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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재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만성성인병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생

식비뇨계 질환의 증가 또한 뚜렷하다. 폐경기 이후의 여자는 난소의 기

능이 대부분 정지하여 여성호르몬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과는 달리 남

자는 고환의 성능이 아주 천천히 감소한다[1]. 노년층의 증가로 남성의 

비뇨기과 질병 중 발기부전(erectile dysfunction), 양성 전립선 비대증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BPH), 전립선암(prostate cancer) 등의 발

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가장 흔한 남성 성인병 중의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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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BPH) is a very common urological disease in older men, and it typically leads to lower uri-
nary tract symptoms (LUTS). The exact cause of BPH is not known. Physical activity is increasingly recognized as an important modifi-
able lifestyle factor and several studies have demonstrated an inverse relationship of exercise with development of BPH/LUTS. In this 
review paper, the evidence for the impact of exercise on the occurrence and development of BPH/LUTS in the context of the other 
known risk factors for BPH will be discussed.

METHODS: A systematic search on PubMed and RISS was performed to obtain previous studies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xercise and BPH/LUTS.

RESULTS: Studies have demonstrated that physical activity/exercise ranging from light housework to sports are inversely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BPH/LUTS. Several mechanisms for this association have been proposed, including sympathetic tone, hor-
monal changes, inflammation, and autophagy. There are some points to be implemented regarding the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exercise and development of BPH: Prevention is likely to be more effective than treatment of BPH/LUTS through exercise, and it is 
more effective to exercise at a young age than at an old age. The effects of exercise on preventing BPH/LUTS are dosage-dependent, 
such as exercise intensity and volume.

CONCLUSIONS: It is concluded that there is a protective role for exercise in reducing the risk of developing BPH/LUTS. However, it is 
still necessary to obtain the precise mechanism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exercise and BPH/LU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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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 비대증(여기서부터 BPH로 부름)은 30대부터 증상과 관련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50대 후반부터는 삶의 질을 저하시킬 정

도의 증상이 생긴다[2]. 현재 BPH를 발병시키는 몇 가지 위험 요인들

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들 요인들은 나이와 인종과 같은 수정할 수 없

는 위험 요소들과 식단과 같은 수정 가능한 위험 요소들을 포함한다

[3]. 신체활동은 점점 더 중요한 예방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몇몇 

연구는 운동과 BPH/하부요로증상(lower urinary track symptoms, 

LUTS)의 진전의 역관계를 입증하였다. 꾸준한 운동은 BPH와 하부요

로증상(여기서부터 LUTS로 부름)에 대해 복잡하고 다른 위험 요인들

과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운동이 BPH/LUTS의 발병에 미치는 효과

를 따로 독립시켜 논의하기는 어렵다. 이 논문은 BPH에 대해 알려진 

위험 인자들을 가지고 운동이 BPH/LUTS의 임상적 발병과 진전과정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증거들을 검토할 것이다.

본 론

1. BPH의 병리학

전립선(prostate)은 남성 생식기관의 하나로 방광 바로 밑에 위치하

며, 전립선 가운데에 나 있는 구멍으로 사정관(ejaculatory duct)과 요

도(urethra)가 통과한다[4]. BPH는 오줌이 배출되는 통로인 요도가 전

립선의 가운데를 통과하기 때문에, 요도 후부의 점막 아래에 있는 내

선, 요도 주위선이 과증식(hyperplasia)하면 전립선 요도가 좁아지거나 

아주 폐쇄되어 배뇨 장애를 발생시키는 질병을 의미한다[5]. 노령인구

의 50% 이상에서 BPH로 인해 LUTS의 증상이 나타나며, BPH로 인한 

LUTS 중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자주 소변을 보게 되는 빈뇨(frequent 

urination) 현상인데 이로 인해 여행하기 전이나 취침 전에 물을 마시

지 못하고, 장시간 차를 타거나 운전할 때, 혹은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중간에 깨는 등 일상생활에서 한 가지 이상의 생활에 불편함을 야기

한다[6]. BPH의 증상은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weak stream), 소변을 참

기가 힘들고(urgency), 자는 중간에 소변을 보게 되고(야간뇨, noctu-

ria), 소변이 마려운데 바로 배출되지 않고(hesitancy), 힘을 주어야 소변

이 나오고(intermittency), 소변이 남아있는 느낌이 드는 증상(residual 

urine sense, incomplete emptying)이 나타나며, 증상이 심해지면 과민

성 방광이나 소변을 아예 보지 못하는 급성 요폐(urinary retention)를 

동반할 수 있다[7]. 이러한 증상들은 통증으로 인한 고통, 생리적 불편

함 외에도 불안이나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

다[8]. 

