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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 Hormone and LU TS / B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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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대

박 남 철

서    론

 

30  남성의 립선의 평균 크기는 20±6g이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커져서 양성 립선비 증 

(Benign prostatic hypertrophy; BPH)의 빈도는 40 에는 8%이며 50  이후에는 격히 증가되어 60

 60%, 80 에는 90%에 이르러 70-80 의 거의 모든 남성에서 발생한다.[1] 그러나 BPH의 조직학

 소견이 확인된 환자의 약 1/2에서 실제 립선 크기의 증가 (Benign prostatic enlargement; BPE)

가 확인된다. 임상 으로는 노령 남성의 약 1/4에서 잔여 생존기간 동안 하부요로증상 (Lowr urinary 

tract symptom; LUTS)이 동반되며, 연령별로는 50-59세의 17%, 60-69세의 27%, 70-79세의 35%에

서 이러한 LUTS를 나타낸다. BPH는 LUTS의 원인  약 80%를 차지하며 립선 요도의 압박과 변

형, 방 출구폐색, 립선의  이상, 교감신경 자극, 이차 인 배뇨근의 불안정, 수축력 손상  만

성 인 요 류에 의해 유발된다. 그 외에도 변비 등의 외부 압박 요인에 의한 폐쇄, 요로감염에 의한 

상피부종, 뇌졸 , 치매, 킨슨병  장기 인 당뇨병 등의 신경질환 등도 직  병인이 되거나 상

승인자가 될 수 있다.[2] LUTS는 BPH를 가진 노령 남성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증상 의 하나일 뿐, 

LUTS가 없는 비폐색성 BPH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은 더 많은 신체장애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남성갱년기장애는 인체의 노화과정에서 하된 내분비 기능에 의해 신 증상으로 유발되지만, 

BPH는 립선내에 국소 으로 증가된 성호르몬에 의해 국소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에서 임상 으

로 상반된 기 을 가진다. 그러나 BPH의 발생 빈도는 노화에 동반된 인체기능의 하로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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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갱년기장애의 표  질환인 남성발기부  (Erectile dysfunction; ED)과도 유사한 빈도로 나타나

며 실제 LUTS를 가진 남성의 약 40%이상에서 ED가 동반된다.[3] 따라서 연자는 성호르몬과 

BPH/LUTS와의 련성을 제시하기 해서 남성갱년기에서 동반되는 내분비학  변화, 성호르몬의 

생리  작용, 립선의 발달과 BPH의 병인에서 성호르몬의 역할, 성기능장애와 LUTS의 련성  

치료  측면에서 립선 용   LUTS에 한 효과 유무를 밝히고자 한다.   

1. 혈중 성호르몬의 연령에 따른 변화

 남성호르몬치는 30  반에 정을 이룬 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서서히 감소되는데, 총 

테스토스테론, 알부민 결합 테스토스테론과 유리 테스토스테론은 각각 연간 약 0.4%, 1.0%  1.2% 

씩 감소된다.[4] 이와 같이 가령에 의한  호르몬 감소 양상은 폐경기 여성에서 에스트라디올 

(Estradiol; E2)이 격히 감소되고 동시에 FSH가 상승되는 소견이나 완 한 남성호르몬 결핍소견을 

나타내는 성선증과는 명확히 구별될 수 있다.  테스토스테론치 감소의 빈도는 60  이상 체 

남성의 20-30%에서 찰되며, 양로원과 같은 시설에 거주하는 남성에서는 보다 높은 빈도로 나타나 

약 50%에 이른다. 디하이드로에피안드로스테론 (Dehydroepiandrosterone; DHEA)와 DHEA-S는 각

각 연간 3.1%  2.2% 씩 감소하여 다른 남성호르몬 보다 노령에서 감소 소견이 더욱 뚜렷하기 때문

에 DHEA는 노화의 생리  지표로 이용될 수 있다.[5]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Dihydroteststerone; 

