비뼈, 척

추, 대퇴골및두개골을포함하여 2개이상의분리된골전이병변을보였다. 이외의골

전이부위는 L1 척추와골반뼈였다. 골전이를제외한가장흔한재발부위는방광요도

문합부였다. 6명의 환자에서 6건의 문합부 재발이 발견되었다. 4명의환자에서 다른

부위 재발 소견 없이림프절 재발이있었고 1명에서 림프절 재발과 문합부 재발이 동

시에나타났다. 

Figure 2 에는 골전이를 제외한 재발 부위를 디지털화재구성사진 (digitally 

reconstructed radiography, DRR)에 표시되어있다. 방광요도문합부 재발은 모두 SRT에

서 66 ~ 70 Gy 조사된전립선바닥추가치료범위에포함되었다.림프절재발은총장골

림프절 2개, 대동맥주위림프절 3개였으며 조사야 내부 림프절 재발은 없었다. 한 개

의 림프절 재발이 PTV에서 2cm 확장된 범위 내의조사야 가장자리재발이었다. 림프

절재발을보인다섯명환자의특징은 Table 3에기술되어있다. 글리슨점수 8점이상, 

정낭침범, SRT 전 PSA 수치 1 이상이각각 5, 4, 3명의환자에서관찰되었다.

Table 4에서는 임상적 재발을 보인 환자와 육안적재발 없이 생화학적 실패만 발생

한환자를비교하였다. T검정에서 SRT 전 PSA 수치가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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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p = 0.045) 카이제곱검정에서 SRT 전 안드로겐 박탈요법의 여부가 유의한 차이

를보였다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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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tients characteristics

Variables No. of patients (%)

Age (year) Median (range) 64 (48 - 75)

Initial PSA level (ng/mL) Median (IQR) 21.4 (10.8 – 42.2)

Gleason score 7 (3+4) 7 (11.9)

7 (4+3) 11 (18.6)

8 - 10 41 (69.5)

pT stage pT2a - 2c 12 (20.3)

pT3a 19 (32.2)

pT3b - 4 28 (47.5)

pN stage Negative 52 (88.1)

Positive 7 (11.9)

No. of harvested lymph nodes Median (IQR) 6 (3 - 8)

Time to 1st BCF from RP (month) Median (range) 9 (1 - 95)

Roach score for LNI Median (IQR) 36.4 (25.2 – 53.3)

PSA level before SRT (ng/mL) Median (IQR) 0.75 (0.51 - 1.20)

EQD2 (α/β of 2 Gy) Median (range) 69.3 (64 - 70)

No. of fractions Median (range) 30 (30 - 35)

PreRT ADT 26 (44.1)

Time to BCF after SRT (month) Median (range) 24 (3 - 84)

Abbreviations: PSA = prostate-specific antigen; IQR = interquartile range; BCF = 

biochemical failure; RP = radical prostatectomy; LNI = lymph node involvement; SRT = 

salvage radiotherapy; RT = radiotherapy; EQD2 = equivalent dose in 2-Gy fraction; ADT = 

androgen deprivation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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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zation of recurrence sites

Site of recurrence Field of recurrence No. of lesions (%) No. of patients (%)

Vesicourethral anastomosis IF, prostate bed boost 6* (25) 6 (37.5)

Lymph node 5 (20.8) 5 (31.3)

Right CILN EOF 1 (4.2) 1 (6.3)

Para-aortic LN OOF 3 (12.5) 3 (18.8)

Left CILN OOF 1* (4.2) 1 (6.3)

Bone 13 (54.2) 6 (37.5)

Total 24 16

Abbreviations: IF = in field; CILN = common iliac lymph node; EOF = edge of field (2cm periphery to PTV); OOF = out of field.