병리학적으로 BPH는 상피(epithelial)와 간질(stromal) 부분의 세포 

증식성(hyperplastic) 성장으로 인하여 전립선에서 수많은 결절(nod-

ules)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9]. BPH에 대한 병리학은 완전히 이해되

지 않았고 방광의 외부로 나가는 통로의 방해뿐만 아니라 방광 자체의 

변화로도 기인한다. 따라서, 1) 조직학적으로 BPH를 가진 모든 남성이 

비뇨기 증상을 가진 것은 아니며, 2) 뚜렷한 전립선 비대가 없이도 

BPH가 발생할 수 있으며, 3) BPH/전립선의 크기 정도는 LUTS의 심각

도를 예측하지 못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10]. 표준화되고 검증

된 미국 비뇨기 학회 증상 지수(American Urological Association 

Symptom Index, AUASI)를 사용하여 BPH 증상이 존재하는지, 심각도

가 어느 정도인지, 환자의 충격이 어떠한지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

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임상 결과 측정으로 여겨진다[10]. 전립선 크기

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전립선 크기는 연령에 비례하며, 정상적인 전

립선 크기는 평균 20 g인데 반해 BPH 환자의 전립선 크기는 평균 33 g

이다[11]. 국내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전립선 크기는 65세 이하에서 

22.5 g, 66-70세는 22.8 g, 71-75세는 26 g, 76-80세는 27.7 g으로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12].

2. BPH 발병 원인

BPH의 진전은 여러 위험 요인들과 연관되어 있지만, 그 발병 원인은 

현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안드로겐, 에스트로겐 등의 성호르

몬의 불균형(hormonal imbalance), 전립선의 간질과 상피세포의 성장

인자, 예를 들어, 상피성장인자들(epithelial growth factors)의 과잉발현

과 이러한 성장인자 수용체(steroid hormone receptor)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13]. 남성호르몬인 다이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dihy-

drotestosterone, DHT)은 전립선 세포의 증식(cell proliferation)과 세포

사멸(apoptosis)의 비정상적 불균형을 일으키거나[14], 나이, 가족력, 인

종, 당뇨,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등과 같은 만성질환 등이 연관되어 있

고[15], 식생활 습관과 영양 요소 등의 다양한 기전을 통하여 BPH에 영

향을 끼치며[16], 신체활동, 레저, 운동, 흡연, 음주 등과 같은 생활양식

(lifestyle)이 BPH 유발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

지고 있다[3].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건강에 여러 이점을 준다는 것

은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어 왔다. 최근에 다이어트와 운동, 그리고 식

단과 운동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 중의 하나인 신체 체형(body 

habitus) 또한 BPH와 연관된다고 한다[3]. BPH의 임상적인 치료로는 

α-blockers와 5α-reductase inhibitors (eg., finasteride, dutasteride), 수술 

또는 이 방법들의 복합적 처방이 있고[17], 비약물성 물질로는 아연, 셀

레늄(selenium), 비타민 E, 아미노산 등이 알려져 있다[18].

운동부족은 관상동맥 질환, 뇌졸증, 제2형 당뇨, 골다공증, 몇 가지 

암과 같은 만성질환의 발병률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키는 반면 규칙적

인 운동은 대사 증후군(metabolic syndrome)과 같은 만성질환을 예방

하고 질환을 완화시키고 진전을 늦출 수 있다[19]. 이러한 질환들과 유

사하게, 다양한 레저활동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포함한 생활양식이 

BPH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LUTS를 완화시킨다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10].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노인들의 BPH를 예방하는 데 있어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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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이나 수술 등과 같은 방법보다 비용적인 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에

서도 훨씬 효과적인 위험 감소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10]. 본 논문

에서 저자는 현재까지 연구된 신체활동이나 운동이 BPH의 위험성을 

감소시켜주고 LUTS를 완화시켜주는 효과에 관한 연구들을 분석하여 

이들 연구에서 제시된 신체활동에 의한 BPH와 LUTS의 완화 기전들

을 논의하고자 한다.

