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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요약 -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서 전립선 모양이

하부요로 증상에 미치는 영향

목적 : 전립선 비대증은 하부요로 증상을 일으키는 고령 남성에서 가장 흔한 질

환으로 하부요로 증상에 미치는 전립선 크기 및 방광 내 전립선 돌출 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 연구에서 전립선으로 인한 방광 기능 변화가

주요한 원인으로 보는 관점이 대두되고 있다 저자들은 기존 전립선 측정 방식이.

아닌 전립선 모양을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전립선 모양이 하부요로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년 월부터 월까지 전립선 비대증 환자 명을 대상으로: 2011 1 10 133

하여 전립선의 모양에 따라 세군으로 분류하였다 제 군은 전립선 이행대 비대만. 1

있는 군 군은 후부요도 비대만이 있는 군 그리고 제 군은 전립선 이행대 비대, 2 3

및 후부요도 비대가 같이 동반된 군으로 나누어서 각 군의 나이 전립선 크기 내, ,

원 시 국제 전립선 증상점수 폐색 및 저장 증상 삶의 질 차이를 비교하였다, , .

결과 각각의 군은 각각 명 명 명 였으며 평균 나이: 36 (27%), 51 (38.3%), 46 (34.6%)

는 세 였다 전립선 크기는 양측 이행대 비대 및 후부요도 비대가 있는 군에68.8 . 3

서 다른 두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36.44cc, 31.34cc vs 50.99cc : p value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는 차이가 없었다 폐색증상과 저장증상 점수에서도<0.05) .

세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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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서 전립선 모양은 하부요로 증상과 상관관계가 없었:

으며 이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서 하부요로 증상 발현에 전립선 뿐만 아니라 방

광 기능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보다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하

는 대규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어 전립선 비대증 하부요로 증상 전립선 모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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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론1 .

전립선비대증은 고령 남자에서 가장 흔한 배뇨장애 질환으로 고령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유병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 크기의 증가.

로 요도 폐색 및 요도 괄약근 긴장도 증가 방광 근육 비후 등을 동반하여 다양한,

하부요로 증상을 유발하는데 국제적으로는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에 근거하여 환

자의 증상 정도를 구분하고 치료의 기준 및 치료효과 판정의 기준으로 이용된다.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는 크게 요도 폐색으로 유발되는 폐색 증상과 요도 폐색

에 의한 이차적인 저장 증상 변화로 나눌 수 있으며 폐색 증상의 경우 요도폐색

이 제거되면 증상 회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저장 증상의 경우 치료 후에도 많은

부분에서 잔존하여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게 된다.

전립선 치료 후 예후 평가 및 초기 증상에 따른 치료 지침 설정을 위해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초기 연구에서는 전립선 크기 증가와 증.

상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최근에는 크기 외에 전립선 모양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전립선 조직 비대로 인한 방광 내 돌출.

은 전립선 조직 증가로 인한 폐색 증상 외에 저장 증상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Foo
1
는 전립선 돌출이 크고 폐색 증상이 있는 경우에 수술 등

을 고려 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립선의 방광 내 돌출 이외에 다양한 모양을 기준으로 전립선의 모양

을 나누는 방식이 제기되었다. Wasserman
2
은 의 조직학적인 전립선 비대Randall

를 기준으로 영상 의학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을 가지 모양으로 세분하였다 이를7 .

기준으로 정 등3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수술 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립

선의 모형에 따른 증상점수의 개선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방광 내 돌출 환자의 경

우 수술 후 잔존 증상이 호전됨을 보고하였다.

이에 반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하부요로 증상은 전립선 크기 증가와 함께

방광 근육 이상을 동반하며 방광 기능이상이 중요한 원인으로 보는 다양한 연구

가 보고되고 있다 등. Chapple
4
은 전립선 비대증에 동반된 방광 저장 증상은 전립



- 2 -

선 상태에 의한 것이 아닌 방광의 과민성 증가에 기인하며 치료에 저항성이 있는

경우 요역동학 검사를 통한 방광의 과민성 유무 판별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등Eckhardt 5은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약 에서 하부요로 증상이 나타나며 전50%

립선 비대증이 없는 경우에도 고령의 남성에서 증상이 동반되어 방광 기능이 하

부요로 증상에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하였다 이에 저자들은 전립선 비대증환자에.

