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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비뇨기과

주 명 수

립선비 증을 시사하는 하부요로증상을 가진 환자가 인구의 노령화와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한 

치료 방법도 다양해지고 약물치료의 효과도 비교  좋아 과거에 비해 수술을 받는 환자도 어들고 

있다. 이런 환자들  약 3분의 1에서는 배뇨근 활동성 (detrusor underactivity, DUA)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남자에서 배뇨근 활동성은 하부요로증상의 요한 원인이며 방 출구폐

색(bladder outlet obstruction, BOO)에서 보이는 증상과 구별이 힘들다. 국제요실 학회에서는 DUA

를 “a detrusor contraction of inadequate magnitude and/or duration to effect complete bladder 

emptying in the absence of urethral obstruction"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감소된 최 요속은 배뇨장애

를 의미하지만 요속검사만으로는 DUA와 BOO를 구분하기는 힘들다. DUA는 압력요속검사에서 진

단되며 낮은 압력, 지속되지 못하는 wave와 같은 방 수축 그리고 낮은 요속으로 특징지어 진다. 배

뇨근 활동성에 한 압력요속검사에서의 cut-off point는 없지만 남성에서는 ICS nomogram에서 

"unobstructed"에 해당하는 최 요속 시 의 배뇨근압 (PdetQmax)과 Shaefer's nomogram에서 최 요

속이 10mL/s 미만이면서 "weak detrusor"를 가지는 경우로 배뇨근압이 약 20cmH2O 미만인 경우로 

말할 수 있다.

사실 노인 환자의 많은 경우에 LUTS는 과활동성방  혹은 배뇨근 활동성(DUA)과 연 되어 나타

난다. α1-adrenoreceptors가 방 경부나 립선 평활근에 주로 분포되어 있어 α1-blocking agents를 사

용하면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킨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Witjes 등은 방 출구폐색이 있는 환자와 

없는 립선비 증 환자 (폐색이 없는 경우 일부에서는 배뇨근 활동성이 동반될 가능성이 많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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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terazosin을 투여한 후 두 군간의 임상   요역동학  변화를 찰하 다. 비록 요역동학  반응

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약물치료에 있어 환자를 선정함에는 굳이 압력요속검사를 시

행할 필요가 없다고 하 다. 그 이유는 두 군 간에 치료에 따른 임상 인 결과는 그다지 차이가 없었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임상 인 면에서는 α1-blocker를 치료하고 이후에 α1-blocker 치료가 한지

를 단하여 이에 반응하는 환자는 지속 으로 치료하는 것이 더 유용하고 덜 비싸고 덜 침습 이라

고 주장하 다. 

배뇨근 활동성으로 인한 배뇨장애의 경우 통 으로 Crede maneuver, CIC 혹은 cystostomy 등

으로 치료되어 왔다. 한 방 기능을 향상시키는 prostaglandin E2 (PGE2) 나 bethanechol cholride와 

같은 약제가 개발되어 사용되었지만 그 임상  효과는 그다지 크지 못했다는 보고와는 반 로 최근에

는 bethanechol을 투여하여 잔뇨를 이고 요속을 증가시킨다는 조군 설정 연구와 배뇨근 활동성 

환자에서 콜린성 약제와 함께 α-blocker를 병용 투여하여 배뇨근 수축력을 증강시키고 요도내압을 감

소시켜서 배뇨를 원활하게 했다는 보고가 을 잇고 있다. 이등은 배뇨근 무수축성을 포함한 활동

성 환자 56명에게 bethanechol과 α1-blocker를 투여하여 요속은 8.67mL/s에서 11.11mL/s로, 잔뇨는 

251.8mL에서 136.43mL로 호 을 보 고 80%의 환자에서 호 되었다고 하 다. Yamanichi 등도 배

뇨근 활동성 환자에게 콜린성 약제와 α-blocker를 병용 투여하 을 때 각 각을 단독 투여한 군에 비

해 병용 투여 군이 더 효과 이었다고 보고하 다. 최근에 Kuo는 배뇨근 활동성에 의한 배뇨장애에

서 botulinum A toxin을 요도에 주사하여 요도 약근 항을 여주는 효과를 보았다고 보고하 다. 