3. 운동과 BPH

신체활동은 수많은 건강 이점이 있으며, BPH와 LUTS 발달 및 진전에 

대한 보호 기능의 역할로도 확장될 수 있을 것 같다. 신체활동은 전립선 

크기 감소, 교감신경계 활성 감소[20,21], 전신 염증 수준 감소[22,23] 등과 

같은 몇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 BPH와 LUTS 발달 및 진전에 대한 보

호 기능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몇몇 연구에서 신체활동이 

BPH/LUTS 증상을 낮춰주는 것을 보여 주었지만[23], 대부분의 연구

가 신체활동을 설문지로 조사할 때, 이미 오래전에 BPH 또는 LUTS로 

진단받았던 환자를 포함시켜 사용하였기 때문에 회상 편견(즉, 기억을 

토대로 설문지 작성으로 인한 오류)의 영향이나 역 인과관계(즉, LUTS

로 인해 고통이나 불편함으로 인한 신체활동 감소)에 의해서 연구 오

류가 발생할 수 있다. 회상 편견과 역 인과관계 없이 신체활동과 BPH 

발병 사이의 가능한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고, 이러한 몇 

가지 발병 분석의 결과는 모호한 것이 사실이며, 운동과 BPH 발병과

의 관계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24-26].

운동과 BPH/LUTS 유발과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들은 Table 1에 요

약되어 있다. 이 연구들은 BPH만 또는 LUTS만 또는 2가지 증상을 다 

포함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각 연구마다 이들 용어의 사용이 다르며 

BPH 환자도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 이들 연구의 설계는 7개가 코호트 

연구(cohort study), 5개가 환자-대조군(case-control) 연구, 1개는 종단

적(cross-sectional) 연구였다. 코호트 연구는 특정 요인에 노출된 집단

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을 추적하고 연구 대상 질병의 발생률을 비교하

여 요인과 질병 발생관계를 조사하는 연구 방법으로 요인 대조 연구

(factor-control study)라고 불린다[27]. 환자-대조군 연구는 질병이 있는 

환자군과 질병이 없는 환자 대조군을 선정한 후 질병의 원인 또는 위

험 요인으로 의심되는 요인이 과거에 노출된 분율을 구하여 비교함으

로써 질병 유무와 연구하고자 하는 요인의 상관관계를 교차비(odds 

ratio, OR)로 제시하는 연구이다. 교차비는 1을 기준으로 해석하며, 

OR=1인 경우: 위험요인과 질병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OR >1인 경우: 위험요인과 질병 간의 정 관계이며, OR<1인 경우: 

위험요인과 질병 발생이 역관계로 해석된다[28]. 예를 들어, 운동과 

BPH와의 관계가 역관계라고 한다면 OR<1일 것이다.

Platz et al. [20]에 의해 수행된 연구는 운동 효과가 BPH의 위험을 감

소시켜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전향적 코호트(prospective 

cohort) 연구였다. 전향적 코호트 연구는 질환이 걸리지 않은 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이 특정 위험 요인에 노출되었는가 여부에 따라 현재의 

원인에 의해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규명하는 연구이다[29]. 이 연

구는 1986년에 시작하여 40-75세의 30,634명의 남성들을 2년마다 평가

하였다. BPH 환자는 수술을 받았거나, 증상이 있거나, 디지털 직장

(rectal) 검사로 판별하여 정의하였다. BPH 증상은 수정된 AUASI를 기

반으로 한 심각도에 따라 분류하였고, 운동량은 환자들이 보고한 신

체활동의 유형과 지속시간에 기초하여 매주 수행한 metabolic equiva-

lent of task (MET) (MET∙hr/wk)를 계산하여 간접적으로 측정하였다. 