서 모양 특히 방광 내 돌출과 하부요로 증상과의 연관성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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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대상 및 방법2 .

대상 환자의 특성2.1
년 월부터 월 까지 하부요로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여 전립선 비대증으2011 1 10

로 진단받고 추적관찰이 가능했던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들은133 .

전립선 비대증 여부 확인을 위해 경직장초음파검사를 이용하여 전립선의 크기 모,

양을 측정하였으며 대상 환자 중 방광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암환자 척추수술,

및 요로 감염 환자 신경질환 환자들은 제외하였다, .

환자는 나이 전립선 크기 전립선 모양 혈청 전립선 특이항원 국제전립선 증상, , , ,

점수를 측정하였으며 전립선의 모양은 년 기준으로 한 명의 방사선과 의사가2007

구분하였다 전립선의 모양은 방광 내 돌출이 없이 양측 이행대 증가만 있는 군을.

군 방광 내 전립선 돌출만 있는 군을 군 방광 내 전립선 돌출 및 양측 이행대1 , 2 ,

증가가 있는 군을 군으로 하였다3 (Fig 1-3).

관찰인자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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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립선증상점수2.2.1

국제 전립선 증상점수 삶의 질 지(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IPSS),

수 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약뇨 복부 힘(Quality of life scale, QoL) (weak stream),

주기 단속뇨 불완전 배뇨감(straining), (intermittency), (sense of incomplete

같은 폐색증상과 요금 야간뇨 빈뇨 의emptying) (urgency), (nocturia), (frequency)

저장 증상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Table-1).

전립선 초음파 검사2.2.2

환자의 전립선 크기는 타원체 측정법인 의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하/6 a b cπ ⅹ ⅹ ⅹ

였다 전립선 초음파검사는 일본 사의 기종으로 및. Aloka SCLL 1700 5MHz‐

경직장용 선형 탐촉자를 이용하였으며 시행 후 단일 술자에 의해 전립선7.5MHz

의 모양 및 크기를 검토하였다.

통계 분석 방법2.3
세 군간의 하부요로 증상과 전립선 비대증의 모양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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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였으며 통계학적 분석은ANOVA test SPSS window version 18.0 (SPSS

를 이용하였다 값이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적인 유의성이 있는Inc, IL, USA) . P 0.05

것으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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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ype I : Bilateral transition zone enlar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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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ype II : Rethrourethral enlar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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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ype III : Bilateral and Rethrourethral enlar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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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IPSS)

In the past
month:

Not at
All

Less
than 1
in 5
Times

Less
than
Half the
Time

About
Half the
Time

More
than
Half the
Time

Almost
Always

Your
score

1. Incomplete Emptying
How often have you had
the sensation of not
emptying your bladder?

0 1 2 3 4 5
2. Frequency
How often have you had
to urinate less than every
two hours?

0 1 2 3 4 5
3. Intermittency
How often have you
found you stopped and
started again several
times when you urinated?

0 1 2 3 4 5

4. Urgency
How often have you
found it difficult to
postpone urination?

0 1 2 3 4 5
5. Weak Stream
How often have you had
a weak urinary stream?

0 1 2 3 4 5
6. Straining
How often have you had
to strain to start
urintaion?

0 1 2 3 4 5

None 1 Time 2 Times 3 Times 4 Times 5 Times
7. Nocturia
How many times did you
typically get up at night
to urinate?

0 1 2 3 4 5

Total IPSS
Score
Score : 0-7: Mild 8-19: Moderate 20-35: Severe

Quality of Life
Due to Urinary
Symptoms

Delighted Pleased Mostly
Satisfied Mixed Mostly

Dissatisfied Unhappy Terrible

If you were to spend the
rest of your life with your
urinary condition just the
way it is now, how would
you feel about that?

