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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비대증 환자에서 만성전립선염의 치료

(Treatment of chronic prostatitis in BPH patient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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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탁 근

서     론

면역 으로 염증을 자극하는 조 물질들이 쥐에서 립선 상피의 성장을 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1 인체 립선비 증 조직에서 립선의 염증소견은 매우 빈번히 찰된다.2 즉, 립선비 증과 

립선염은 히 연 되며, 립선염이 암발생을 유발하거나 진한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3 

그러나 립선비 증 환자에서 임상 인 립선염 증후군이 동반되었을 때, 임상의들은 개 립선

염 증후군의 치료에 큰 비 을 두지 않는 경우가 부분이다. 본 주제에서는 립선비 증과 립선

염증 소견의 계, 립선비 증 환자에서 립선염을 시사하는 소견들의 의의, 그리고 립선비 증

에 동반된 립선염의 치료 등을 문헌고찰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전립선비대증과 전립선염의 관계

1) 전립선비대증과 조직병리학적 염증 소견의 관계

Nickel 등4
은 립선염 증상이 없는 80명의 립선비 증 환자의 비 증 조직을 검사한 결과 모든 

환자에서 염증소견이 찰되었으나, 염증조직의 면 은 체의 1.1%에 불과하 고, 44%에서는 세균

이 배양되었다고 하 다. , Gerstenbluth 등5
은 근치 으로 출된 립선조직에서 염증을 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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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성 립선염은 모든 조직에서 찰되었으며 말 는 95%, 이행 에서는 87.5%의 염증이 찰

되었고, 특히 이행  염증의 경우 염증세포의 침윤은 례 모두에서 립선비 증 조직 내, 혹은 그 

주변에서 찰되었다. 립선염을 동반하지 않은 립선비 증은 그 반 의 경우에 비하여 상 으

로 립선 크기가 작고, 나이가 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쥐에서 만성 염증이 립선비 를 진시킨

다는 찰을 한 Kessler 등1
의 보고를 뒷받침한다고 보여진다. 

2) 전립선비대증 환자에서 PSA 상승 원인으로서의 전립선염 

Morote 등6
에 의하면, 암이 발견되지 않은 284명 환자의 조직검사에 하여  PSA와의 연 성

을 검토한 결과, 만성염증이 체 환자의 68.3%에서 발견되었으나 만성염증 유무에 따른  PSA

의 차이는 없다고 하 다. 반면에, Banu 등7은 립선비 증으로 수술을 시행받은 73명 환자의 조직

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만성염증은 13.69%의 환자에서 나타났고 만성염증 유무에 따른  PSA

의 차이는 13.61ng/mL 과 6.09ng/mL로 통계 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고 하 다. 한 Nadler 등8

도 반복된 조직검사에서 암이 발견되지 않았던 환자들의 조직에 한 검토를 통하여 립선용 과 염

증이 이들에서 PSA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라고 하 다.  

2. 전립선결석

TRUS상 년 이후에서 립선의 결석은 약 75%이상에서 찰된다.9 매우 큰 결석도 있으나, 부

분의 결석은 작은 clusters로 존재한다. 개의 경우, 립선 내에만 국한되어 있으면 립선결석은 세

균에 감염되어 있지 않고   별다른 해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간혹 립선 결석이 있는 환자에

서 재발성 요로감염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bacterial persistence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10

 

3. 임상적 전립선염을 동반한 전립선비대증

술한 바와 같이 임상의들이 립선비 증 환자에서 립선염의 증상을 구별해 내어 이에 한 검

사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특이 인 치료를 하는 것은 그리 일반 인 것은 아니다. 립선비 증에 의

한 하부요로증상을 립선염 증상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고  재까지는 립선비 증에 동

반된 립선염의 임상  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Collins 등11
은 립선염 증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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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선비 증에 의한 하부요로증상을 구별함에 있어, 립선염에서는 통증이 배뇨증상보다 흔하며, 

립선비 증 환자와는 달리 이들이 병원을 찾게 되는 제1의 이유는 통증성 배뇨라고 하 다. 국내에

서는 강 등12이 134명의 립선비 증에 의한 하부요로증상 환자를 상으로 이들을 립선맛사지 검

사 결과에 따라 2개의 군으로 나 고 염증군과 비염증군에서 tamsulosin 0.2mg, finasteride 5mg을 각

각 1년간 투여하면서 그 치료효과를 비교하 다. 맛사지에서 염증이 확인된 립선염 환자는 체환

자의 56.3%이었으며, 이  11.9%인 8례에서는 세균배양이 찰되었다. 체 IPSS의 개선정도는 양 

군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립선염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자극증상( 장증상)의 개선이 의미 있게 낮

았다고 하 다. 

4. 전립선비대증에 동반된 전립선염의 치료

1) 약물치료

Nickel 등13
은 category 3A환자 76명을 상으로 finasteride의 치료효과를 약군과 비교하 다. 

Finasteride를 사용한 군에서는 약간 개선이 75%, 등도 이상 개선이 44%인 반면, 약군에서는 

54%  24%로 finasteride 군에서 의미있게 주  만족도  증상 수의 개선정도가 높아, 특히 

립선비 증에 동반된 category 3A 환자에서는 fiansteride의 사용이 유리할 것임을 시사하 다. 

 알 차단제의 하나인 tamsulosin은 립선비 증에 의한 하부요로증상(LUTS/BPH) 외에 다른 

원인들에 의한 LUTS에도 유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Nickel 등14
은 55세 이하의 58명의 CP/CPPS 

환자를 상으로 tamsulosin 0.4mg과 약을 각각 6주간 투여한 군에 한 이 맹검 연구에서 체 

증상 수의 개선도 차이 8.3, 통증 domain 2.9, 배뇨증상 2.3으로 각각 tamsulosin 군에서 유의하게 

더 효과 이었으며 이는 시간이 감에 따라  기  증상이 심함에 따라 더 하 다고 하 다. 이

는 alfuzosin 6개월 치료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 으며 특히 통증 domain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15

2) 수술치료

임상 인 만성 립선염에 함께 이환된 립선비 증 환자에서 TURP 후 증상의 개선이 그 지 않

은 경우와 차이가 있는지에 한 연구는 없다. 만성 세균성 립선염이 항생제 요법에 항하여 듣지 

않거나 자주 재발할 때, 특히 이런 경우 립선비 증이 동반되어 있다면 방 출구폐색을 완화시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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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TURP로 도움을 얻을 수 있다.16 그러나, 부분의 만성염증의 병소는 말 에 치하고  말

로부터 오는 립선 들은 정구의 원 부 요도로 개구하기 때문에 염증병소를 제거하려는 목 으

로 TURP를 하려면 정구 원 부까지 과도하게 제하여야 하므로 요실 , 야뇨증 등의 합병증 발생 

험이 증가한다.17 립선결석에 의한 만성세균성 립선염, 그리고 비 증이 동반된 환자의 치료로는 

TURP를 시행함이 좋으며,18 Trapesnikova 등19
은 만성 결석성 립선염이 동반된 립선비 증 환자

는 배뇨곤란, 동통 등이 약물치료에 잘 듣지 않으며, 이 때 경직장 음  유도하에 TURP를 시행하

여 모든 결석을 제거하고 수술에 의한 합병증을 방할 수 있었다고 하 다. 

결    론

립선비 증 환자의 상당수가 그 조직에서 립선염의 소견을 나타내며,  선조직의 증식에 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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