교란 요인들(confounding factors)은 나이, 인종, 흡연, 알코올, 체질량지

수(BMI), 허리 둘레가 포함되었고, 최대 그리고 최저 5분위수(quintil-

es)는 ≥ 33.8 MET∙hr/wk와 0.1-3 MET∙hr/wk로 각각 정의되었다. 운동

의 가장 높은 5분위수에서 가장 낮은 5분위수와 BPH에 대한 수술이 

Table 1. Summary of the literature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xercise and BPH/LUTS

Study Study type # of Subjects Symptoms Results

Platz et al. [20] Prospective cohort 30,634 BPH/LUTS OR ↓ 0.75 extreme quintiles
Meigs et al. [30] Cohort study 1,019 BPH OR ↓ 0.5 top vs. bottom quartile
Williams [31] Cohort study 1,899 BPH OR ↓ 0.68 fastest vs. slowest
Prezioso [32] Cohort study 1,033 LUTS ↓ Risk of incomplete emptying, intermittence, urgency, and repeat voiding
Rohrmann et al. [33] Case control 2,797 LUTS OR ↓ 0.48 active vs. sedentary
Lagious et al. [34] Case control 430 BPH OR ↓ 0.59 high vs. low activity
Dal Maso et al. [25] Case control 2,820 BPH OR ↓ 0.6-0.7 occupational, 0.5-0.7 recreational
Wolin et al. [35] Cohort study 4,710 LUTS OR ↓ 0.87 nocturia, OR ↓ 0.66 severe nocturia
Lee et al. [36] Cohort study 582 BPH OR ↓ 0.93 lower sedentary time, 0.17 high sedentary time
Hong et al. [37] Cross-sectional 641 BPH/LUTS No difference between exercise and no exercise. 

Moderate exercise decreased OR.
Lacey et al. [26] Case control 677 BPH No association
Joseph et al. [38] Case control 708 LUTS No association after adjustment for other factors
Kristal et al. [24] Cohort study 5,667 LUTS No association with level of physic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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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확률이 비교되어, 교차비(OR)가 0.75로, 가장 높은 신체활동 그

룹과 관련이 있었다. 즉, 운동량이 많은 사람들(≥ 33.8 MET∙hr/wk)은 

운동량이 적은 사람들(0.1-3 MET∙hr/wk)에 비해 BPH 때문에 수술을 

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1년에 Meigs et al. [30]의 코호트 연구는 1,019명의 남성들을 평균 

9년 동안 추적 관찰하였다. 7일의 운동빈도 기록으로 구성된 환자 설

문지를 사용하여 운동을 평가했으며, 에너지 소비에 기초하여 환자들

을 중간, 힘든, 격렬한 운동그룹으로 분류했다. 후속 치료 9년 동안, 비

신체적 활동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의 신체활동이 BPH를 유발하는 

교차비로 0.5를 보여주었다. 보정된 변인으로는 연령, 혼인 여부, 허리-

엉덩이 비율, 알코올 섭취, 심장질환, 전립선 특이 항원(prostate-specific 

antigen, PSA) 수준, β-차단제 사용, 고혈압이 포함되었다. 2008년에 수

행된 Williams의 코호트 연구[31]는 1991년과 2002년 사이에 28,612명

의 남자들을 조사하였다. 환자들은 설문지에 따라 매주 달리기 거리

와 10-km 경주 기록에 의해 분류되었으며, BPH 발병은 초기 설문조사 

이후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라 정의되었다. 진단을 수행한 구체적인 기

준은 설명되지 않았고, 흡연, 엄격한 채식주의자, 당뇨병과 같은 교란 

요인들은 배제되었다. 운동량/강도와 관찰된 BPH의 위험 감소 사이에 

선량-의존적(dosage-dependent) 효과가 확인되고, 이 선량-의존적 효과

는 미국 스포츠의학회, 미국 심장협회, 질병예방센터가 추천하는 운동

량/강도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익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Prezioso et al. [32]은 1998년과 1999년 사이에 배뇨장애를 갖고 있는 

