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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노인의 하부요로증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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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se‘ Lower urinary tract symptoms(LUTS) is induced by benign prostatic hyperplasia(BPH)，which is highly prevalent
disease of elderly men unregulated growth of Ihe prosate gland. We invesligated on the prevalence 01 LUTS among men of Jeju
region above 65 years old
Melhod and malerial‘ 215011000 ，who had participated in heallh promotion for farmers in 2012 were included. They were

measured by blood pressure(BP)，body weight，height，waist circumference. blood glucose，serum prostate specific antigen(PSA)，
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IPSS)，quality 01 川e(Q。니 digital rectal examination(OR8 for measuring prostate volume，
and residual volume alter voiding by bladder scan. We divided the participants into 3 gruops;comparison 01 mild. moderate‘and
severe groups in IPSS
Re∞Ils: The mean age，prostale volume. waisl，PSA，IPSS，QoL were 74.47 years old，24.83ml，92.01cm，2g.48ngfdL ，11.18‘

3.23，respectively. There was n。이ffernce in age，prostate volume. PSA，residual volume. IPSS in different age groups. The
pr。앓te volume was higher in group 3(IPSS(20). and statistically sig메icant(p=0.01). IPSSwas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QoL
Conclusions: According to our results. moderate symplom of LUTS were common in Jeiu region. Because there was no past

medical history‘no current medication and small participants ，we need to more invesligation for elderly men. (J Med Ufe sci
2013;10(2):106-110)

Key Words : Benign prostatic l1yperplasia，lnoornation외 m。앙800양mptom s∞re，Lower urinary tract 양mptoms ∞re，.Bladder scan

Correspondenceto : Jung-Sik Huh
Je띠 Nalional Universily Hospilal
Jeju Nati。때，UniversitySch∞1이 Medi띠ne，
1753-3，Ar8-1-<ion9，J티U-SI，Jeiu 690-767‘Republic01Korea
E-mail: urohjS@jejunu.ac.kr

요의 저장과 배뇨는 신경과 해부학적 장기의 정상적인 기능

둥으로 잔 이루어점 수 있다 뇌출충，당뇨，수슐 및 손상 풍으로

인해 신경의 이상이나 연령의 증가에 따라 장기의 연화，즉 전립

선비대충과 갇은 젤환에 의해 정상적인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다 배뇨중상은 다양한 중상으로 구성되며 이를 풍블어 하부요

로중생 Lower urinary 앙mptoms，LUTS)이라 한다 하부요로중

상은 소변의 저장 및 배뇨 'll'애로 인한 일련의 증상융 봉뭘어 가
리킨다 이는 저장 중생 s∞r앵e 양mpto미과 배뇨 증생 voiding
앙mptom)으로 나→눌수 있다 저장 중상은 소변이 방핑에 저장되

는 동안 발생하는 충상을 가리키는 말로서 주간 8회이상의 빈뇨

서 론 (increased d양tirne frequency)，수연 중 2회 이상의 야간뇨

(n∞tria). 요싣금(urinary incontinence) 둥이 이에 속한다 배뇨

증상은 소변이 배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히는 증상운 말하며 뇨의

배출이 힘든 경우로 주저뇨 (Hesitancy). 배뇨력 감소 (slow

stream)‘힘주기(straining)‘소연방원 ærmln 떠 며bbling) 퉁이
이에속한다’

Sf부요로증상은 고령자에게 흔히 받생하며.연령이 증가함수확
유영윤이 높게 나타나고 냥성의 경우에는 전렵선출구메색의 주

된 원인인 전립선비대증이 이러한 중상의 가장 흔한 질환이다.u

전립선비대증은 조직학적 진단으로 제한되어 사용되어져야 하며，

양성전립선벼대라는 용어는 직장수지검사 혹은 영상 진단법에서

비대의 소견융 보일 때 사용되어져야 하고 양성 전립선 예색이

라는 용어는 요역학검λ에서 양성 전립선비대에 의해 발생하는

방광출구예색임이 밝혀졌을 때에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제안이

있어3 그 정의가 명확하게 갱립되어지지 않고 있다 인종，연구기

관，국가，조사 대상에 따라 유영윤의 차이는 있지만，전세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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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전립선 득이 항원 (Prostate specific antigen. PSA) 는 명균