0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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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과3 .

환자의 특성3.1
총 명의 환자 중 양측 이행대 비대만이 관찰된 군은 명 후부요도만133 1 36 (27%)

비후가 관찰된 군은 명 후부요도 및 양측 이행 비대가 있는 군은2 51 (38.3%) 3 46

명 이었다 전체 환자의 평균 연령은 세 이었으며 혈중 전립선 특이(34.6%) . 68.8

항원치는 평균 전립선 크기는 이었다 환자의 내원당시 국제 전2.51ng/ml, 39.6cc .

립선 증상 점수는 평균 점으로 관찰 되었고 요도 폐색증상은 점 저장증19.08 11.3 ,

상은 점 이었다7.65 (Table-2).

전립선 모양에 따른 하부요로 증상 비교3.2
전립선 모양에 따른 각각의 군에서 나이 및 혈중 전립선 특이항원 간에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각 군의 전립선 크기는 평균 로 양측36.6cc, 31.4cc, 50.99 cc

이행대 비대와 후부요도 비대가 있는 군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

다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 총 점은 각각 점 점 점으로 통계적인. 18.05 , 19.74 19.13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를 세분하여 구분하였을 때 국제 전립선 증상점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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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뇨감을 나타내는 번 문항 지연뇨를 나타내는 번 문항에서 양측 이행대 비대1 , 6

만이 있는 군에서 증상점수가 낮았으나 통계학적인 의미는 없었다 삶의 질은 후1 .

부요도 비후만이 있는 군이 다른 군에 비해 삶의 질이 낮았지만 통계학적인 의미

는 없었다 (Tab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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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in patients with benign prostate hyperplasia

a
PSA : Prosate specific antigen

b
IPSS : 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c
QoL : Quality of life

Age (Year) 68.81 ± 8.96

Prostate vol (cc) 39.62 ± 13.57

PSAa (ng/ml) 1.9 ± 2.51

Obstructive symptoms (score) 11.31 ± 5.33

Storage symptoms (score) 7.65 ± 3.95

IPSS
b
(score) 19.08 ± 8.00

QoL
c
(score) 3.89 ±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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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correlations of Symptom scores according to prostate shape

a
IPSS : 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b
Obstructive: Obstructive symptoms

c
Storage : Storage symptoms

d
Quality of life

Type I

(N=36)

Type II

(N=51)

Type III

(N=46)
P value

Age (years) 71.11±11.28 67.11±8.08 68.90±7.50 > 0.05

PSA (ng/ml) 2.54±2.74 2.04±0.32 3.09±0.59 > 0.05

Prostate Vol (cc) 36.64±9.72 31.47±3.58 50.99±15.43 < 0.05

IPSS
a
1 1.33±1.15 2.89±1.80 3.25±1.74 > 0.05

IPSS 2 2.66±2.51 2.25±1.66 2.29±1.97 > 0.05

IPSS 3 2.66±2.51 2.58±1.64 2.74±1.89 > 0.05

IPSS 4 3.00±2.64 2.46±1.88 2.55±2.08 > 0.05

IPSS 5 1.66±2.08 3.15±1.63 2.88±1.82 > 0.05

IPSS 6 1.33±2.30 2.46±1.77 2.40±1.84 > 0.05

IPSS 7 2.00±1.00 2.69±1.30 2.66±1.03 > 0.05

Obstructive
b

10.41±5.48 11.50±4.90 11.79±5.71 > 0.05

Storage
c

7.17±3.88 8.23±3.84 7.34±4.13 > 0.05

Total IPSS 18.05±7.98 19.74±7.36 19.13±8.78 > 0.05

QoLd 3.70±0.90 4.36±0.92 3.84±0.98 > 0.05



- 14 -

제 장 고찰4 .