1,033명의 이탈리아 환자들을 대상으로 증상을 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IPSS), International Continence Society (ICS-BPH), 

short form-36 (SF-36) 설문지를 통해 평가하였다. 좌식자에 비해 규칙

적으로 운동 참가자는 전립선 크기가 작고 IPSS가 낮은 것으로 밝혀졌

다. 전반적으로, 활동적인 환자들은 incomplete emptying, double void-

ing, intermittency, urinary frequency와 같은 4가지의 LUTS 증상의 확

률이 낮게 나타났다. Rohrmann et al. [33]은 nocturia, hesitancy, weak 

stream, incomplete emptying의 4가지 증상 중 적어도 3가지 증상을 가

진 2,797명의 남성을 조사하였다. 환자-대조군 방법을 사용하여, LUTS

를 가진 피실험자는 주간 운동 빈도와 소비된 METs에 따라 분류된 

증상이 없는 피험자와 비교했을 때, 여가 신체 활동이 더 많은 사람들

이 LUTS의 위험성이 낮았고, 중간 그리고 활발한 신체활동을 하는 남

성들 또한 신체적 여가 활동이 없는 남자에 비해 위험도가 낮게 나타

났다(OR= 0.48). 그러나 신체활동이 더 많다고 해서 위험을 더 감소시

키는 것을 확인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운동량에 따른 반

응을 찾지 못하였다. 

Dal Maso et al. [25]은 1991년과 2002년 사이 이탈리아에서 1,369명

의 가장 높은 그리고 가장 낮은 직무/레크리에이션 운동 수준을 비교

하여, 운동을 더 많이 하는 사람에게서 BPH의 OR이 더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힘든/격렬한 신체 활동 수준의 BPH에 대한 OR은 15-19세

에 0.6, 30-39세에 0.6, 50-59세에 0.7이었다. 2 hr/wk 미만의 레크리에이

션 신체 활동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신체활동에 대한 BPH의 

OR은 15-19세의 경우 0.5, 30-39세의 경우 0.6, 50-59세의 경우 0.7이었

다. 15-19세 사이의 연령대에서 운동은 직무/레크리에이션 활동 수준

과 그에 따른 BPH 질병이 시작되는 것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Lagiou et al. [34]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184명의 남성의 직

업에 따라 직무 신체활동을 평가했다. 이 연구에서는 BPH를 BPH와 

관련된 수술을 받은 환자들로 정의하였고, 신체활동은 직무 관련 신

체 활동 수준에 기초하여 낮은, 중간, 높은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낮은 

신체활동 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높은 신체활동 수준에서 BPH 위험

의 감소가 관찰되었다(OR 0.59). 

보다 최근의 연구에서 Wolin et al. [35]은 신체활동이 많은 남성들은 

가장 흔하고 성가신 증상인 야간뇨의 위험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4,710명의 BPH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지 조사를 통해 1

주일에 1시간 이상 신체 활동하는 남성은 야간뇨를 보고하는 확률이 

13% 낮았고(OR 0.87), 심각한 야간뇨를 보고할 가능성이 34% 낮았다

(OR 0.66)는 것을 보여주었다. 최근 국내 한 연구에서 Lee et al. [36]은 

BPH 증상을 갖고 있는 40세 이상, 582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신체 활동

과 생활 양식의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규칙적 운동, 

운동 빈도, 좌식 시간, 레저 활동 시간은 전립선 크기와 관련이 없었지

만 좌식 시간만이 BPH 위험도를 낮추어 주었다. 즉, 좌식 시간이 높은 

환자들(>7 hr/day)보다(OR 1.72), 좌식 시간이 낮은 환자들(4.5-7.0 hr/

day)은 BPH의 위험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OR 0.93). 좌식 시간의 

감소가 보호적 효과를 보여 주었고 BPH 유발을 감소시켰다고 결론지

었다. 

운동과 BPH 간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 4개의 연구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Hong et al. [37]은 BPH 진단을 위해 IPSS 점

수가 8 이상, 초음파로 전립선 크기가 25 mL 이상, 소변 유속이 15 mL/sec 

이하를 BPH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동적인 그룹과 비활동적인 

그룹 간의 차이가 없었지만 운동빈도(주당)로 분류했을 때 적당한 운

동빈도로 운동하는 그룹이 BPH의 위험을 오히려 증가시켰다. Lacey et 

al. [26]은 중국 상하이에서 BPH 환자 206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직업 

관련 신체활동과 조직학적으로 정의된 BPH의 가능성 사이의 연관성

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에너지 소비의 증가가 단일 연령 

그룹(20-29세 연령)에서만 BPH의 위험 감소에 대해 통계적으로 미미

한 경향만을 발견하였다. Joseph et al. [38]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에서 운