29.48ngl 여로 측갱되었다 잔뇨량은 명균 3.3이피였으냐 이 또한

개인차가 심하였다‘ 국제 전럽선 충상 점수 {IPSS score} 는 명균

11.176 점 이었으며， 이 중 삶의 질 정수는 명균 3.23으로 나타났

다 (table 1l

로 대략 30% 가량의 고령 남성에게서 국쩨전립선중상정수 8정
이상의 심한 하부 요로 증상이 나타납을 보였으며 조사 대상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병융 또한 증가하는 경향융 보였다“ 또한

하부요로총상의 유병융은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하부 요로 중상의 발생 요인 중 큰 비충을 차지하는

것이 전립선 벼대중이며 이로 인하여 여러가지 중상이 발생된다

전협선 비대증은 냥성 호르몬과 일접한 연관이 있어，연령이 충

기될 수록 남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늪어나 전립선 비대중

이 유받되기 쉽다 전립선비대충은 전립선의 상피세포와 기질세

포의 중가에 의해 요도틀 싸고 있는 전환대에서 주로 발생되어

비대한 전립선이 요도를 직접 압박하여 배뇨 중상융 일으킨다

연령이 증가한수혹 전럽선 비대중으로 인한 하부 요로 증상이 나

타냐기 쉬우며‘ 50대이상에서 전립선비대중의 유영융은 50%정도
이며 %세 이상에서는 90%이상이 발생원다’ 이에 비해 여성의

경우는 요설긍의 형태로 ß}부 요로 충성이 발생 ß}는 경우가 많다

하부 요로 중상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영융이 중가되며 고령

화가 다른 냐라에 비해 빨리 진행 충인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증

가 추세에 있다 .fHO 이 충상을 겪는 환자에게 삶의 칠에 큰 영향

을 마치는 질환이묘로 앞으로 점차 중요한 질환으로 부각되리라

예상원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 지역 내의 65세 이상의 남성노년

충을 대상으로 하부 요로 중상의 유병윤과， 이에 관련된 요소틀

알아보고자연구하였다

대상및 방법

Table 1. Dermographics

CharaclerisHεs

Numoor

Pros"，"，mze(∞)
Ag애，)

Bodywcigh<<Kg)

Height{cm)

Waist{cm)

Systolicblα엉 π=ure{mmHg)

Diastolic이α>dπ ••••，re(mmH밍
81"잉 잉uoos어mg/dLI

Prostate specüic antigen(ng/띠J

.Residualπ ，lume(떼)

Internation피 prostate sYffiPωmso이.

Qualit，y of life

Value

215

24.83:t6.08

7t1A7:t3.61

66.67:t8.50

165.23:t5，Ol

92.01:t7.91

135.85:t16.93

8O.77:t12，83

134.81土34，78

29.48:t2.103

3.3O:tl0.18

lU76:t6 ，81

3.23:tl.36

제주지역내의 한 단체와 함께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설시된 2012 년도 농엉언을 위한 건강충진 프로그랩으로 각 지역

올 순회하연서 전럽선질환에 대한 건강강좌와 더윌어 기본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2 년 1년 풍안 실시하였다 1대 1 연접
플 흉해 본인이 직접 연문조사에 용하였다 모두 제주지역의 농

협에 소속된 조합원으로 65세 이상의 남성올 대상으로 하였다

1000 영의 남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65세 이상은 총 313영
이었다 기본적인 조사등 위해 나이，키，몸무게， 신장 허리룹

혜，혈압，혈당，전립선득이항원 동올 측정하고 배뇨중상의 평가

를 위해 국제전럽선중상정수 (Intemational Prostate Symprom

Score:IPSS 빠 삶의 전을 자가 명가한 이후 직징수지검사틀 몽해

전휩선크기틀 측정하였으며 배뇨 후 잔뇨검시플 위해 bladder
SCaI꼴 이용하여 잔뇨를 측정하여 기륙하였다 흉해 측정한 215
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하부요로충상을 3군으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SPSS 12프로그행으로 카이쩨곱검갱융 이용하여 봉계분

석올 하였으며 p값이 0.05 이하의 정우에 봉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하였다

결과

이 연구에 포함된 215 명의 명균 연령은 74.47 세 (69- 없세)，전
립선 크기는 명균 24.85때(20-6Om1) ，몽무게는 66.67Kg ，키는