International Consultation on BPH의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ttee (ISC)는 IPSS와 QoL을 사

용한 증상의 정량화를 권장하고 있다. 요역동학 인자, 치료의 결과, 증상 완화 그리고 환자의 만족간

의 계는 아직도 논란의 상이 되어 있다. ISC는 침습 인 치료 이나 방 출구폐색의 정확한 진

단을 해서는 압력요속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방 출구폐색 환자의 수술 결

과가 그 지 않은 환자에 비해 훨씬 좋기 때문이다. 그래서 폐색이 없거나 폐색이 의심스러울 때는 

덜 비싸고 이환률이 은 치료를 권장하고 있다. 알 차단제의 사용으로 TURP가 많이 었다. 그러

나 알 차단제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완화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지속 인 복용을 할 수 없거

나, 장기 의 약물 복용을 거부하는 환자  요역동학 검사에서 폐색이 없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특히 

배뇨근 활동성이 동반된 경우 립선의 비 가 있을 때 수술을 해야 할 것인지는 아직도 이론의 여

지가 많다.

재까지 DUA 환자와 같이 낮은 배뇨압을 가진 환자에서 선택 인 TURP는 증상을 더욱 악화시



How should I manage the patients with underactivity and LUTS/BPH  87

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TURP의 효과에 해서는 실제 인 결과가 없는 실정이다. 방 근 실조

가 내재되어 있는 경우 방 출구폐색을 완화시킬지라도 배뇨 효율에 있어 어떤 호 도 기 할 수 없

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출구폐색을 완화하면 복압배뇨에 의해 더 효과 으로 소변을 배출할 것이

라는 것이 논의되어 왔다. 최근에 2개의 다른 결과를 보이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van Venrooij 등은 

요역동학 검사로 방 출구폐색이 증명된 환자(59명)와 폐색이 없거나(6명) 폐색이 확실치 않은 환자

(28명)를 상으로 립선 제술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 다. 방 출구폐색이 증명되지 않은 

환자는 폐색이 없을 수도 있지만 방 수축력의 감소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폐색이 없는 환자에서

의 수술로 환하게 된 이유는 환자가 원해서(13명), 알 차단제로는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더 

이상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12명), 다량의 잔뇨(5명)  다른 이유(4명) 등이었다. 폐색의 정도와 최

요속을 제외하면 치료에 의한 변화는 양 군에서 유사하 다. URA는 폐색군에서 46.0에서 15.0cmH2O

로 의미있게 감소하 고 폐색이 확실치 않은 군에서는 27.9에서 16.2로, 폐색이 없는 군에서는 19.2에

서 11.8로 감소하여 그 정도는 작지만 의미있는 감소를 보 다. 이와는 반 로 Thomas 등은 DUA 환

자에서 TURP를 시행하고 10년간 추 한 결과를 발표하 다. 이들은 배뇨근압이 40cmH2O 이하이고 

최 요속이 15ml/s인 환자를 상으로 후향 으로 조사하 다. 도에 사망하거나 탈락한 환자를 제

외하고 추 된 84명  11명은 일차  치료로 TURP를, 69명은 watchful waiting, 4명은 만성  요폐

로 CIC를 시행받았다. 찰만 하던 69명  11명은 성요폐와 증상의 악화로 TURP를 시행 받았다. 

체 으로 58명은 치료없이 지냈고 22명은 TURP를, 4명은 CIC를 시행하고 10년간 추 되었다. 

TURP를 받은 22명을 상으로 수술 후를 비교해 보면 빈뇨, 요 박, 박성요실 , 요선의 감소, 

복압배뇨 등의 증상이  호 되지 않았고 요역동학 인자들도 배뇨근압이 31cmH2O에서 25cmH2O

로(p=0.027), BOOI(방 출구폐색지표)가 15에서 9로 의미있게 감소한 것 외에는 호 되지 않았다. 

결론 으로 DUA 환자에서 TURP를 시행하는 것은 장기 으로 치료받지 않고 지켜보기만 한 환자에 

비해 증상이나 요역동학  이득이 없다고 하 다. 그러므로 수술  요역동학 검사는 필요하다고 하

다. 

아직까지 배뇨근 활동성을 가진 립선비 증 환자에서의 치료 방침에 해서는 정립된 guideline

이 없다. 그러므로 잔뇨가 다량으로 남는 경우 우선 α1-blocker를 투여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지속

으로 투여하고 효과가 기 에 미치지 않는 경우는 bethanechol을 병용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런 보존 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는 요역동학 검사를 시행하여 요속의 

감소와 더불어 배뇨근 활동성이 있더라도 침습 인 치료도 요도내압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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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덜 침습 인 botulinum toxin 주사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 단, 배뇨근 수축력이 하

된 경우는 정상인 경우에 비해 호  정도와 만족도가 낮을 수 있으므로 환자와의 충분한 상의가 있어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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