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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의대 비뇨기과

이 길 호

만성 립선염/만성골반동통증후군은 비뇨기과 개업의사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질환으로 우리나

라에서는 그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미국의 경우 1년에 약 200만 명이 의료기 에 방문하여, 그 유병

률은 인구의 11-16% 정도로 추정된다. 환자가 만성 립선염/만성골반동통증후군으로 받는 고통은 최

근 발생한 심근경색증이나 불완  심증 혹은 활동기의 Crohn씨 병과 비슷하다. 하지만 많은 환자가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 pathophysiology, 자연사 (natural history)가 아직 확실하

게 정립되지 않아 환자뿐만 아니라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 한 심한 좌 감을 느껴, 환자, 의사 모두 

그 치료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을 통한 검색이 가능한 1966년부터 재까지 MEDLINE을 이용하여 만성 립선염의 원인을 

조사하면 크게 병원균에 의한 감염, 면역체계, 내분비계, 신경계의 이상, 혹은 우울증 등의 정신  요

인 등이 제시되고 있다. 과거부터 지 까지 비뇨기과 의사에게 만성 립선염의 가장 주된 원인의 한

가지를 제시하도록 요구받으면 많은 의사들은 감염을 선택할 것이다. 임상 으로도 만성 립선염 환

자의 90%이상이 항생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많은 환자에서 항생제 치료로 증상의 

호   립선 마사지액의 백 구 수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립선은 독특한 해부학  구조로 항생물질의 치료에 항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립선분비물이 

배출되는 립선 은 립선의 말 로부터 요도까지 길게 분포해 있다. 립선으로 요의 유입  

류로 염증이 생기면 배농이 잘 되지 않고,  (duct) 내에서 biofilm이나 립선결석이 형성한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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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일정한 규모 이하의 세균이 집락 (colony)을 형성하지 않고 랑크톤 형태로 부유하면 비교  항

생물질에 잘 치료가 되지만 많은 수의 세균이 집락을 형성하거나, biofilm을 형성하면, 균들 자체의 

연합 (Quorum sensing)으로 항생물질에 항한다. 최근 방 염에서 알려진 것과 같이 균이 숙주세포 

내로 침투하면 항생제로 잘 치료할 수 없는 persistent infection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장기간의 항생제 치료는 균의 항생제 방어기제 즉 약물을 체외로 방출시켜 무력화시키거

나, 목표 유 자의 변화, 혹은 homologus recombination 등의 기 으로 다른 균으로 진화해 나가 투

여 항생제에 내성을 갖게 한다.

다른 약물로 알 차단제, 소염제, 립선비 증 치료에 쓰이는 finasteride 등이 쓰여지고 있지만 그 

치료 효과는 항상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주지 않고 있으며, 약물의 부작용, 장기간 치료로 인한 경제

인 부담 한 무시할 수 없다.

비약물요법 (non pharmacological treatment)은 약물치료에 안으로 생각되어 지고 있으며, 희망

인 임상경험이 발표되고 있다. 이들의 주 치료 방법은 기계를 사용하여 치료하는 것으로 그 방법으로

는 microwave, 침 (acupuncture), TUNA (transurethral needle ablation), electro-magnetic therapy 등

이 발표되고 있다.

많은 임상 증례에서 좋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지만 상 환자가 10명 이하로 매우 거나, 부분 

논문 발표자가 단 한 편의 임상성 을 발표하고 치료성 은 좋다고 주장하나 지속 인 임상결과를 발

표하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그 치료 성 에 회의 이다. 한 추 검사 역시 단기간으로 이루어져 치

료 효과에 회의 이며, 많은 논문이 이 맹검법 (double blind method) 방법을 하지 않았거나, 조군

을 구할 수가 없어 약 (placebo) 효과 역시 배제할 수가 없었다. 치료 기계 한 다양하여 치료의 기

이 같다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기 할 수가 없으며, 같은 기계라도 치료 방법 즉 시술방법의 횟수 

등이 차이가 있어 같은 결과로 볼 수가 없다. 한 평가 방법에도 많은 문제 을 포함하고 있다. 를

들면 어떠한 논문에서는 질병의 증상표 (NIH_CPSI)를 사용하여 증상의 호 으로 좋아졌다고 하 으

나, 다른 논문은 립선마사지액의 백 구 수의 감소로 치료 성공여부를 단하 다. 

 

자는 1966년부터 재까지 MEDLINE을 이용하여 만성 립선염/만성골반동통증후군의 치료법으

로 쓰인 비약물  치료 논문을 찾아 분석하 다. Review 논문을 제외하고는 40년 동안 약 63편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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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발췌할 수 있었으며 이  microwave를 가지고 치료한 논문은 25례 으며, 이  11례, 

biofeedback 8례, 침 10례, TUNA 4례, electromagnetic therapy 5례가 있었다. 모든 논문을 비교하

을 때 에서 지 한 논문의 문제  때문에 어떠한 치료법이 더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었다. 보고된 

논문을 상으로 각 치료의 기본 개념과 치료효과, 부작용, 어떠한 치료가 어떠한 나라에서 많이 보고

되고 있으며, 논문이 발표된 날을 비교하여 어떠한 치료가 최근에 많이 쓰이고, 어떠한 치료가 사장되

고 있는가를 설명할 정이다.  

결론 으로 만성 립선염/만성골반동통증후군의 비약물  요법은 이론 으로는 매력 인 이 분

명히 있어도 방법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그 이유  가장 큰 것은  만성 립선염의 원인

이 아직 잘 모른다는 이다. 원인이 확실하지 않는 질병에 다양한 보조 치료로 만성 립선염/만성골

반동통증후군을 완치를 기 하기에는 이론 으로도 무리가 있다. 보조 치료 역시 정확한 기 이 아직

까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만성 립선치료에 용하는 것은 회의 일 수도 있다. 하지만 

Evidence based medicine의 에서 보면 많은 비약물  치료에 효과가 있음을 여러 논문에서 확인

할 수가 있었다. 

비약물 치료는 만성 립선염/만성골반동통증후군의 약물치료에 실패한 환자를 상으로 환자에게 

치료법의 효과, 한계 , 부작용을 분명히 설명한 후 제한 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부작용이 없는 치

료법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