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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s in treatment of  LUTS/BPH

associated with overactivity

14

가톨릭의대 비뇨기과

이 지 열

Ⅰ. 서론

하부요로증상 (LUTS)  환자들이 가장 고통 받는 증상 의 하나가 박뇨 (urgency)이다. 박뇨

로 표되는 과민성 방 은 남녀에 계없이 많이 발생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빈도가 높아져 65

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남녀를 합한 평균 유병율이 35%가 넘는다. 

이러한 립선 비 증환자에서의 과민성방 의 그 원인이 고령화에 따른 일차 인 원인이든, 립

선비 증에 의한 방 출구폐색에 의한 이차 인 원인이든 결국에 방 신경들의 partial denervation, 

bladder ischemia, nerve growth factor등의 과발 으로 방 의 변화가 나타나 과민성방 이 된다.  

Ⅱ. 강의내용

1. 하부요로증상은 크게 배뇨증상(voiding or obstructive symptoms))과 장증상 (storage or 

irritative symptoms)으로 나  수 있으며, 립선비 증환자는 하부요로증상  세뇨(weak stream), 배

뇨후요 (post, 요주 (hesitancy)등의 배뇨증상이 부분 나타나지만, 환자의 삶의 질에 가장 향

을 미치는 것은 빈뇨, 야간뇨, 박성요실 등 장증상이다. 재 립선비 증의 치료는 배뇨증상의 

호 을 하여 립선의 tone을 감소시키기 한 알 차단제의 투여와 크기를 감소시키려는 5ARI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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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주된 치료이다. 여기에 효과가 없다면 수술 인 치료 (경요도 립선 제술)가 추천된다.  

그러나 수술  치료로 립선 폐색을 교정하여도 약 38%의 환자는 여 히 과민성 방 증세를 나타

낸다.

2. 남성의 과민성 방 은 립선폐색을 동반한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  수 있으며, 립선폐색이 

없을 경우에는 항콜린성 약물의 투여할 수 있으나, 립선폐색이 동반된 경우는 폐색의 정도에 따라 

알 차단제를 먼  투여 후 배뇨증상의 호  후에 항콜린성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이러한  립선

폐색을 동반한 과민성방 환자에서 아직까지 항콜린성 약물의 투여에 한 치료 guideline이 정해진 

것은 없으나 많은 임상시험들이 시작되고 있다.

항콜린제의 투여는 배뇨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고, 성 요폐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

에 있어서 제한 이다. 그러나 최근 여러 보고에 의하면 이러한 과민성 방 환자에서는 aging 는 

평활근의 stretch에 의하여 신경과 요로상피에서 분비되는 basal acethylcholine 양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요 장시 이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 항콜린제의 치료  요량에서는 방

의 수축력에는 향을 미치지 않고, 장시의 방 에만 작용하게 된다.

Paul Abrams등은 placebo control study에서 tolterodine이 최고요속, 배뇨근 수축력에는 향을 미

치지 않았고, 잔뇨가 증가했으나, 이는 임상 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수치 다. 

Tamsulosin과 BUP-4를 tamsulosin 단독투여와 비교한 논문에서도 같이 투여한 군이 빈뇨, 요실 , 

박뇨등의 장증상을 호 시켜 단독투여군보다 더 좋은 임상결과를 발표하 다. 

Lee 등은 립선비 증 환자에서 과민성 방 이 동반된 경우 doxazocin3개월 치료후 호 이 없는 

환자에게 tolterodine을 사용하여 좋은 임상 결과를 발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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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항콜린제의 사용은 아직 확립된 립선비 증/과민성방 의 치료제는 아니다. 한 여성과 달리 남

성 립선비 증을 동반한 과민성방 환자에서 항콜린성 약제의 투여는 배뇨곤란과 성 요폐를 유발

할 수 있다. 그러나 요속검사와 잔뇨검사로 이러한 환자를 구별하여 항콜린성 약제를 투여한다면 

장증상의 호 으로 립선비 증환자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