* One patient with combined vesicourethral anastomosis and left CILN recurrence



10

Figure 2. Recurrence sites superimposed on anteroposterior view

Sites of recurrence are indicated as follows; nodal recurrence out of field (■), nodal 

recurrence edge of field (▲), vesicourethral anastomosis recurrence in the prostate bed boost 

field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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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scription of patients with nodal recurrence

Variables #1 #2 #3 #4 #5

Age (year) 56 57 70 63 66

Initial PSA level (ng/mL) 544 40 40.1 7.55 6.1

Gleason score 8 9 9 9 8

pT stage 3b 3b 2c 3b 3b

pN stage 0 0 0 0 0

No. of harvested lymph nodes 5 2 4 2 8

Time to 1st BCF from RP (month) 4 3 26 7 16

Roach score for LNI 100 56.7 56.7 35.0 24.1

PSA level before SRT (ng/mL) 3.1 2.8 1 0.55 0.67

ADT use before SRT + - + + +

Time to BCF from SRT (month) 5 8 24 79 49

Site of recurrence Right CILN PALN Left CILN,

anastomosis

PALN PALN

Abbreviations: PSA = prostate-specific antigen; BCF = biochemical failure; RP = radical prostatectomy; LNI = lymph node involvement; SRT = 

salvage radiotherapy; ADT = androgen deprivation therapy; CILN = common iliac lymph node; PALN = para-aortic lymph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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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patients with clinically manifested recurrence to those with only BCF

Variables No. of patients (%) p-value

Clinically manifested 

recurrence (n=16)

Only BCF

(n=43)

Age (year) Median (range) 63 (55 - 74) 64 (48 - 75) .81

Initial PSA level (ng/mL) Median (IQR) 19.9 (13.6 – 40.1) 21.6 (10.3 – 53.3) .45

Gleason score 7 2 (12.5) 16 (37.2) .11

8 - 10 14 (87.5) 27 (62.8)

pT stage pT2a – 3a 7 (43.8) 24 (55.8) .41

pT3b - 4 9 (56.3) 19 (44.2)

pN stage Negative 16 (100) 36 (83.7) .17

Positive 0 (0) 7 (16.3)

No. of harvested lymph nodes Median (IQR) 5 (2 - 8) 6 (4 - 9) .13

Time to 1st BCF from RP (month) Median (range) 15 (2 - 67) 9 (1 - 95) .48

Roach score for LNI Median (IQR) 41.2 (32.6 – 56.7) 35.7 (24.7 – 52.8) .32

PSA level before SRT (ng/mL) Median (IQR) 1.2 (0.6 – 2.6) 0.7 (0.4 – 0.9) .05

EQD2 (α/β of 2 Gy) Median (range) 69.3 (64 - 70) 69.3 (66 - 70) .70

ADT use before SRT 13 (81.3) 13 (30.2) <.00

Time to BCF after SRT (month) Median (range) 24 (4 - 84) 24 (3 - 82) .74

Abbreviations: PSA = prostate-specific antigen; IQR = interquartile range; BCF = biochemical failure; RP = radical prostatectomy; LNI = lymph 

node involvement; SRT = salvage radiotherapy; EQD2 = equivalent dose in 2-Gy fraction; ADT = androgen deprivation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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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본 연구에서는 골반 림프절을 포함한 SRT를 받은 고위험군 전립선암 환자에서의

재발 양상을 분석하였으며, 골전이가 가장 흔한 재발 양상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방

광요도문합부 재발이 주된 재발 장소였다. 현 연구에서의 흥미로운 발견은 조사야 내

부 림프절재발이없다는부분으로, 이는선택된환자군에서의골반림프절조사의필

요성을 시사한다. 임상적인 재발 병변을 보인 환자들은 생화학적 실패만 발생한 환자

들에비해유의하게높은 SRT 전 PSA 수치를보였다.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후 SRT에서의 적절한 방사선 조사량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수술 후 및 구제적 방사선치료에서는 64 ~ 72 Gy의 선량이 권장되고

