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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톨릭의대

이 승 주

지난 십수년간의 여러 연구 덕택에 립선염의 원인과 병리기 에 한 개념을 찾게 되었고, 그로

인해 다양한 립선 증상에 한 진단과 치료가 과거에 비해 수월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  

요한 발 들은 다른 질환들과 마찬가지로 실험 동물모델을 통해 이루어졌다. 물론 인간의 질병은 

실험 동물모델만으로 그 기 을 항상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립선염에서 in vivo 모델의 

요성을 과소평가하여도 안 될 것이다. 그동안 실험 동물모델을 통한 여러 연구들은 성 는 만성 

립선염의 병리기 에 한 이해를 제공하 으며, 새로운 진단방법이나 치료, 특히 항생제의 약물역

동학에 기 한 한 항생제 요법 등은 모두 실험 동물모델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본 에서

는 지 까지 보고된 여러 립선염 실험 동물모델들을 살펴 으로써 립선의 다양한 염증성 상황들

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Ⅰ. 전립선염의 병인과 발병기전

립선염의 실험 동물모델들은 지 까지 다양한 립선염 증후군의 발병기 에 한 이해를 제공

하여왔다. 이러한 동물모델을 이용한 실험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립선내의 염증은 두 가지 요

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해부학  는 기능  요폐로 인한 상 인 요

도압력의 증가이다. 그 로는 방 경부, 외요도 약근, 요도 는 요도구의 착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이로 인해 립선 내로 소변의 역류가 일어나는 것이다. 만약 소변이 깨끗하다면 면역학  기

에 의해 비세균성 립선염이 일어나며, 병원균이 립선요도나 구부요도 등에 존재한다면 소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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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용돌이 상에 의해 역시 립선내로 역류하여 성 세균성 립선염을 일으키게 된다. 이 상이 

반복된다면 만성 립선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가설은 모두 립선염 실험 동물모델에 의해 증명

되었으며, 나아가 여러 임상연구에서도 증명되었다.

1) 세균성 전립선염 모델

세균성 립선염은 단순 요로감염과 마찬가지로 호기성 그람음성 장내세균 특히 Escherichia coli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그람양성 세균인 enterococci,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 Chlamydia trachomatis, 

Ureaplasma urealyticum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이들의 역할은 아직 확실치 않다. E. coli에 의한 

세균성 립선염의 실험 동물모델은 이미 잘 확립되어 있다 [1-6]. C. trachomatis에 의한 실험 동물모

델도 같은 병리기 의 가정 하에 시도된 바 있다 [7]. 

세균성 립선염 모델을 한 가장 한 세균 주입경로는 무엇인가? Maglione 등 [8]은 E. coli로 

seminal vesiculitis를 일으켰더니 그 합병증으로 립선염이 유발되었다고 하 다. Jantos 등 [2]은 

Mastomys natalensis의 방 에 E. coli를 주입하여 심한 립선염을 유발하 고, 이러한 염증은 6개월 

동안 지속되었다고 하 다. Dilworth 등 [9]과 Neal [3] 등은 원숭이의 요도에 세균을 주입하여 사람과 

비슷한 장류에서 상행성 경로에 의한 립선염을 증명하 고, 이 때 E. coli의 P pili가 립선요도의 

상피세포 부착에 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밝혔다. 한 병리조직학  소견도 사람의 립선염과 유

사하 다. Goto 등 [5]은 쥐에서 네 가지 경로를 비교하 다. 그들은 립선, 방 , 정 , 요도  요

도를 통한 상행성 감염경로가 실험 시 가장 쉽고 재 성이 높은 방법임을 알아냈고, 신우신염의 합병

증을 방하기 해서 립선요도 내 세균주입 후 한 항생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 다. 따라서 

세균성 립선염 모델을 한 가장 한 세균 주입경로는 립선요도를 통한 상행성 경로라 하겠다.

그림. 요도내 세균주입 경로에 의한 세균성 립선염 쥐모델 (Nickel JC et al.)

(I-inoculum; C-catheter; B-bladder; P-pro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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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만성 세균성 립선염 모델을 구별하여 만들 수 있는가? 이는 Nickel 등 [4, 6]에 연구에 의

해 확립되었다. 그들은 세균학 , 병리조직학 , 면역학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립선염의 복잡한 

병리기 을 밝 내고자 노력하 다. 립선요도에서 립선의 duct와 acini로 들어간 E. coli는 빠르게 

증식하 고, 그에 따라 숙주의 반응이 유발되어 성 염증세포가 duct내에 침윤하 다. 한 Dilworth 

등 [9]이 밝혔던 mannose-resistant (X and P) pili의 역할이 립선염 발병기 에서 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 다. 

1x108CFU/ml의 E. coli 탁액을 립선요도에 주입할 경우 우선 성 립선염이 발생하 다. 

