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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    

 

전립선비대증의 치료로 선택적 또는 응급으로 

경요도전립선절제술 시행 후의 결과 평가  

 

전립선비대증의 수술적 치료인 경요도전립선절제술은 이미 표준화

된 치료방법 중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자리 잡았으며, 술 전 다

양한 상황 하에서 수술이 시행되고 있다. 저자들은 지속적인 약물치

료 중에 배뇨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합병증이 발생하여 선택적으로 경

요도전립선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와 급성요폐 발생 후 응급으로 경

요도전립선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의 술 중 술 후 이환율을 알아 보

고자 하였다. 본원에서 2001 년 6 월부터 2006 년 5 월까지 전립선비

대증으로 경요도전립선절제술을 시행 받은 35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 군을 두 군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군은 선택적으로 경요도전립

선절제술을 시행 받은 군(Group I, 220 명), 두 번째 군은 급성요폐가 

발생하여 경요도전립선절제술을 시행 받은 군(Group II, 131 명)으로 

나누었다. 각 군간의 예후 비교 인자들로는 평균 재원일수, 술 후 도

뇨관의 폐쇄를 일으키는 출혈, 술 중 또는 술 후의 수혈 여부, 술 후 

부고환염을 포함한 요로감염의 여부, 술 후 배뇨증상으로 인한 약물

치료의 지속 등을 비교하였다. 환자들의 전립선 평균 용적은 

58.8±40.7ml 이었다. Group I과 Group II의 비교에서 평균 재원일수

(4.7±1.5일 vs. 5.6±1.8일) (p=0.14)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나, 술 후 출혈(16명, 7.3% vs. 18명, 13.7%) (p<0.05), 술 중 또는 술 

후의 수혈(14명, 6.4% vs. 14명, 10.7%) (p<0.05), 술 후 요로감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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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경우(18명, 8.2% vs. 17명, 13.0%) (p<0.05)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급성요폐를 보이는 전립선비대증 환자에서는 

선택적으로 경요도전립선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응급으로 수술을 시

행하는 것에 비해 환자의 술 중, 술 후 이환율을 줄이는데 중요하리

라 생각된다.  

 

--------------------------------------------------- 

핵심 되는 말: 전립선비대증, 급성요폐, 경요도전립선절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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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비대증의 치료로 선택적 또는 응급으로 

경요도전립선절제술 시행 후의 결과 평가  

 

<지도교수 정병하정병하정병하정병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방방방방    우우우우    진진진진    

 

ⅠⅠⅠⅠ. . . . 서론서론서론서론    

 

전립선비대증은 하부요로증상 (lower urinary tract symptom; 

LUTS)과 연관되어 노령의 남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이며, 일상 

생활 및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치는 질환이다.1 전립선비대증의 유병

률은 60 세 이상에서 50% 정도이며 80 세 이상에서는 90% 이상을 

보이고 있다.2,3 전립선비대증은 요로감염, 방광결석, 방광기능 저하, 

신부전, 하부요로증상, 급성 요폐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4-6 

그 중 급성 요폐는 전립선비대증의 여러 심각한 합병증 중의 하나로 

응급 처치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증상이다.7,8 급성 요폐의 발생은 

전립선비대증 증상이 있는 사람이 물을 많이 마시거나, 알코올 섭취, 

전신상태 약화, 항히스타민제의 복용 등의 악화요인에 기인하여 생기

는 경우가 많지만 전혀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고 하부요로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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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발생하기도 한다.2,8,9 치료에는 일시적인 도뇨

관 유치와 수술 치료가 있으나, 도뇨관 제거 후 요폐가 재발할 확률

이 73% 정도로 높기 때문에 최근까지는 수술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

행하였다.10  

전립선비대증의 수술적 치료인 경요도전립선절제술은 이미 표준화

된 치료방법 중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자리 잡았으며, 술 전 다

양한 상황 하에서 수술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술중 출혈로 인한 

수혈, 술 후 출혈로 인한 도뇨관 폐색이나 급성요폐의 재발, 술 후 요

로감염 등의 부작용이 약 2.5-4.2 %정도로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11 

