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장 전립선암 복합 지수 - 임상 진료용(EPIC-CP) 

전립선암과 삶의 질(QOL) 

환자 이름: 생년월일:   

임상의: 방문일:  
환자: 적절한 답을 동그라미로 표시하여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모든 질문은 지난 4주 동안 

귀하의 건강과 증상에 대한 것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답을 한 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1. 전반적으로 귀하의 배뇨 기능은 어땠습니까? 

문제 없음 아주 경미한 문제 경미한 문제 중간 정도의 문제 심각한 문제 

 

2. 다음 중 귀하의 소변 조절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0-완벽하게 조절됨 1-간헐적으로 지림 2-빈번하게 지림 4-소변이 전혀 조절되지 않음  

3. 요실금으로 인해 하루 몇 장의 패드 또는 성인용 기저귀를 사용하셨습니까? 
0-사용 안 함 1-하루 1장 2-하루 2장 4- 3장 이상  

4. 소변 지림 또는 누출이 있었던 경우,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0-문제 없음 1-아주 경미한 문제 2-경미한 문제 3-중간 정도 문제 4-심각한 문제  

임상의: 2~4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합산하여 요실금 증상 점수(총 12점)를 계산하십시오.  
 

5.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다면 그 증상은 어느 정도로 심했습니까? 
 문제 없음 아주 경미한 문제 경미한 문제 중간 정도의 문제 심각한 문제  

a. 배뇨 시 통증 또는 화끈거림 0 1 2 3 4  
b. 소변 줄기가 약함/배뇨 후 소변이 남아 

있는 느낌 
0 1 2 3 4  

c. 소변을 자주 봐야 함 0 1 2 3 4  
임상의: 5a~5c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합산하여 요로 자극/폐쇄 증상 점수(총 12점)를 계산하십시오.  

 

6.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다면 그 증상은 어느 정도로 심했습니까? 
 문제 없음 아주 경미한 문제 경미한 문제 중간 정도의 문제 심각한 문제  

a. 직장 통증 또는 대변 절박감 0 1 2 3 4  
b. 배변욕 발생 빈도 증가 0 1 2 3 4  
c. 전반적인 배변 문제 0 1 2 3 4  
d. 혈변 0 1 2 3 4  

임상의: 6a,b,d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합산하여 장 증상 점수(총 12점)를 계산하십시오.  
 

7. 자신의 오르가슴(절정) 도달 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0- 매우 좋음 1-좋음 2-보통 3-좋지 않음 4-매우 나쁨 내지 전혀 

없음 

 

 

8. 자신의 일반적인 발기 수준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0- 성관계를 갖기에 충분히 

단단함 

1-자위 및 전희를 하기에 충분히 

단단함 

2-충분히 단단하지 않아서 어떤 

성행위도 할 수 없음 

4-전혀 

발기되지 않음 

 

 

9. 귀하의 성기능에 어느 정도의 문제(성기능 장애)가 있었습니까? 
0-문제 없음 1-아주 경미한 문제 2-경미한 문제 3-중간 정도 문제 4-심각한 문제  

 
 
 
 
 



 

 

10.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다면 그 증상은 어느 정도로 심했습니까? 
 문제 없음 아주 경미한 문제 경미한 문제 중간 정도의 문제 심각한 문제  

a. 홍조 또는 유방 압통/산대 0 1 2 3 4  
b. 우울감 0 1 2 3 4  
c. 기력 부족 0 1 2 3 4  

임상의: 10a~10c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합산하여 활력/호르몬 증상 점수(총 12점)를 계산하십시오.  
 

임상의:  5가지 영역의 요약 점수를 합산하여 전체 전립선암 삶의 질(QOL) 점수(총 60점)를 
계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