DHT) 역시 가령과 함께 약간 감소되거나 변하지 않으며, 립선조직내에서는 오히려 증가되는 소견

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 외에도 5α-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5α-dihydrotestosterone), 안드로스텐디올 

(Androstenediol)  안드로스텐디올 루쿠로나이드 (Androstenediol glucuronide) 같은 남성호르몬

도 연령과 함께 감소된다.[6] 

 LH와 FSH치 역시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40세 이상의 남성에서 연령과 함께 증가되는 소

견으로 미루어, 고령에서 고환의 기능 이상이 동반되는 됨을 간 으로 알 수 있다. 노령에서 분비되

는 성선자극호르몬의 생물학  활성도도 은 층에 비하여 떨어진다. 성선자극호르몬 에서도 FSH

의 증가가 LH보다 뚜렷하며 이것은 세정 의 퇴화와 inhibin의 분비감소가 Leydig세포기능 감소보다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령에서 고환의 기능 하 외에도 시상하부-뇌하수체 축을 이루는 기 의 

기능 하도 동반된다. 이는  테스토스테론치가 정상이하로 감소되어 있지만 성선자극호르몬을 투

여하면 고환에서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증가되는 소견으로도 증명된다. 그 외에도 에스트로겐 등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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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스테로이드의 증가는 테스토스테론 감소에도 불구하고 성선자극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킨다. 나아

가 성선 스테로이드의 되새김 작용에 반응하는 시상하부의 감수성 하는 뇌하수체의 기능 하와 함

께  테스토스테론치 감소에 반응하지 않는 소견으로 나타난다. 

남성호르몬의 작용에 향을 주는 성호르몬결합 로불린 (Sex hormone binding globulin; SHBG)

은 노화와 함께 증가됨으로써  유리 테스토스테론의 농도를 감소시켜 남성호르몬이 감소되는 것

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남성호르몬이 이미 감소되어 있는 노령에서 이러한 SHBG의 증가

는  남성호르몬의 감소효과를 보다 극 화하는 결과를 동반하게 된다. 

 E2나 에스트론 (Estrone)치는 연령과 함께 말 조직, 특히 지방조직에서 남성호르몬의 방향족

화가 많아짐으로써 약 50%정도 증가되는 소견을 나타낸다. 여성호르몬은 남성호르몬의 작용을 억제

하는 효과를 가지며, 항동맥경화 효과뿐만 아니라, 골과 뇌 사에도 요한 역할을 한다. 

2. 성호르몬의 생리적 역할

남성에서 테스토스테론은 성기능, 생식기능, 사기능, 근골격기능, 심 기능, 뇌신경기능  호

흡기능 등의 신체 반의 기능 유지에 여한다. 남성갱년기장애는 노령 남성의 20-30%에서 나타나

며  테스토스테론치 하와 련된 증상으로는 첫째, 성욕감소, 발기부  특히, 야간 발기능 

하, 사정량 감소 등의 성기능 장애가 가장 흔하고 LUTS와 가장 연 성이 있으며, 둘째, 기분 하, 지

능력 하, 공간인지능 하, 의욕 하, 불안, 우울, 흥분  만성피로 등의 정신기능 하, 셋째, 복부

를 심으로 한 체지방 증가나 체형변화, 근육량  근력 하, 넷째, 탈모나 체모감소  피부변화, 

다섯째, 골 도 감소로 인한 골다공증 그리고 기타 증상으로 안면홍조, 시력과 청력 하  생식능 

하 등의 다양한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다. [7,8] 따라서 안드로겐 감소와 련된 성기능장애, 근력

하, 복부비만  기분 하 등의 남성갱년기장애는 LUTS을 악화시킬 수 있는 기질  정신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성기능 에서는 안드로겐 감소로 인해 정액의 15-30%  50-80%를 차지하는 안드

로겐 의존성 부성선인 립선과 정낭의 분비 기능이 하됨으로써 사정량 감소 뿐만 아니라, 사정  

극치감장애까지 유발된다.