급성 요폐후에 응급으로 경요도전립선 절제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술 

후 부작용이 12-13%까지 보고되고 있다. 12 이에 저자들은 지속적인 

약물치료 중에 배뇨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합병증이 발생하여 선택적

으로 경요도전립선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와 급성요폐 발생 후 응급

으로 경요도전립선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의 술 중 술 후 이환율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급성 요폐 환자의 치료에 대한 임상정보를 얻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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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재료재료재료재료    및및및및    방방방방법법법법    

    

1. 1. 1. 1. 대상대상대상대상    환자환자환자환자    선정선정선정선정                

본원에서 2001 년 6 월부터 2006 년 5 월까지 전립선비대증으로 진

단받고 두 명의 비뇨기과 의사에게 경요도전립선절제술을 시행 받은 

456 명의 환자 중 전립선암, 전립선염, 신경인성 방광, 방광 결석, 당

뇨병성 방광, 전립선 수술의 과거력, 요도협착, 골반 내 수술의 과거

력, 하부요로 감염에 의한 요로폐색이 있는 환자를 제외한 351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환자 군을 두 군으로 나누었으

며, 첫 번째 군은 전립선 비대증 진단 하에 약물치료 중 배뇨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합병증이 발생하여 선택적으로 경요도전립선절제술을 

시행 받은 군 (Group I, 220 명), 두 번째 군은 급성요폐가 발생하여 

입원도중 응급으로 경요도전립선절제술을 시행 받은 군 (Group II, 

131명)으로 나누었다. 

 

2. 2. 2. 2. 자료자료자료자료    수집수집수집수집    및및및및    분석분석분석분석    

입원하였을 당시의 검사 항목은 연령, 전립선 크기, 혈중 전립선 특

이 항원 (prostate-specific antigen; PSA)수치, 전립선 증상 점수 

(IPSS), 배뇨시의 최대 요속 및 잔뇨량 (급성 요폐를 주소로 왔을 때 

단순 도뇨관 유치 시 나온 소변 양), 급성 요폐의 유발인자, 이전 급

성 요폐의 횟수, 과거 약물 복용 기왕력 등을 포함하였다.  수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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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군간의 예후 비교 인자들로는 술 후 평균 재원일수, 술 후 도뇨관

의 폐쇄를 일으키는 출혈, 술 중 또는 술 후의 수혈여부, 술 후 부고

환 염을 포함한 요로감염의 여부, 술 후 배뇨증상으로 인한 약물치료

의 지속 등을 비교하였다. 술 후 발생한 요로감염의 여부는 요 검사 

및 요 배양 검사를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통계는 SPSS Ver 12.0프로

그램을 이용한 Student's t-test 방법으로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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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결과결과결과결과    

    

전립선비대증으로 경요도전립선절제술을 시행 받은 351명의 환자 

중 Group I의 평균 연령은 68.0±8.2세였고, Group II는 69.2±9.1세였

다. 술 전 시행한 경직장전립선초음파에서 평균 전립선 크기는 Group 

I이 56.3±41.4ml였고, Group II가 63.2±39.3ml였고, 전립선항원의 평

균 수치는 Group I이 4.6±6.1ng/ml였고, Group II가 7.4±9.2ng/ml였

다. Group I에서 술 전 시행한 요속검사에서 최대 요속의 평균치는 

8.5±4.6ml/s였다. 잔뇨량의 평균치는 Group I이 61.1±80.161.1ml, 

Group II가 225.9±214.5226.0ml로 나타났다. 두군 간의 나이나 전립

선비대증의 임상지표 중에서 잔뇨량을 제외하고는 두군 간에 의미 있

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1.) 

Group I과 Group II의 술 후의 임상경과에 대한 비교에서 술 후 평

균 재원일수는 Group I 이 4.67±1.45 일, Group II 가 5.58±1.8 일로 

(p=0.17)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술 후 약물요법의 지속여부

도 Group I이 51명 (23.2%), Group II가 26명 (19.9%) (p=0.14)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술 후 도뇨관 폐색을 일으키는 

정도의 출혈 여부는 Group I 이 16 명 (7.3%), Group II 가 18 명 

(13.1%) (p<0.05), 술 후의 수혈 여부는 Group I 이 13 명 (5.2%), 

Group II 가 14 명 (10.7%) (p<0.05), 술 후 요로감염의 발생 여부는 

Group I이 18명 (8.1%), Group II가 17명 (15.2%) (p<0.05)으로 3

가지 항목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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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 1111.... 두두두두 군의군의군의군의 술술술술 전전전전 전립선비대증전립선비대증전립선비대증전립선비대증 임상지표임상지표임상지표임상지표   