동과 LUTS의 심각성 사이에 역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사회

인구학적, 생활방식, 의료 위험요인에 대한 보정 후에 그 연관성이 사

라졌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운동강도에 의해 분류되지 

않았고, 운동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또 다른 부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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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Kristal et al. [24]에 의해 보고된 예상 코호트 연구이다. AUASI 점수 

증가, 의료 개입 또는 수술 개입을 포함한 BPH 발병의 정의를 사용하

여, 7년 연구 기간 동안 5,667명의 환자를 확인했다. 이 연구에서 연구

자들은 의사에 의해 진단한 증상이 없는 환자는 제외시켰으며 신체활

동 평가 방법은 설명되지 않았다. BPH와의 가벼운, 중간, 높은 신체활

동 간에 유의한 상관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가벼운, 중간, 높은 신체 

활동에서 상대적 위험 비율은 각가 0.92, 0.93, 0.96으로 나타났다. 

4. BPH에 대한 운동 효과와 기전

BPH 발병에 대한 운동의 보호 효과에 대한 기전은 다음을 포함한

다: 1) 안정 시 전립선의 교감신경 활성도의 감소, 2) 호르몬 환경의 변

화(안드로겐 수준, 인슐린/인슐린 관련 인자 축, 대사 증후군), 3) 전립

선의 염증과 산화적 스트레스 억제, 4) 자가포식 활성화 증가(Fig. 1).

1) 교감신경 활성도

BPH는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변화하고 이러한 특성은 교감신경계

의 활성화로 인한 전립선 평활근 긴장도 증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39]. 교감신경계의 활성화가 총 요도 압력의 약 50%의 영향을 미치며, 

알파-차단제로 전립선 평활근 긴장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40]. 교감성 

자율신경 활동의 증가는 AUASI, BPH impact index (BPH 영향 지수), 

bother score (성가심 점수)를 포함하여 LUTS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측정값을 증가시킨다[41]. 에너지 섭취, 혈당 상태, 비만은 교감신경계 

활성도에 영향을 미치며, 비만이 아닌 정상 체중을 갖는 사람들은 안

정 시 교감신경계 활성도가 낮다[42]. 몇몇 역학 연구에서 고인슐린혈

증과 좌식 생활 습관이 BPH 성장, LUTS 및 발기부전과 연관이 있음

을 보여주었다[30,43]. 운동 훈련은 고혈압과 증가된 교감신경계의 활

성을 감소시켜주는 것[44]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신체활

동은 비대된 전립선의 평활근의 긴장도를 감소시켜 직접적으로 BPH

와 LUTS의 증상들을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현재까

지 지속적인 신체활동이 전립선의 교감신경계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예, 체중 감소, 혈당 개선 등) 경로를 통해 BPH/LUTS의 증상을 완화

시켜준다고 제시해 준 연구는 없다.

2) 호르몬 인자

대사 증후군은 고혈압, 당뇨, 비만, 자율신경계성 과잉 행동 장애, 그

리고 이상지질혈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고인슐린혈증이 

주요 대사 이상(metabolic abnormality)에 해당된다[45]. 대사 증후군을 

갖고 있는 환자들은 초기 전립선 크기와 연간 성장률(1.019 g/yr vs. 

0.6999 g/yr)과 정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BPH와 21개 대사 증후군과 관

련된 요인들 중 19개가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46,47]. 이 결

과는 고인슐린혈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에서 각각 

전립선 성장률이 1.25 mL/yr와 0.64 mL/yr를 보여준 다른 연구에서 확

인되었으며[48], 이 기전은 세포 증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슐린의 작용

과 IGF-1에 의해 매개되는 인슐린의 세포사멸을 억제시키는(anti-

apoptotic) 효과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48,49].

BPH과 전립선 암에 영향을 미치는 안드로겐이 BPH/LUTS의 발병 

원인으로 보고되었다.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과 다이하이드로테

스토스테론(DHT)는 BPH의 진전에 필수적이며 전립선암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50]. 5-α-reductase 억제제는 BPH 치료에 사

용되며 이 약물은 테스토스테론을 DHT로 변환하는 데 필요한 효소

(5-α-reductase) 작용을 억제시킨다[50]. 이 약물은 전립선 크기의 감소

는 약 26% 감소시키고, LUTS의 배뇨 증상의 감소와 요폐(urinary re-

tention)의 위험을 감소시켰다[51]. 운동은 또한 안드로겐 수치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는 남성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통제 그룹에 비해 20-30% 낮은 범위에 있는 것

을 보여 주었다[52,53]. 이 남성들은 생식선기능저하증(hypogonadism)

에 대해 어떤 임상적 문제도 갖고 있지 않고, 감소 원인은 아직 밝혀지

지 않았지만 시상하부-뇌하수체-고환 축(hypothalamic-pituitary-go-

nadal axis)의 메커니즘과 관련된다고 하였다[52].