108  제7회 가톨릭 비뇨기과 심포지움

3. 전립선의 발달과 BPH의 병인에서 성호르몬의 역할

1) 전립선의 발달 

립선은 난소와 유방 등 여성 장기와 함께 립선의 생성, 분화 그리고 정상  비정상 성장 조

에 호르몬이 필수 으로 여하는 호르몬 의존성 장기이다. 

립선은 태생학 으로, 신  (Mesonephric duct) 부근에서 태생 10주경부터 발생을 시작하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립선의 성장과 가장 한 호르몬으로 알려진 테스토스테론을 생산하는 고

환의 Leydig 세포는 8주경부터 분화되기 시작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최고조인 

10주경에 DHT의 향하에서 상피아 (Epithelial bud)로부터 분비 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요도의 

립선 역에서 상피세포 성장이 활발히 일어나고, 주 의 섬유근 기질 (Stroma)내로 40-50개의 

으로 분지되면서 성장한다. 이 때 DHT는 내분비, 주변분비  자가분비 등의 다양한 기 에 의해 

립선 세포에 작용한다. 따라서 5-알 환원효소, DHT  남성호르몬수용체 (Androgen receptor; AR)

는 태생기와 신생아 시기에는 립선 요도 주 의 실질에서만 발견되며, 세포가 분화되면서 상피  

기질세포 모두에서 찰된다.

2) BPH의 병인

BPH의 정확한 발생기 은 밝 져 있지 않지만 다수의 역학 연구 결과 BPH, BPE  LUTS의 원

인으로서 연령인자 외에는 노화에 동반된 성호르몬이나 성장호르몬 (Growth hormone; GH)을 포함한 

호르몬 분비 이상에 의한 세포 증식과 세포고사의 불균형이 두 번째로 요하다. 성호르몬  안드로

겐은 정상 립선의 발달과정에서 가장 요하게 작용하지만 성인 이후에는 립선의 구조와 기능 유

지에 주로 작용하며 립선비 증의 발생과 성장에는 에스트로겐이 많이 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그 외에도 간질세포에서 분비되고 안드겐에 의해 조 되는 fibroblast growth factor (FGF), 

Insulin like growth factor (IGF), epidermal growth factor (EGF), hepatocyte growth factor (HGF)  

keratinocyte growth facot (KGF) 등의 성장인자나 신경 달물질의 활성 증가 그리고 transforming 

growth factor-β (TGF-β)와 같은 성장억제인자의 조 기능으로 인한 paracrine과 autocrine 측면의 간

질-상피 상호작용 변화도 BPH의 원인인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1) BPH와 안드로겐 : BPH는 안드로겐, 특히 유리 테스토스테론치의 진  감소와 같은 

고환기능이 감소될 때 동반되지만 역설 으로 테스토스테론이나 DHT 같은 안드로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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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가 립선의 발달, 성장  유지에 가장 요하다. 이는 사춘기 에 거세된 남