전립선 비대증은 흔하게 접하는 고령 남성의 배뇨장애질환으로 전립선 조직의 비

후로 인한 요도 폐색 방광 기능 변화 등으로 잔뇨감 세뇨 등의 폐색 증상과 빈, ,

뇨 야간뇨 등의 자극증상으로 대변되는 다양한 임상양상을 가진다 전통적으로, .

전립선 비대증은 대기 요법 약물요법 수술 적인 치료가 널리 시행이 되지만 환, ,

자마다 증상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치료에 대한 반응도 다양하여 객관적이고 명확

한 치료방침 수립을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다.
6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 조직의 비후가 증상을 유발하며 이로 인한 요도 괄약근

의 긴장도 증가 방광 근육의 비후가 조직학적으로 관찰되며 이에 근거하여 전립,

선 비대증으로 인한 크기의 증가 전립선 조직 중 비대를 유발하는 이행대의 크,

기 방광내의 전립선 조직의 돌출 정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요도폐색에 착안하여 전립선 크기 증가와 증상에 대한

연구가 초기에 많이 진행되어왔다 등. Kuo
7
은 전립선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방광

폐색증상이 증가하며 등jacosen
8
은 전립선 크기가 이상인 경우 약 년 안에30cc 4

요도 폐색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등. Eckhardt
5
은 전립선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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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환자의 에서 하부요로 증상이 없으며 전립선 비대가 경한 환자의 에서50% 50%

도 심한 하부요로 증상이 유발되어 전립선 조직의 크기 증가와 증상과는 큰 연관

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후 전립선 비대증의 발생부위의 이행대의 크기에.

대한 객관화를 위해 전체 전립선 크기 중 이행대의 크기가 차지하는 비율

가 개발 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하부요로 증상과(transition zone index)

의 관계는 아직 논란이 많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전립선 조직의 방광 내 돌출에 대한 다양한 보고가 제시 되

었다 즉 방광 내 돌출이 심한 군에서 방광 자극 증상의 증가가 관찰되었으며 이.

를 기준으로 방광 내 돌출 정도를 비교하는 다양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9-12
김 등

13

은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전립선 방광 내 돌출 정도에 따른 하부요로 증상을179

비교하였을 때 방광 내 돌출정도가 심할수록 증상이 심하게 발현됨을 보고하였으

며 Foo
1
는 전립선 조직의 방광 내 돌출 정도에 따라 치료 방침을 조절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전립선 방광 내 돌출은 방광 경부를 기준으로 방광 내 돌출.

정도가 이하를 이상 이하를 이상을5mm Grade I, 5mm 1cm Grade II, 1cm

로 구분하여 폐색증상이 심한 의 경우 수술적인 치료를 고grade III Grade II,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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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며 폐색증상이 없지만 환자가 불편감을 호소하는 환자의 경우에는Grade III

알파차단제와 전립선 조직 감소를 유발하는 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투여를 이야5

기하였다.

영상 기술의 발달로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를 이용한 전립선 조직 변화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이 되었지만 많은 경우 시술자에 따라 크기차이를 변하는

문제가 보고되었으며 약 까지 술자에 다라 크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20%

다.
14
이에 Wasserman

2
은 기존의 병리학적 모양에 따른 전립선 비대증을 분류한

을 이용하여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 모양에 다른 전립선 비대Randall Classification

증을 구분하였다 은 양측 이행대 부분만이 증가한 경우를 후. Wasserman Type I,

부요도 비후만이 있는 경우를 후부요도의 비후와 양측 이행대 증가가 있Type II,

는 경우를 로 구분하였으며 이 중 이 의 경우가Type III Type I 35%, Type III

가 로 전립선 비대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45%, Type II 10% .

하지만 본 연구에서 보면 세군이 각각 로 후부 요도Type I,II,III , 27% 37%, 34%

비후만이 있는 군이 많이 관찰되었다 이는 인종적이 특성 및 대상 환자 수에 차.