성 립선염에서는 체 립선이 심한 염증반응을 나타냈고, duct들은 충 되고 세균과 성 염증세

포들의 침윤이 나타났다. 한 상피세포는 탈락되고 그로 인한 조직 편 (cellular debris)들이 역시 

duct 내에 침윤되었다. 성 립선염이 유발된 쥐는 육안 으로도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 고, 

격성 요로패 증으로 삼분의 일정도가 사망하 다. 그러나, 요로패 증이 나타나기  한 항생

제를 투여하면 염증성 반응을 해소할 수 있다. Nickel 등 [10]은 성기와 아 성기를 거쳐 8주 후에

는 만성 세균성 립선염이 발생함을 확인하 다. 만성 립선염에서 실험쥐는 육안 으로 아  모습

을 보이지 않았고, 성기에 비해 항생제 치료가 어려웠다. 한 립선 duct의 상피세포에 산발 으

로 부착된 세균 집락들을 찰할 수 있었고, 세균들이 exopolysaccharide slime 는 glycocalyx를 생

산하여 자신들을 감싸 보호하는 것이 찰되었다. 이러한 biofilm에 쌓인 세균들은 안정된 환경을 만

들어 숙주방어나 항생제로부터 항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국소 인 세균 집락 주 로는 형질

세포나 식세포들이 침윤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섬유화  반흔형성이 일어난다.

2) 비세균성 전립선염 모델

아직까지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비세균성 립선염의 발병기 도 세균성 립선염과 동일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변이나 소변내 물질 는 배양되지 않는 어떠한 세균들이 립선 내로 역류되어 역시 비

세균성 립선염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Keetch 등 [11]은 비세균성 립선염 생쥐모델을 만들고 면역

학  역할을 밝 내고자 하 다. 그들은 비세균성 립선염 발생에 어도 상당부분 면역반응이 여

할 것이며, 자가면역반응 (autoimmune process)일 것으로 생각했다. Naslund 등 [12]은 유 학  배

경, 나이, 호르몬의 불균형 등이 쥐에서 비세균성 립선염 발생의 원인일 수 있다고 하 다. 비세균

성 립선염이 Lewis 쥐에서 Wistar 쥐보다 더 잘 발생하 고, Sprague-Dawley 쥐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비세균성 립선염의 자연발생이 늙은 쥐에서 더 잘 발생하 다. 외부로부터 17β



6  제7회 가톨릭 비뇨기과 심포지움

-estradiol을 투여할 경우 늙은 Wistar 쥐에서 비세균성 립선염 발생률이 높았고, 그 정도도 심하

다. 거세시에도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막 태어난 Wistar 쥐에 17β-estradiol을 투여하고 7개월 후 

testosterone을 투여하면 은 Wistar 쥐에서도 비세균성 립선염을 유발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부

분의 실험  립선염 모델들 [2, 4, 13]은 만성 세균성 립선염에서 세균이 제거된 만성 비세균성 

립선염과 세균이 계속 존재하는 만성 세균성 립선염의 차이를 밝 내지는 못했다. 이는 사람에서 

무증상 립선비 증 환자의 수술 조직에서 우연히 발견된 립선염 소견이 실제 만성 세균성 는 

비세균성 립선염과 구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사람에서 비세균성 립선염의 증상은 외부 스트 스, 심리  향 는 음식 등에 의해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4]. Gatenbeck [15] 등은 쥐에게 표 화된 자극을 주고 립선을 

10일 동안 찰한 결과 사람의 비세균성 립선염과 마찬가지로 그 염증반응이 변하는 것을 발견하

다. Aronsson [13] 등도 쥐에게 표 화된 스트 스 자극을 주어 비세균성 립선염의 염증반응이 

변하는 것을 병리조직학 으로 찰하여 확증하 다.

Ⅱ. 전립선염의 진단

Meares와 Stamey [16]가 다양한 립선 증후군을 구별할 수 있는 진단방법인 4배분뇨법을 소개한 

이래 이 방법은 아직도 립선염 진단의 gold standard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  때

문에 임상에서는 잘 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그  하나가 음성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 립

선에 세균이 존재하거나 항생제에 반응하여 세균감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립선 마사지 후 립

선액 는 소변검사에서는 세균검출이 없는 경우가 많다 [14, 17]. 실험 동물모델에서 이러한 어려운 

이 증명된 경우가 있다. Ling 등 [18]은 립선염 개를 이용한 실험에서 사정액, 소변, 요도도말, 

립선 조직배양검사를 비교하 을 때 일치되지 않았다고 하 다. Nickel 등 [19]도 세균성 립선염 쥐

에게 항생제를 투여하여 립선액을 무균상태로 만들었지만 실제 립선 조직배양검사에서는 세균이 

존재함을 발견하 다. 이러한 실험결과를 통해 볼 때 우리가 재 시행하고 있는 립선염 진단방법

이 항상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 

립선염에 한 면역반응을 이용하여 립선염을 보다 더 정확히 진단해 내는 실험 동물모델이 소

개되어 왔다 [4, 6]. 립선염을 유발하고 항원특이  항체들을 립선액과 청에서 측정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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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선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항체의 역가가 증가하 다가 치료 후에는 감소되는 소견들을 찰하

다. Shortliffe와 Wehner [21]도 세균의 공통항원에 한 립선의 면역반응을 찰한 바 있다.