165.23cm 허리툴레는 92.01cm 이었다 혈당은 134.85rng/dL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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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올 세군으로 나누어 관련요소의 의띠흘 알아보고자 하여

69세이상 74세 이하는 1군으로 75세이상에서 79세이하는 2군으

로 80셰 이상은 3군으로 나누었다 1군 .2 군，3군은 각각 126영‘
69영， 20영으로 군간의 인원수의 차이가 있었으며 74서1이하가

많았다 전립선크기는 3군에서 다른군에 비하여 크기가 컸으나

흉계학적으로 의미는 없었다 전립선꽉이함원은 연령이 증가원수

확 중가되는 추셰이나 흉계학적으로 의미는 없었다 잔뇨량도 3
군에서 중가되어 있고 국쩨전립선중상정수와 삶의 질에도 3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2)

전링선중상점수흉 7점이하륜 1군，.8-19 점을 2군 20이상융 3
군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갇다， 1군，2군 3군은 각

각 72영， 113영， 30영으로 연령과 마찬가지로 인원수의 차이가

이었고 나이，몽무게， 혈압，혈당의 차이는 용계학적으로 의띠는

없었다 전립선득이항원은 국제전립선중상정수가 높은 군일수록

중가되었으냐 풍계학적으로 의미는 없었다， 전링선크기는 각 군

의 영균이 24，72，24.16 ，27.67 로 중상접수가 높은 군일수록 중

상정수가 증가되는 추세로 몽계학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p=O.Oll. Bladder scan 을 이용한 잔뇨도 중상점수가 증가할수흑

잔뇨가 중가되었으냐 흉계학적인 의미가 없었다 삶의 질도 충상

정수가 중가힐수록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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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different age group

Characlerislics

Age range(yr)

Number

Prostate sÍl아，，)

Pmcιaìe specific antige띠ng/dL)

Residual volume(ml)

Inìemalional prostate symptom score

@니밍 lity of Jιe

Group 1 Gr。니P 2 Group 3

69-74 75-79 8α

126 69 20

25.16:t6.09 23.62:t5.80 27.00:t6.37

L79:tL83 2AO:t3.95 3.04:t2A2

3.01:t8.87 2.68:t9.70 7.60:t17.06

11.07:t7.22 10.97:t6.35 12.55土 5.64

3.21:t1.36 3.23:tL42 3.35:tL09

Gπ。up 4

0.06

0.09

0.14

0.62

0.09

Table 3. Comparison of different internationa1 prostate symptom score(IPSS)

Characlerislics

IPSS score range

Number

Age(yr)

Bodyweight(Kg)

Heig삐cm)

W'"'“cm)
s%ψlic blood pressur아며αHg)

Di잉tolic blood press띠-e(mmHg)

Blood glucose(mg/d1;

Prostate size(∞)

Prost.ate spe。띠 C 뻐 ligE이ng/dL)

ResiduaJ에ume(ml)

Quality of life

Gro니 P 1 Group 2 Group 3

O← 7 8-19 20<

72 113 30

74.01:t3.52 74.68:t3.61 74.73:t3.82

66.64:t8.78 66.70:t8.45 66.64土 8.26

165.47:t5.81 165.26:t4.74 164_53:t3.91

91.76:t8.4C 91.91:t7.73 93.10:t7.55

135.57:t17.358 136.23:t16.66 135.1O:t17.49

l.14:t1O.3C 8O.29:t13.44 80.27:t 15.94

132.83:t36.29 135.27:t33.20 137.83:t37.72

24.72노5.49 24.16:t5.97 27.67:t7.16

1.95:t1.92 2.02노3.16 2.79:t2.85

2.56:t11.3~ 3.50:t9.53 4.53:t9.85

2.58:t1.08 3.42:t1.36 4.03:tl.30

p value

0.4“3
0.99

0.69

0.71

0.94

0.74

0.78

0.01

0.34

0.65

0.00

하부 요로 증상은 비뇨기과 질환의 흔한 증장이다 2012 년 현

재 건강보험섬사평기원 통계를 기준으로 89만명의 환자가 하부

요로 증상을 진단받았으며， 이는 2011 년의 82만，2010 년의 76만

명에 비해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인 것a로 나타나 있다” 하부

요로 증상은 즉각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나，숙변을

방해하거나 개인 위생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삶의 질을 크게 저

하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하는 질환이다 중

퉁도 이상의 하부요로증상의 유병율은 50-63% 로 보고되었다" ι

만성진행성 신경퇴행성 질환인 파킨슨벙어) 대한 연구에서 하부

요로증상의 유병율은 경증이 48.6% ，중등증 33.3% ，중증 18.1%

로 매뇨증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파킨슨질환 환자의 주된

증상으로는 저장장애증상인 비뇨，요절박， 야간뇨 등이 주된 것

ε二二二τ i 그콕 칠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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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의 하부요로증상은 임신，출산과 관련되