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다른 연구들과 달리 차 의료기관 특성상 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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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중한 환자군이 많은 원인으로 생각된다 이 후 보다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통해 이 부분은 규명되어 질 것으로 생각된다.

전립선 비대증에서 하부요로 증상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특히 폐색으

로 유발된 저장증상의 경우 방광기능에 보다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 특히 등. Chapple
4
은 연구에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하부요로 증상 시 전립

선의 역할보다는 방광기능이 증상 발현 및 증상 개선에 많은 부분이 기인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방광 근육의 과활동성 및 이로 인한 민감도 증가로 배뇨증상

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등. Eckhardt
15
은 명의 하부요로 증상 환자를 대상으로533

한 연구에서 약 에서만이 방광 출구 폐색 소견을 보였으며 이는 많은 수의 환53%

자에서 전립선 보다는 방광기능이 중요하다고 보고하였으며 등Abdel-Aziz
16
은 방

광폐색으로 인한 하부요로 증상 환자에서 전립선의 병적인 변화 보다는 방광기능

이상이 원인이라고 보고하였다 등. Seki
17
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경요도 전립선 절

제술을 받은 환자에서 잔존증상은 방광의 기능적 변화 즉 과활동성 및 민감도 증

가로 발생하며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서 방광 기능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 보고하

였다 본 연구에서도 전립선의 모양 즉 후부요도의 비후 및 전립선 크기는 배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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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발현과 연관성은 미비하였으며 이는 방광기능이 배뇨증상에 보다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 19 -

제 장 결론5 .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하부요로 증상은 흔하게 보는 비뇨기계 질환으로 다양한

하부요로 증상 즉 요도 폐색증상 및 저장 증상으로 발현이 된다 전립선 비대증으.

로 인한 하부요로 증상 발현을 예측하고 치료 반응 및 치료 방법 선택에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어 왔다 특히 전립선 비대조직의 방광 내.

돌출은 많은 연구에서 하부요로 증상과의 연관성을 언급하였지만 최근 연구에 의

하면 하부요로 증상 전립선 원인과 더불어 방광의 과활동성 및 민감도 증가가 중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전립선의 모양 특히.

후부 요도의 비대가 하부요로 증상과 연관성은 없었으며 이는 방광 기능이상이

전립선 비대 조직의 크기 및 모양보다 하부요로 증상에 많은 영향을 줌을 시사한

다 이 후 대규모 연구 및 방광기능 검사를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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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Prostate shape on lower urinary
tract symptoms in patients with benign prostate
hyperplasia

Kyung Gu, Lee

Dep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BPH) is most common cause in elderly male

lower urinary tract symptoms (LUTS). Many studies was reported that

prostate size and intravesical prostatic protrusion were caused LUTS in BPH

but resent studies focused in bladder overactivity and instability. Our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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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that LUST in patients with BPH according to prostate shape.

One hundred thirty three patients with BPH who were not associated with a

neurogenic bladder, cancer, urinary tract infection or a previous prostate

operation were studied. Patients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group 1

were patients with bilaterally enlarged transition zone, group 2 were

retrourethral zone protruding prostate and group3 were those with bilaterally

enlarged transition zone and etrourethral zone protruding prostate. We

evaluated 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IPSS) and quality of life

scores.

Of the 133 patients, 36 patients (27%) were group 1, 51 patients (38.3%) were

group 2 and 46 patients (34.6%) were group 3. Total IPSS was not difference

among three groups (18.05 score vs 19.74 score vs 19.13 score ; p>0.05) and

obstructive symptoms and storage symptoms were not different. In group 3

,were patients with bilaterally enlarged transition zone and etrourethral zone

protruding prostate, prostate size was more enlareged other groups (50.9cc vs



36.64cc, 31.47cc). Quality of life scores were not difference in three groups.

Prostate shape was not effect LUTS in patient with BPH. So LUTS in

patients with BPH is more associated bladder condition such as detrusor

overactivity and instability.

Key word: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Lower urinary tract symptoms,

Prostate sha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