성에서 BPH나 BPE가 발생되지 않거나 선천성 제 2형 5-알  환원효소 결핍 환자에서 

립선의 흔 기 만 찰되거나 finasteride 등의 5-알 환원효소억제제의 임상  사용으

로 DHT가 립선 크기와 련성이 있다는데 근거가 있다. 립선 용 은 나이와 함께 일

정하게 증가되지만 이에 비하여  테스토스테론치는 단지 소량만이 하되며, BPH 환

자에서 통계학 으로 유의한 테스토스테론치의 변화는 잘 찰되지 않는다. [10,11] 정상

인에서 에서는 DHT 농도가 테스토스테론의 1/10정도에 불과하지만 테스토스테론은 

립선의 기질  기 상피세포에서 5-알  환원효소에 의해 비가역 으로 DHT로 사

되어 립선내 DHT농도는 테스토스테론의 약 2배가 된다. 안드로겐 역가가 테스토스테

론의 약 5배인 것을 고려하면 DHT는 립선에서 테스토스테론의 약 10-20배 높은 안드

로겐 역가를 나타내게 된다. 립선에서 테스토스테론의 90%이상이 DHT로 환원되며, 

DHT로의 환원 속도는 상피에서 보다 10배 이상 (262pmo1/19pmo1) 높으며, 이 값은 정

상 립선, 립선비 증  립선암에서 차이는 있지만 그 이유는 모른다. 다만 립선

에서 5-알  환원효소 유 자의 발 과 활성은 나이에 따라 증가되며 이에 반응하는 AR

가 증가하여 나이에 따라 테스토스테론치는 감소하더라도 DHT농도는 큰 향을 받지 않

는다. 5-알  환원효소는 BPH 외에도, 남자의 머리, 여드름  다모  등과도 련되어 

있다. 테스토스테론이 DHT으로 변환된 후 3-a-diol과 3-β-diol로 변화하는데 이때 여하

는 효소는 3-a  3-β hydroxysteroid oxidoreductase이며 이 diol들은 DHT로 가역 으로 

환될 수 있다. 그러나 tiol은 테스토스테론 사계의 산물  DHT로 변환이 안 되는 것

이다. 결국 테스토스테론은 DHT로 환되나 DHT가 평형상태에 도달 시 다른 스테로이

드가 어들게 되며, 필요에 따라선 불활성의 tiol로 변화된다. 역으로 증가된 DHT치가 

분비선의 비후로 인한 결과인지도 명백하지 않다.[12] 

분자생물학 으로는 안드로겐의 활성 (efficiency) 감소가 BPH의 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는 

데 [10,11] 여기에는 안드로겐 수용체 (AR)의 유 학  변이가 여하는 데, AR 유 자에

서 은 수의 CAG triplet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CAG triplet을 가진 사람보다 BPH가 발

병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그 외에도 안드로겐은 립선의 성장과 유

지에 여하는 다양한 성장인자의 활성과 이에 따른 호르몬 의존성 세포고사에 여함으로

써 BPH의 병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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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BPH는 정상 조직에서 보다 증가된 DHT 는 DHT가 증가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

령과 함께 증가된 5-알 환원효소의 활성도나 AR의 수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2) BPH와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안드로겐 조  기능 : 에스트라디올은 테스토스

테론과 조 으로 연령과 함께 증가 혹은 변화가 없는 데 성호르몬결합 로블린 

(SHBG)의 증가로 인해  유리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함으로써 이들 두 호르몬 간의 불

균형이 유발된다. 에스트로겐은 립선의 실질 증식에 직  작용하거나 성호르몬 수용체, 

립선 분비, 물과 해질 이동  요도근과 그의 신경 조 에 여함으로써 BPH의 병인

으로 작용한다. 에스트로겐은 립선내에서 hFSH에 의해 조 되는 방향화 효소 (aromatase)

에 의해 안드로겐으로부터 생성된다. 에스트로겐은 립선 간질조직 내에서 가장 높은 농

도로 측정되며 이러한 소견은 BPH 조직에서 보다 뚜렷히 찰되어 사람의 BPH 세포의 

핵에서 측정된 에스트로겐 (58 fmol/mg of DNA)은 상피세포의 핵 (9 fmol)에서 보다 약 

6배 정도 많다. 에스트로겐과 함께 항남성호르몬제를 복합 투여받는 은 수캐에서 립선 

간질 (stromal elements)은 히 증 되었으나 상피 (epithelial elements)는 오히려 퇴축

되어 체 으로는 립선 용 에 변화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에스트로겐은 BPH

의 병인에서 립선 간질조직의 과증식을 유발하거나 립선세포의 핵에 존재하는 AR의 

양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나타낸다. 그러나 립선이 얼마나 의미있는 양의 에스트로겐을 

생산하고 비정상 인 립선의 성장에 항에스트로겐제가 효과가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BPH 병인에 여하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Estrogen receptor; ER)의 분포와 립선 조직 

내에서 에스트로겐과의 결합은 이질성을 보이고 있으나, 어느 정도의 ER의 양이 립선의 

병 인 성장과 련되는지는 잘 밝 져 있지 않다. 그러나 상피세포외 간질 요소의 역할과 

련하여 립선의 구획에 따른 ER의 localization에 한 학문  심은 매우 높다. 