Ⅲ. 전립선염의 치료

성 세균성 립선염의 치료는 임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실험 동물모델에서도 일 되게 항생제요법

에 효과 이다 [19, 22]. 하지만 만성 세균성 립선염의 치료 결과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실제 임상

에서도 감수성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된 세균일지라도 만성 립선염에서는 치료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20]. 

립선의 약물역동학  연구는 항생제 복용 후 립선 마사지를 시행한 다음 립선액이나 사정액 

내의 약물농도 측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 방법은 소변이나 정액내에 들어있는 높은 농도의 

항생제와 혼합되어 오염될 수 있다는 단 이 있다. 한 립선 출 조직을 homogenized하여 항생

제 농도를 측정하는 경우도 립선 분비액의 약물농도를 반 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Winningham 등 [23]은 개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항생제들의 립선 분비액의 약물농도를 측정한

바 있다. 정액과 소변으로 부터의 오염을 막기 해 정 을 분리하 고 요 을 치골상부로 환시켰

다. 정맥내로 pilocarpine을 투여하여 립선액 분비를 진시켰고 요도를 통해 정액과 소변의 오염없

이 순수한 립선액을 채취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델은 장, 소변 그리고 립선액 내의 약물농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항생제의 립선내로의 확산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실험 동물모델이다. 

Sharer와 Fair [24]는 다양한 개모델을 이용하여 만성 립선염의 치료에 trimethoprim, erythromycin, 

quinolones 등이 효과 이라는 것을 밝힌바 있다.

동물모델들에 의한 실험결과에 따르면 한 항생제를 충분히 투여할 때 립선 조직의 항생제 농

도는 원인균에 해 최소억제농도 (MIC)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인 치료에 있어서 

만성 립선염이 잘 치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첫째는 립선액 내에서의 항생제 농도가 세

균을 억제할 만큼 충분치 않는 경우이며, 둘째는 해부학  생리학  인자 때문이다. 이  가장 요

한 만성 립선염 치료실패의 원인은 부 한 항생제 농도이다 [25]. 이는 몇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만성 염증이 발생한 립선의 duct내 환경이 비염증상태와 완 히 다르며, 만성 립선염

이 국소 으로 존재할 때는 립선 체를 상으로 하는 약물역동학에 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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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한 염증 부산물이나 미세농양, 립선결석 등이 duct를 막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염증성 duct

내 pH가 국소 으로 달라져 약물역동학에 변화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설명하기 해 

Baumueller과 Madson [1]은 개의 립선 동맥에 E. coli를 투여하고 1주일 후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

는 립선염 모델을 실험하 는데, 불행하게도 염증이 주로 간질조직에 발생하 고, 상 으로 acini

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아마도 세균의 행성 주입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Nickel 등 [19]은 사람의 발병기 과 동일하게 요도를 통한 상행성 감염을 일으켜 만성 세균성 

립선염 모델을 만들고 약물역동학 실험을 하 다. 하지만 상과는 달리 염증성 립선 duct에서 비

염증 조직에 비해 약물농도가 약간 높게 유지되었다. 이는 립선의 약물역동학에 약물농도 뿐 아니

라 다른 요인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duct의 상피세포에 부착되어 있는 세균군락에 

glycocalyx matrix가 덮여있고 이것이 숙주의 방어능력과 항생제의 농도를 하시키는 것이라고 설명

되고 있다 [19, 26]. 다른 실험모델들에서도 꾸 히 glycocalyx-enclosed bacterial biofilm을 증명하고 

있으며, 치료와는 상 없이  이러한 biofilm들이 실험모델에 의해 발견되고 있다 [4, 6, 20]. 한 립

선결석에 의한 만성 세균성 립선염의 치료실패에 해서도 실험 동물모델을 통해 연구된바 있다 [27].

Ⅳ. 전립선염에서 실험 동물모델의 중요성

지난 20-30년 동안 다양한 립선 증상들에 한 원인, 발병기 , 진단, 치료 등을 해 실험 동물

모델을 이용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고, 오늘날의 성과를 가져왔다. 사람의 질환, 특히 사람의 

감염질환을 동물모델을 통해 연구하는 것에 해서는 비 이 있고, 잘못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

한다. 하지만 임상연구의 한계를 생각하고 그 동안 립선염에 한 이해가 아직까지도 부족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한 실험 동물모델을 통한 립선염 연구는 향후 배일에 가려져 있는 부분들을 

해결해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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