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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립샘비대증은 남성 생식기관 중 하나인 전립샘이 커지면서 요도

를 압박하여 생기는 질환이다. 빈뇨, 야간뇨, 잔뇨감, 배뇨지연 등과 같

은 다양한 하부요로증상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러한 증상은 생명을 위

협하지는 않지만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1]. 

전립샘비대증은 중년 이상의 남성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

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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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The incidence was defined as a newly diagnosed patients with BPH in 2012-2016 after excluding patients 
with BPH in 2008-2011. The incidence rate was confirmed by age, administrative districts, and scale of city. Results: The age-standardized incidence rate 
of BPH was 16.3% from 2012 to 2016. The incidence rate was presented to be 8.9%, 16.8%, 25.0%, 26.7%, and 30.4%, respectively, in the 40s to 80s or 
over. According to administrative districts, the highest incidence rate was 18.2% and 17.3% in Daejeon and Gwangju, respectively, and the lowest in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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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내 노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남성에서 고혈압, 당

뇨 다음으로 전립샘비대증이 19.7%로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임을 보고

하였다[1-4]. 이에 따라 사회가 노령화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는 현시점에서 중요한 국민 보건 문제로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

는 실정이다[5-7].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현재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전립샘비대증 유병률 및 발생률에 대한 자세한 현황과 보

고는 미비한 실정이며 또한, 전립샘비대증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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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정의된 역학적 정의가 없어 그에 따라 유병률 또한 폭넓게 보고되

어 있다[8]. 1995년 경기도 연천에서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Lee et al. [9]에서는 하부요로증상을 통해 유병률을 추정하였으며 50대

에서 17.7%, 60대에서 23.3%, 70세 이상에서 35.3%의 유병률을 보인다

고 보고하였고, Chung et al. [10]에서는 1997년 정읍에서 조사한 자료

를 이용하였으며 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IPSS), 직장수

지검사, 요속도검사 수치로 유병률을 확인한 결과, 50대에서 4.3%, 60대

에서 13.2%, 70세 이상에서 16.3%라고 보고하였다. 최근 연구에서는 

IPSS와 경직장초음파를 이용한 전립샘 용적을 이용하여 정의하였으

며 Huh et al. [11]이 제주도에서 유병률을 확인한 연구로 연령표준화유

병률을 23.3%라고 하였으며 지역기반 연구로 시행하였던 Park et al. [7]

에서는 70대에서 43%, 80세 이상에서 53%의 유병률을 보인다고 보고

하였다. 최근 연구에 들어서면서 전립샘 용적을 파악하여 보다 정확도

를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전체 집단에 일

반화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발생률의 경우 보고된 바가 거의 없으며 그 중 전 국민 자료를 

이용한 Lee et al. [12]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이용하여 

2008년에 전립샘비대증을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전립샘비대증 

발생률을 확인하였지만 최근 발생률 현황은 아니며 연령별 발생률만

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반적 현황을 살피기에는 충분치 

않았다.

현 상황에서 노인의 복지 향상과 국가보건, 질병예방을 위한 대책마

련을 위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전립샘비대증의 발생률을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

단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40세 이상 남성 전체의 연령별, 시도별, 

도시 규모별 전립샘비대증 발생률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8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

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외국인 제외) 중 전립샘비대증을 

진단받은 40세 이상의 남성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전립샘비대증의 

진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for Dis-

ease, KCD-7)에 진단코드인 ‘N40’이 주상병 및 부상병 4개에 한 번이

라도 기록된 경우로 정의하였다. 

자료구성

본 연구에서 분석에 이용한 연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 DB를 

이용하여 2012년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시도는 첫 진단시

점의 실거주지주소를 이용하여 구분하였고 추가적으로 대도시(광역

시의 구, 도농복합 군), 중소도시(도의 시와 특별자치시도), 농어촌(도

의 군)을 구분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2012년 7월에 출범한 특별자치시로 2010년 주민등록연

앙인구를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률을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발생률 산출

본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발생률을 산출하였

다. 발생은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전립샘비대증을 한 번이라도 진

단받은 환자 중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전립샘비대증을 진단받았

던 환자는 제외하였으며 발생률은 2012-2016년에 전립샘비대증이 발

생한 환자를 통계청에 보고된 2012년 남성의 주민등록연앙인구로 나

누어 계산하였다. 또한, 지역 간 발생률 비교를 위해 발생률에 가중치

를 부여하는 직접표준화방법을 이용하여 연령표준화발생률(age-stan-

dardized incidence rate)을 계산하였고 표준인구 기준은 2010년 남성 

주민등록연앙인구의 연령구조를 반영하였다. 