에스트로겐과 안드로겐의 상 계에서 있어서는 에스트로겐이 남성호르몬에 반하는 특성

을 소유한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안드로겐에 의해 래된 립선 세포의 성장을 방해

하지는 않으며, 조 으로 안드로겐의 효과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를 이용

한 실험에서 BPH는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의 복합사용 시에는 찰되지 않았으나 

DHT 는 3-α-diol과 같은 5α-androstene 사물을 거세된 개에게 estradiol과 함께 투여한 

결과 립선의 크기가 2-4배 증가됨을 찰하 는데, 이는 립선 세포수의 증가에 의한 

립선의 진성비 다. DHT와 에스트로겐의 복합사용은 DHT 형성을 증가시키기 한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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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 사, 콜라겐 형성 그리고 세포사의 변형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 에스트로

겐은 립선의 편평상피화생 (squamous cell metaplasia)을 래하지만 이 작용은 남성호르

몬에 의해 억제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BPH의 발달에는 안드로겐/에스트로겐 비의 감소

가 가장 요한 병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4. 성기능장애와 LUTS

성기능장애는 BPH에 의한 LUTS와 함께 노인에서 가장 흔한 비뇨기과  질환이며 나이에 비례하

여 유병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특히 LUTS를 포함한 배뇨문제로 진료를 원하는 환자

에 있어서 성기능장애는 흔히 동반되는 데 사정장애는 38-67%, 발기 장애는 41-63%의 높은 유병율

이 보고되고 있다.[15] 두 질환은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발생하여 서로 직간  향을 미치며 공존

한다는 사실에서 과거 몇 년 동안 이들 질환 사이의 연 성에 한 연구자들의 심이 높아지고 있

다. 특히 성기능의 유지에서 성호르몬의 역할이 요하다는 측면에서 LUTS와 성호르몬의 직  

련성 까지도 제기된다. 

1994년 The Agency for Health Care Policy and Research (AHCPR)의 Achiev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에서 BPH 자체가 나이에 따른 성기능 장애의 증가와는 독립 으로 악 향을 끼친다는 증거

는 없다고 하 다. 한 Downs와 O'Leary [16]는 BPH는 성기능에 해로운 조직학  변화를 유발하지

는 않으며 오히려 당뇨, 질환, 신부  같은 만성질환이 동반된 정상 인 노화과정이 성기능의 감

소에 더 많은 기여를 한다고 하 다. 

최근 표본 집단을 상으로 시행한 자가 설문지를 이용한 역학조사에서 LUTS는 발기 장애, 사정장

애, 성욕의 감소 등의 성기능 장애의 험인자로 밝 진 바 있다. ‘Krimpen study' 에서는 50-75세 

Dutch 남성을 상으로 자가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 (International Prostatic symptom score (IPSS), 

International Continence Society Sex (ICS-sex)설문과 의학  병력에 한 설문지)에서 IPSS가 높은 

남성에서 발기 장애와 사정장애가 유의하게 존재함을 발견하 다.[17] The Multinational Survey of 

the Aging Male (MSAM-7)은 유럽과 미국 6개국의 50-80세 남성 34,800명의 표본 집단을 상으로 

요로 증상 (IPSS)과 성기능 평가 설문지 (Danish Prostatic Symptom Score (DAN-PSS-Sex)와 

International Index of Erectile Function (IIEF)를 이용하여 회수된 12,815개의 설문지를 분석하여 나

이나 생활방식, 여러 동반 질환과는 독립 으로 LUTS의 severity가 발기, 사정, 성욕의 유의한 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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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보고하 다.[18] Cologne Male Survey에서는 독일의 표본 집단에서 발기 장애 (the 'Kolner 

Erfassungsbogen der Erektile Dysfunktion')와 배뇨장애에 하여 조사된 4,489개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당뇨, 고 압, 골반수술 같은 동반 질환뿐만 아니라 나이와도 독립 으로 발기 장애를 가진 남성