  Group I Group II p-value 

NO. of patients 220 131  

Age (years) 68.0±8.2 69.2±9.1 0.101 

IPSS score 21.6±7.6 23.3±7.0 0.079 

Qmax on UF (ml/s) 8.5±4.6 - - 

Residual Urine Volume (ml) 61.1±80.1 225.9±214.5* 0.001 

Prostate Volume (ml) 56.3±41.4 63.2±39.3 0.630 

PSA (ng/ml) 4.6±6.1 7.4±9.2 0.356 

*: p < 0.05  

 

 

표표표표    2222. . . . 두두두두    군의군의군의군의    술술술술    후후후후    재원기간재원기간재원기간재원기간, , , , 합병증합병증합병증합병증, , , , 약물치료의약물치료의약물치료의약물치료의    지속여부에지속여부에지속여부에지속여부에    대한대한대한대한    

비교비교비교비교     

  Group I Group II p-value 

NO. of patients 220 131  

Mean hospital days 4.67±1.45 5.58±1.8 0.135 

Postop. Bleeding (%) 16 (7.27) 18 (13.74)* 0.001 

Postop. Transfusion (%) 14 (6.36) 14 (10.69)* 0.004 

Postop. UTI (%) 18 (8.18) 17 (12.98)* 0.004 

Postop. drug persistence (%) 51 (23.18) 26 (19.85) 0.139 

 *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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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고찰고찰고찰고찰    

 

전립선비대증은 하부요로증상, 방광출구폐색 등의 증상을 일으키지

만, 가장 중요하고도 심각한 합병증의 하나가 급성 요폐이다.7,8 전립

선비대증을 가진 경우 급성요폐가 유발될 가능성은 5년 내에 3-5%

에 이를 정도로 그 수는 유의한 정도이다.8 이때 전립선비대증에서 급

성요폐가 발생하는 기전으로는 알파아드레날린 과활성과,13 아세틸콜

린, norepinephrine, vasoactive polypeptide, substance P 등의 신경

전달물질들의 변화,14 그리고 전립선 경색 등으로 아직 논란이 있다. 

전립선비대증에 기인한 급성 요폐의 유발인자는 음주, 장시간의 운동, 

항히스타민 제제 등의 약물, 추위에의 노출 및 변비 등이 알려져 있

다. 15 

전립선비대증에 기인한 급성요폐 발생 후 그 치료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도뇨관 유치 후 알파차단제를 생각할 수 있고,19 전립선 

크기가 큰 경우나 하부요로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호르몬요법 (5α

-reductase inhibitor)의 추가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20 초기 치료로

서 알파차단제만으로는 하부요로증상의 개선만 이루어질 뿐 요폐 환

자의 치료로는 부적당하다는 많은 보고들이 있지만,21 최근의 많은 보

고들이 알파차단제만으로도 요폐의 재발을 막고 하부요로증상을 개선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6-19 최근의 영국의 다기관 연구의 결과에 전립

선비대증에 이차적으로 발생한 급성요폐에 대한 초기 치료로서 도뇨

관유치가 대부분 (98%)을 차지하고, 또한 70.5%가 알파차단제를 사

용했다고 하였다.22 그리고 경요도전립선절제술 시행 전에 수 개월간

의 호르몬 요법을 사용할 경우 술 후에 출혈양을 감소하여 도뇨관의 

폐색이나 수혈, 요로감염 등의 합병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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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보고되었다.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치료법을 살펴보면 약물 및 호르몬요법, 경요

도 풍선확장술, 전립선의 냉동 및 고온 치료법, 전립선요도 내 용수철 

삽입술 등이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나, 약물요법과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이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환자 한 사람을 생

각해 볼 때 그 사람에게 적절한 치료를 처음부터 시행착오 없이 진행

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또한 전립선비대증은 진행 중인 질병이므로 

추적관찰 시 전립선 크기 변화와 방광기능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고, 

전립선비대증 자체가 노화와 관련된 질환이므로 환자의 전신상태에 

따라 치료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치료법도 변경되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경요도전립선절제술 시행 전에 약물요법을 사용하던 