어 나타나는 회음부근육의 약화로 인한 요실금의 형태로 나타난

다 30세에서 89세의 3，371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하부요로증

상에 대한 연구에서 요설긍이 주된 증상으로 63.4% 를 나타났으

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반해 남

성은 전립선과 관련되어 배뇨 장애로 나타난다 주저뇨， 배뇨력

감소，소변방울 릉의 증상을 주로 나타낸다 남성의 하부 요로

증상은 비대한 전립선이 요도를 직접 압박하여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을 나타내케 된다 따라서 남성의 하부 요로 증상은

전립선의 크기와 띨접한 연관이 있음이 알려져 있다'"

최근 제주지역내의 전립선비대증의 유명율에 대한 연구에서

50서]이상 남성에서 전립선비대증은 21.0% 로 나타났으며 8C서1

이상에서 50.8% 보였으며 중등도와 중증의 하부요로증상은 연령

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되었다 8 전립선의 크기가 를수록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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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틀 압박하기 생고，강하게 압박할 수 있으으로 전립선의 크기

가 클수확 하부 요로 증상의 정도도 심할 수 있다 하부 요로의

압박이 심한 경우.배뇨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뭇하여 방광 내 잔

.IL량이 정상인보다 많아져，주간의 빈뇨와 더불어 밤에도 소연융

보러 가기 위해 참음 자주 깨게 되고 이로 인해 숙연이 방해되어

심각한 삶의 질적 저히틀 열려올 수 있다

하부 요로 충상은 남성 여성 모두 연령이 증가한수폭 그 빈도

와 중상이 중가히는 것으로 알려져 았다 전립선은 남성 효르온

의 자극으로 성장하므로 남성 호르몽에 노흩된 기간이 길수록 그

크기가 크다 따라서 연령이 증가한수혹 전립선 비대증의 빈도가

높아지여 이로 인한 히부 요로 중상의 발생도 증가하게 된다”

최근 의학기술의 받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중가로 인해 건강충

진프로그램과 더왈어 국가앙검진 둥으로 인해 조기에 질환율 발

견하고 치료하는 경우가 많아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있어 노인

인구가 날로 중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렵선 비대충과 히부 요

로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가 충가하는 추셰이므로 이 질환의 충

요성은 정차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도 연령이 증

가 될수록 전립선크기와 잔뇨，전립선증상점수가 증가되었고，특

히 80세 이상에 증가되었으나 몽계학적인 의미는 없었다

국제 전립선 충상 접수가 늪은 집단일수록 전링선의 크기가

커지며，삶의 질이 크게 멸어졌다 하부요로증상의 정도와 전립

선의 크기가 흉계학적으로 의미가 있었다{p=O.Oll 또한 국제 전

립선 중상 점수가 높은 집단일수폭 삶의 질이 많이 저하되어 있

디는 결과 또한 봉계화적으로 유의미한 결과{p=O.OO}틀 보였다

이 결과는 전립선의 크기와 하부요로중상의 정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립선 중상 점수가 높은 집단일수혹 삶

의 질이 저하되어 있으므로，전립선 중상 정수와 삶의 질은 직접

적인 연관성용 가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조사 대

상의 수가 적었으며‘전립선 비대중 및 히부 요로 중싱어l 영향올
주었을 지도 모르는 현 영력 및 약훌 복용력 동에 대한 조사가

마홉하였다

L .. _결 론 ---.J
하부 요로 중상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짙환으로

연령이 증가한수록 중상의 정도와 유영융이 중가한다 따라서 고

령 인구의 비윤이 많아지면서 하부 요로 충상이 점차 중요한 질

환으로 부각원 것이다 국제 전립선 중상 정수가 높올수혹 전립

선의 크기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으여，삶의 질은 저하되는 경향

윤 보였다 그러냐 조사 대상의 수가 적고 현 병력과 생환숨관에

대한 자료가 미홉하여‘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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