의 평균 IPSS가 발기 장애가 없는 남성보다 높아 LUTS는 발기 장애의 발병에 있어 독립 인 험 

요소로 여겨진다고 하 다.[19] Hansen[20]도 LUTS와 성기능과의 계를 평가하기 해 40-65세의 

무작  표본 집단을 상으로 IPSS와 Danish Prostate Symptom Score 설문지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

과 LUTS를 가진 남성은 그 지 않은 남성에 비해 세 배 정도 발기의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성생활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LUTS가 성기능 장애의 독립 인 험 요소임을 시사한다고 하 다. 이

상의 결과로서 LUTS와 발기 장애, 사정 장애, 성욕의 감소 사이에 연령-독립 인 연 성이 있다는 것

을 시사하고 있다.[17-21] 그러나 인구집단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selection bias의 잠재 인 효과

를 완 히 없앨 수는 없으며 경도의 LUTS나 성기능 장애를 가진 응답자들이 이런 연구의 참여에 

심을 덜 가지거나 자신의 요로 증상 혹은 성기능 장애에 해서 부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는 

respond-bias의 험성이 동반될 수 있다.[7,14] 나아가 연구자들이 서로 다른 설문지를 사용함으로써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직  비교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LUTS와 성기능 장애의 연 성이 

이들 사이의 인과 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LUTS의 존재가 직 으로나 간 으로 성기능 장애의 험을 증가시키거나, 성기능 장애가 

LUTS 발생의 험 요소로서의 정확한 작용기 은 아직까지 불확실하다. 남성 성기능장애  발기 장

애와 사정장애는 하부요로와의 발생학 , 해부학  계상 기질  측면에서, 성욕 하와 극치감 장애

는 배뇨장애에 의한 정신  측면에서 그 련성이 검토될 수 있다. 즉 두 질환에서 공통  병인으로

서는 해부학 으로 인 한 하부요로계와 생식기는 인 하여 있으며, 발생학 으로도 요생식동이나 

신  같은 동일한 장기로부터 발달되며, 기능 으로는 립선에 인 한 신경 총에 의해 같이 지배

되는 을 들 수 있다. 따라서 BPH에 의해 신경총이 압박되면 음경해면체 평활근이 비후되어 평활근

의 수축과 이완능이 하되어 발기부 이 유발될 수 있다. 그 외에도 BPH에 의한 방 출구폐색과 

련된 아드 날린 활성 증가가 발기와 사정의 정상  과정을 방해하거나,[18,21] LUTS에 의한 야간뇨

가 수면 패턴을 방해하여 성기능의 손상을 야기 할 수도 있다.[19] 더욱이 LUTS에 수반되는 배뇨장

애로 인한 스트 스도 성기능에 부정  향을  수 있기 때문에 정신병리학  인자도 요한 역할

을 한다.[18,21]  다른 인자로서는 성기능장애나 야간발기 감소로 인한 사정기회 감소로 동반된 사

정액 류에 의한 립선  정낭의 울 이 LUTS를 유발할 수 있다. 임상 으로는 성기능 장애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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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후 LUTS의 개선 정도나 BPH에 의한 LUTS의 치료가 성기능 장애의 개선에 제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증명된다. 따라서 성기능 장애와 LUTS는 각각의 질환에 해 독립  험요소로 보다는 인

체 내 다른 병  상태와 함께 상승인자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LUTS와 ED의 발생기 으로서는 NOS/NO  PDE-5계  ET-1/Rho kinase 활성이상, 자율신경계 

기능이상 그리고 골반동맥경화 등이 알려져 있으며 성호르몬이 이들 효소계의 활성이나 병인에 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전립선 용적 및 LUTS에 호르몬 치료 효과