있다 (13). 일부후향적연구들은 SRT에서의용량-반응효과를보이며 (14,15),이는 66 

~ 70 Gy 이상의 SRT 선량을 제시한다. 또한, IMRT의 적용을 통해 전립선 바닥에 76 

Gy까지안전한선량증가가가능하다고보고된바있다 (16). 최근의메타분석에따르

면 1 Gy 추가마다무재발생존율의 2% 증가를보였다 (14).주요재발부위가방광요도

문합부 주변에 국한되어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선량 증가는 국소 제어율을 향상시

키기 위한방법으로고려될수 있다. SRT에서 MRI를 이용한 선량증가를연구하는 3

상 임상연구가 진행중으로, 이 연구에서는 동시집적소분할증대기술 (simultaneous 

incorporated hypofractionated boost technique)을 사용하여 81.3 Gy까지 방사선량을 증

가시킨다 (17).

선택적 림프절 조사를 시행할지의 여부 또한 명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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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사선조사영역은주로전립선바닥으로제한되었으며 (1-3), 최근선택적림프절

조사의필요성이논의되고있다. 일부후향적연구들은전골반 SRT 후의생화학적조

절의향상을보고하였다 (5,6,18).골반림프절조사를피하려는이유중하나는부작용

에 대한 우려이다. 최근 연구들은전 골반 IMRT가근치적 (19) 및 구제적 (11,20) 방사

선치료에서 3차원 입체조형치료와 비교하여 낮은 독성을 보고하였다. 또한 전 골반

IMRT는 전립선 바닥 IMRT와 비교하여 급성 위장관 독성만 증가시키고 비뇨생식기

및 만성 위장관 독성에서는 차이가 없음이 보고되었다 (21). 따라서 전 골반 IMRT는

낮은독성발생률과함께질병조절을개선할수있는가능한방안으로고려될수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을 시행한 한 명의 환자를

제외한모든환자에서골반림프절절제술 (pelvic lymph node dissection, PLND)가시행

되었다. 절제된 림프절은 대부분이 폐쇄림프절 및 내장골림프절에 국한되어있었고, 

헤마톡실린-에오신 염색만이 시행되었다. 확장된 PLND와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추가

적으로시행한임상적으로국한된전립선암환자의 26%에서림프절전이가발견된바

있다 (22). 글리슨 점수 7점이상 및 PSA 수치 10.6 ng/mL 이상의 위험 인자를 가진 환

자들에서 림프절전이의 빈도는 61%에이르렀다 (22). 이 위험요소들은본 연구에포

함된 대부분의 환자와 일치하지만, 생화학적 실패 후 영상학적 검사를 시행한 환자의

11.9%에서만 림프절 전이가 동반되었다. 본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에서는 확장된

PLND를시행하지않았으며적은수의림프절만이절제되었고헤마톡실린-에오신염

색만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은 림프절 전이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

다. 따라서본연구에서의전골반방사선치료의이점은다소과장되었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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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C-11 Choline PET (CholPET) 또는 Ga-58 전립선 특이 막 항원 (prostate-specific 

membrane antigen, PSMA) PET과 같은 최신 영상 기법이 재발 병변의 조기 발견을 위

해 연구되고 있다. Parker 등은 CholPET을 이용하여 PBRT 후 재발양상을 보고하였으

며, 재발의 99%가림프절 재발이었으며재발의 4%만이 전립선바닥에 국한되어 있었

다 (10). 또한, 림프절 재발의 43%와 63%가 각각 L5-S1 경계면 및 대동맥 분지 아래의

방사선치료 범위에 포함되었다 (10). Ga-58 PSMA PET을 이용한 근치적 전립선 절제

술후생화학적실패환자의재발병변은전립선바닥 27%, 골반림프절 14.3%, 전립선

바닥과골반림프절동시재발 4.3%, 그리고골반외부가 8.6%였다 (23). 이러한결과들

은 근치적전립선절제술후에미세재발병변이존재할가능성을시사하며, 상당수가

골반림프절영역에포함되어있다. Schiller 등은 Ga-68 PSMA PET을 SRT 치료계획에

적용하였고, 87%의 환자에서 일반적인 전산화단층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에서 발견되