중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합병증이 발생하여 선택적으로 수술을 시행

한 군과 급성요폐 후 도뇨관유치 후에 바로 경요도전립선 절제술을 

시행한 군의 술 후 임상 경과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를 보면 술 후 재원일에서는 Group I이 4.7일, Group II가 5.6일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총 입원기간의 관점에서 보

면 Group II의 경우에는 술 전 도뇨관의 유치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재원 일은 훨씬 길어지게 된다. 그리고 술 후 약물요법의 지속 여부

도 Group I이 23.2%, Group II가 19.9%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

다. 하지만 술 후 약물요법의 지속 여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

되는 방광기능의 평가는 본 연구에서는 시행하지 않았다. 추후에 방

광기능과 술 후 약물요법의 지속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

각된다.  

하지만 술 후 도뇨관 폐색을 일으키는 출혈이나 수혈 여부 요로감

염 등의 합병증의 발생은 Group II에서 모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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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술 전의 요저류로 인한 

요로감염, 술 전 장기간의 도뇨관 유치로 인한 방광과 전립선의 염증  

등의 여러 원인을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받고 선택적으로 경요도전립

선절제술을 시행한 군과 급성요폐 후에 응급으로 경요도전립선절제술

을 시행한 군을 비교하여 응급으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술 후의 이

환율이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급성요폐환자의 치

료는 도뇨관 유치 후 알파차단제 등의 약물요법과 호르몬요법 (5α

-reductase inhibitor)을 시행한 후에 선택적으로 경요도전립선절제술

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었다. 추후에 급성요폐 후에 

약물요법을 시행하고 수술을 시행한 군과 응급으로 수술을 시행한 군

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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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결론결론결론결론    

    

 전립선비대증에 기인한 급성요폐의 치료로는 현재까지 도뇨관 유치  

후에 약물요법과 수술요법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급성요폐 후에 응

급으로 경요도전립선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술 후 도뇨관 폐색을 일

으키는 출혈, 술 후 수혈과 술 후 요로감염 등의 합병증 발생율이 높

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급성요폐 환자는 도뇨관유치 후 약물요법 등

의 치료를 시행한 후에 선택적으로 경요도전립선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응급으로 수술을 시행하는 것에 비해 환자의 술 중, 술 후 이환

율을 줄이는데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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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ioperative Morbidity of Elective or Emergent TURP  

as a Treatment of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Woo Jin Bang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Byung Ha Chung) 

 

TURP (Transurethral Resection of Prostate) as an operative treatment of 

benign prostatic hyperplasia(BPH) has become the most reliable treatment 

modality among standardized treatments and it is being carried out under 

various preoperative conditions. We intended to look into the intraoperative 

and postoperative morbidity of elective TURP performed due to voiding 

symptoms refractory to medication or adverse drug effects and that of 

emergency TURP performed when acute urinary retention developed. Three 

hundred and fifty one patients who underwent TURP due to BPH at Yongdong 

Severance Hospital from June 2001 to May 2006 were subjected to this study. 

The pati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elective TURP group (Group I - 

220 patients) and the emergency TURP group (Group II - 131 patients). The 

mean length of hospital stay, postoperative bleeding causing occlusion of the 

urethral catheter, intra- and postoperative transfusion, postoperative urinary 

tract infections including epididymitis and continuation of medication due to 

postoperative voiding symptoms were compared between the 2 groups. The 

mean prostate volume was 58.8±40.7ml. The difference in the mean length of 

hospital stay between the two groups was not significant (4.7±1.5days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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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8days, p= 0.14), however,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2 groups in post-operative bleeding (16 patients, 7.3% vs. 

18patients, 13.7%, p<0.05), intraoperative or postoperative transfusion (14 

patients, 6.4% vs. 14 patients, p<0.05) and postoperative UTI (18 patients, 

8.2% vs. 17 patients, 13.0%, p<0.05). An electively performed TURP is 

considered to be important in reducing the intraoperative and postoperative 

morbidity when compared to emergency TURP. 

 

------------------------------------------------------------------------------------------------ 

Key Words :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acute urinary retention, transurethral 

resection of pro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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