BPH의 약물요법에는 알 차단제와 5-알 환원효소억제제가 있으며 알 차단제는 요폐색 완화 목

으로, 5-알 환원효소억제제는 요폐색완화  립선 용 의 감소 목 으로 이용된다. 5-알 환원

효소억제제에는 2형 억제제인 finasteride와 2세 인 1형  2형 억제제인 dutasteride가 있으며 투여 

후  DHT 농도는 각각 70%  90.2%, 립선내 DHT 농도는 각각 80-90% (제 2형 환원 효소 억

제능으로서)  93.4%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5-알 환원효소억제제는 분화된 립선 

세포의 세포고사를 유발하는 데 간질보다는 선조직에 작용하여 립선 용 을 감소시키며 용 이 큰 

BPH에 보다 효과가 있다. BPH에 의한 IPSS 증상 수 8-19의 등도 폐색과 립선 용 이 40ml 이

상인 경우 5-알 환원효소억제제 투여로써 립선 크기는 20-30%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22] 그러나 

발기부 이 5.1-9.0%, 성욕 하, 사정액 감소, 사정장애, 여성형 유방  유방통 등과 같은 부작용이 

0.8-5.0%의 빈도로 동반된다.

BPH에서 립선 증식이  DHT보다는 립선내에 국소 으로 증가된 DHT에 의한다는 데 근

거하여 DHT제제가 남성갱년기장애의 치료제로서 고려될 수 있다. [23] DHT 투여시 황체호르몬 

(LH)의 뇌하수체 분비에 한 DHT의 효과로 인해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라디올치는 감소하

며, 립선 조직내 DHT 한 테스토스테론과 이들의 구체의 감소를 통해 감소하여 어들게 된다. 

따라서 DHT는 방향화되지 않는 natural selective androgen receptor modulator로서 남성갱년기장애 

환자에서 립선 용 의 변화없이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안드로겐 제제로 심을 끌고 있다. 

남성갱년기장애 환자에서 장기 인 호르몬 보충요법 후 립선의 크기나  PSA치에 유의한 변

화가 없고 배뇨증상의 악화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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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LUTS의 주요 원인인 BPH의 병인에는 몇가지 종류의 호르몬과 성장인자 등 다양한 인자가 복합

으로 여하고 있으며 이  성호르몬 의존성 장기인 립선의 발달  성장에 있어서 테스토스테론

이나 에스트라디올 등의 성호르몬의 작용과 함께 성호르몬 수용체  핵 기질 등 립선 세포 내의 

미세기 과의 상호 계가 요한 기 으로 여한다. BPH는 조직학 으로는 간질조직의 증식이며 

따라서 성호르몬 에서도 립선 상피세포 증식에 주로 작용하는 DHT의 작용에 의하기 보다는 간

질의 증식에 요한 역할을 하는 에스트로겐 작용이 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DHT는 간질과 상

피세포의 상호작용이나 성장인자의 활성을 조 함으로써 립선내 세포의 증식과 이행 와 요도 변

연 에서 소결 을 생성하여 BPH 발생에 간 으로 여한다. 다만 BPH나 LUTS가 노령에 나타남

으로서 이로 인한  안드로겐 하와 련된 신기능  신경 계의 국소 조 기능의 하로 

인해 환자에서 나타나는 LUTS의 정도는 보다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Barry MJ. Epidemiology and natural history of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Urol Clin North 

Am 1990;17:495-507 

2. Chute CG, Panser LA, Girman CJ, Oesterling JE, Guess HA, Jacobsen SJ, et al. The 

prevalence of prostatism: a population-based survey of urinary symptoms. J Urol 1993;150:85-9 

3. Hoesl CE, Woll EM, Burkart M, Altwein JE. Erectile dysfunction (ED) is prevalent, bothersome 

and underdiagnosed in patients consulting urologists for benign prostatic syndrome (BPS). Eur 

Urol 2005;47:511-7 

4. Anawalt BD, Merriam GR. Neuroendocrine aging in men. Andropause and somatopause. 

Endocrinol Metab Clin North Am 2001;30:647-69 

5. Ponholzer A, Plas E, Schatzl G, Jungwirth A, Madersbacher S; Austrian Society of Urology. 

Association of DHEA-S and estradiol serum levels to symptoms of aging men. Aging Male 