지 않은 재발 병변이 검출되었다 (24). 그리고 확인된 림프절 재발의 40%가 표준적인

전골반방사선치료범위에포함되지않았다 (24). PSMA PET에기반한 SRT 계획은 20

개월의중간추적관찰기간동안방사선치료후 PSA 수치의중간값 0.07 ng/mL, 81%의

환자에서 PSA 수치 0.2 ng/mL로 우수한 임상적 결과를 보였다 (25). 따라서 최신 영상

기법을 사용한 추후 연구를 통한 방사선치료 범위의 수정및 치료결과 향상이 고려될

수있다.

본 연구는 적은 수의 환자들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기에 동반되는 잠재적 편향을

포함한몇가지제한점을가지고있다. SRT 후생화학적실패를보이는모든환자에서

영상학적검사가시행되지는않았으며, 대부분의환자에서골스캔은시행되었지만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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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급했듯이 일관된 지침 없이 다양한 종류의 영상학적 검사가 활용되었다. 골전이

가 아닌 모든 재발 병변은 자기공명영상 및 전산화단층촬영에서 확인되었으나, 이 검

사들은림프절침범발견에있어낮은민감도를보이는 것으로알려져있다 (26). 최신

영상기법들의적용은본연구의결과보다상세한재발양상을기술할수있었을것이

다. 이러한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독특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1) 모

든 환자가 고위험군전립선암환자로 균질하였고, 2) 단일 기관에서수행한연구로일

관된 SRT 방법및생화학적실패의정의가적용되었으며, 3) 흥미롭게도, 전골반 SRT 

시행후조사야내부림프절재발이없다는가설제시를할수있는발견을하였으며, 4) 

전 골반 SRT가 우수한 결과를 보인 연구이다. 또한, 본 연구는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후 SRT를시행한환자에서재발양상을기술한첫번째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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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국소재발의주된양상은문합부재발이었으며, 이는조사선량증가의필요성을시

사한다. 대부분의림프절재발은골반밖에서발생하였으며, 이는고위험군전립선암

환자등선택된환자군에서의골반방사선조사의필요성을시사한다. 이러한결과를

바탕으로향후잘설계된확증적인전향적연구가도움이될것으로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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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optimal treatment field of salvage radiotherapy (SRT) for high-risk prostate 

cancer is undefined, and understanding of the patterns of failure after SRT could be helpful 

for adjusting the treatment field. This retrospective analysis was performed to analyze 

patterns of recurrence for prostate cancer patients with biochemical failure (BCF) who were 

treated with whole pelvic SRT following radical prostatectomy.

Materials and methods: The clinical data from 196 men with high-risk prostate cancer who 

received SRT for BCF after radical prostatectomy were reviewed. SRT consisted of whole 

pelvic irradiation of 44 Gy in 20 fractions and prostate bed boost of 22 Gy in 10 fractions. In 

cases of gross recurrence within the prostate bed, additional boost of 6.6 Gy in 3 fractions 

was administered. With a median follow-up period of 74 months, 80 patients were detected 

with subsequent BCF after SRT. Among these, various imaging studies were performed in 59 

patients.

Results:. Twenty-four recurrences in 16 patients were identified on various imaging 

modalities; 13 bone metastases in 6 patients, 5 vesicourethral anastomosis recurrences, 4 

lymph nodal recurrences, and 1 simultaneous vesicourethral anastomosis and lymph nodal 

recurrence. Compared with their treatment field, there was no in-field lymph nodal 



22

recurrence; 4 out-of-field recurrences, and 1 edge-of-field recurrence.

Conclusions: Major pattern of locoregional recurrence was anastomosis recurrence, 

suggesting the need for dose escalation. Most nodal recurrences located out of the pelvis, 

suggesting the need for elective pelvic nodal irradiation in selected patient group. As these 

findings are hypothesis-generating, a well-designed, confirmatory prospective study is 

warranted.

Keywords: prostate cancer, radiotherapy, biochemical failure, recurrence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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