3) 염증/산화적 스트레스

BPH 환자의 전립선을 조직학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염증반응이 크

게 증가되어 있는 것과 BPH 조직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과발현과 

같은 증거로 보아 염증은 BPH 발병과 진행에 크게 관련되어 있는 것

으로 보인다[54,55]. 염증은 전립선암 발생의 주된 자극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BPH는 산화적 스트레스나 IGF-1에 의해 촉진된 비정상적 전

립선 성장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렇다면, 염증 경로를 억제

시키면 잠재적으로 BPH 위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타

당할 것이다. 매일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약물(NSAID) 또는 콜레스

테롤 감소 약물인 스타틴(statin)을 복용하는 남성 환자들은 낮은 소변 

Fig. 1. A proposed model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activity 
and the development of BPH/LUTS. Oxi. Damage, Oxidative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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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속과 전립선 비대의 위험을 유의하게 줄일 수 있었다[21,55]. 그러나 

다른 대규모의 코호트 연구에서, NSAID의 사용은 임상적 BPH의 위

험을 감소시키지 못하였다[56,57]. Choi et al. [58]은 LUTS가 약하거나 

없는 남성보다 보통 또는 심각한 LUTS를 가진 남성에게서 훨씬 더 높

은 hsCRP (high-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수치를 발견했다. 그러나, 

비뇨기 클리닉에 온 남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hang et al. 

[59]은 hsCRP와 LUTS 사이의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만성적인 전

립선 염증과 그에 따른 산화적 손상은 BPH의 발병과 관련이 있는 것

으로 점차 인식되고 있으며, 항산화제는 BPH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보인다[60].

4) 자가포식

최근에 자가포식(autophagy)이 BPH 치료를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제안되었다. 자가포식은 세포 내 단백질이나 세포소기관 등을 분해 시

키며 물질들을 재활용시키는 이화작용 시스템이며, 자가세포성 세포

사멸(autophagic cell death)을 유도하여 조직 내 세포 항상성에 관여한

다[61]. 몇몇 연구는 BPH 조직에서 자가포식의 활성이 감소되어 자가

포식성 세포사멸이 감소됨에 따라 전립선 조직의 세포증식이 증가되

는 현상을 BPH 발병의 원인으로 보고있다[62,63]. 따라서 BPH 조직에

서 감소된 자가포식을 활성화시켜 조직 내 적절한 수준의 세포를 유지

시키는 것이 BPH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식이나 

약물 외에 자가포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운동이 포함된다

[64]. 운동은 골격근 외에 여러 조직에서 자가포식을 활성화시키는 것

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운동을 통해 전립선의 자가포식을 직접 활성

화시켜 BPH/LUTS를 치료하고 완화시킬 수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

다. 하지만 운동이 아닌 자가포식을 활성화시키는 약물의 경우에서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BPH 환자들에게 약물(finasteride)을 

투여시켜 자가포식을 증가시켰으며 이렇게 증가된 자가포식은 전립선

을 조직학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62]. 또한 BPH 

동물 모델을 사용하여 자가포식 활성화 약물(rapamycin 유사체)을 투

여하였을 때, BPH 증상이 완화되었다[63]. 하지만 현재 자가포식의 활

성화를 통해 BPH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확한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

다.

결 론 

종합적으로 신체활동과 운동은 BPH/LUTS의 위험을 줄이는 보호

적 역할을 하며, 운동과 BPH는 역관계를 이룬다. 이 역관계의 효과는 

운동량에 따라 달라지며, 젊은 나이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효과가 

크며, 이 효과는 BPH/LUTS의 치료보다는 예방과 관련이 있는 것 같

다. 현재 BPH 발병 후에도 운동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임

상적 연구는 아직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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