2002;5:233-8 



Sex Hormone and Lower Urinary Tract Symptoms / Benign Prostatic Hypertrophy  115

6. Bartsch G, Rittmaster RS, Klocker H. Dihydrotestosterone and the role of 5 alpha-reductase 

inhibitors in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Urologe A 2002 ;41:412-24 

7. Behre HM, Kliesch S, Leifke E, Link TM, Nieschlag E. Long-term effect of testosterone 

therapy on bone mineral density in hypogonadal men. J Clin Endocrinol Metab 1997;82:2386-90

8. Morales A, Heaton JPW. Hormonal erectile dysfunction: Evaluation and management. Urol 

Clin North Am 2001;28:279-88

9. Untergasser G, Madersbacher S, Berger P.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age-related tissue- 

remodeling. Exp Gerontol 2005;40:121-8 

10. Gann PH, Hennekens CH, Longcope C, Verhoek-Oftedahl W, Grodstein F, Stampfer MJ A 

Prospective study of Plasma hormone levels, nonhormonal factors, and development of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Prostate 1995;36:40-49

11. Suzuki K, Ito K, Ichinose Y, Kurokawa K, Suzuki T, Imai K,  Yamanaka H, Honma S 

Endocrine environment of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prostate size and volume are 

correlated with serum estrogen concentration. Scand J Urol  Nephrol 1995;29:65-68

12. Pike MC, Ursin G Etiology of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In: Petrovich Z, Baert L (eds)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innovations in management. Springer, Berlin Heidelberg New 

York, 1994;pp 1-16

13. Giovannucci E, Platz EA, Stampfer MJ, Chan A, Krithivas K, Kawachi I, Willett WC, 

Kantoff PW The CAG repeat within the androgen receptor gene and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Urology 1999;53:121-125

14. Laumann EO, Paik A, Rosen RC. Sexual dysfunction in the United States: prevalence and 

predictors. JAMA 1999;281:537-544.

15. Wasson JH, Reda DJ, Bruskewitz RC, et al. A comparison of transurethral  surgery with 

watchful waiting for moderate symptoms of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The Veterans Affairs 

Cooperative Study Group on Transurethral Resection of the Prostate. N Engl J Med 

1995;332:75-79.

16. Downs TM, O'Leary MP. Sexual dysfunction in patients with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Curr Opin Urol 1999;9:9-14.



116  제7회 가톨릭 비뇨기과 심포지움

17. Blanker MH, Bohnen AM, Groeneveld FP, et al. Correlates for 발기 and ejaculatory 

dysfunction in older Dutch men: a community-based study. J Am Geriatr Soc 2001;49:435-442.

18. Rosen R, Altwein J, Boyle P. et al. Lower urinary tract symptoms and male sexual 

dysfunction: the multinational survey of the aging male (MSAM7). Eur Urol 2003;44.637-649.

19. Braun MH, Sommer F, Haupt G, et al. Lower urinary tract symptom and erectile dysfunction: 

co-morbidity or typical "Aging Male: symptoms? Results of the 'Cologne Male Survey' Eur 

Urol 2003;44:585-594.

20. Hansen BL. Lower urinary tract symptoms (LUTS) and sexual function in both sexes. Eur 

Urol 2004;46:229-234.

An association between LUTS and sexual dysfunction is confirmed by this survey.

21. Pearlman CK, Kobashi LI.  Frequency of Intercourse in men. J Urol 1972;107:289-301

22. Harzmann R, Weckermann D, Wawroschek F Behandlung der benignen Prostatahyperplasie. Z 

Ἅrztl Fortbild  Qualitἂtssich 1998;92:319-324

23. Vermeulen A. Androgen supplementation in elderly males: is dihydrotestosterone to be 

preferred? Aging Male. 2004;7:325-7 

24. Snyder PJ, Peachey H, Hannoush P, Berlin JA, Loh L, Lenrow DA, et al. Effect of 

testosterone treatment on body composition and muscle strength in men over 65 years of age. 

J Clin Endocrinol Metab 1999;84:264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