Table 1. The incidence rate of BPH according to age group

Age (y) Number of new cases Incidence rate

40-49 395,257 8.91
50-59 633,710 16.78
60-69 506,822 25.20
70-79 315,413 26.66
≥80 91,264 30.37
Crude rate 16.57 (16.55-16.59)
Adjusted rate 16.31 (16.29-16.34)

BPH,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Crude and adjusted rate are presented incidence rate and 95% CI.

Figure 1. The incidence rate of BPH according to age group. BPH,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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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연령대별 전립샘비대증 발생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전립샘비대증이 발생한 환자는 

1,942,466명이었다. 연령을 10세 단위로 구분하여 발생률을 확인한 결

과, 40대, 50대, 60대, 70대, 80세 이상에서 각각 8.9%, 16.8%, 25.0%, 

26.7%, 30.4%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률이 증가함을 보였으며, 40

대부터 60대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Figure 1). 연령표준화발생률은 

16.3%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2. The incidence rate of BPH according to administrative districts

District       Age (y) Incidence rate District       Age (y) Incidence rate District       Age (y) Incidence rate

Seoul 40-49 8.94 Daejeon 40-49 11.10 Chungnam 40-49 10.30
50-59 16.59 50-59 18.84 50-59 17.76
60-69 24.86 60-69 26.81 60-69 25.27
70-79 27.64 70-79 27.25 70-79 25.70
≥80 29.99 ≥80 29.26 ≥80 31.05
Crude rate 16.62 (16.57-16.67) Crude rate 17.97 (17.83-18.11) Crude rate 18.10 (17.98-18.22)
Adjusted rate 16.32 (16.27-16.37) Adjusted rate 18.16 (18.02-18.31) Adjusted rate 17.14 (17.03-17.26)

Busan 40-49 9.76 Ulsan 40-49 8.09 Jeonbuk 40-49 9.68
50-59 16.10 50-59 15.92 50-59 17.83 
60-69 24.39 60-69 25.03 60-69 24.43
70-79 27.23 70-79 29.66 70-79 25.08
≥80 30.37 ≥80 32.93 ≥80 30.01
Crude rate 17.09 (17.00-17.17) Crude rate 15.02 (14.87-15.17) Crude rate 17.80 (17.67-17.92)
Adjusted rate 16.39 (16.30-16.47) Adjusted rate 16.06 (15.90-16.23) Adjusted rate 16.68 (16.57-16.80)

Daegu 40-49 9.66 Gyeonggi 40-49 8.59 Jeonnam 40-49 8.33
50-59 17.90 50-59 16.68 50-59 17.38
60-69 25.30 60-69 25.56 60-69 24.29
70-79 25.99 70-79 26.35 70-79 26.43
≥80 30.86 ≥80 29.39 ≥80 30.99
Crude rate 17.07 (16.97-17.18) Crude rate 15.64 (15.59-15.68) Crude rate 17.73 (17.62-17.85)
Adjusted rate 16.95 (16.85-17.06) Adjusted rate 16.20 (16.15-16.25) Adjusted rate 16.13 (16.02-16.24)

Incheon 40-49 8.07 Gangwon 40-49 7.50 Gyeongbuk 40-49 8.44
50-59 16.43 50-59 15.04 50-59 16.02
60-69 26.23 60-69 23.81 60-69 24.08
70-79 28.67 70-79 26.62 70-79 24.94
≥80 29.61 ≥80 30.09 ≥80 30.47
Crude rate 15.79 (15.70-15.89) Crude rate 16.05 (15.93-16.18) Crude rate 16.72 (16.62-16.82)
Adjusted rate 16.25 (16.15-16.35) Adjusted rate 14.99 (14.88-15.11) Adjusted rate 15.57 (15.48-15.66)

Gwangju 40-49 9.03 Chungbuk 40-49 8.47 Gyeongnam 40-49 8.75
50-59 18.79 50-59 17.12 50-59 16.15 
60-69 25.66 60-69 25.67 60-69 24.48
70-79 28.45 70-79 26.72 70-79 25.85
≥80 31.52 ≥80 31.67 ≥80 31.41
Crude rate 17.11 (16.97-17.26) Crude rate 17.08 (16.95-17.21) Crude rate 16.17 (16.08-16.26)
Adjusted rate 17.28 (17.13-17.43) Adjusted rate 16.39 (16.27-16.52) Adjusted rate 15.91 (15.83-16.00)

Jeju 40-49 8.70
50-59 17.92 
60-69 25.67
70-79 27.38
≥80 36.53
Crude rate 17.10 (16.88-17.32)
Adjusted rate 16.90 (16.68-17.12)

BPH,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Crude and adjusted rate are presented incidence rate and 95%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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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비대증 발생률을 확인한 결과, 조발생률은 대도시에 16.7%, 중소도

시에서 16.1%, 농어촌에서 17.8%로 농어촌, 대도시, 중소도시 순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였지만, 연령구조를 반영한 표준화발생률을 확인해

본 결과, 대도시가 16.5%, 중소도시 16.3%, 농어촌이 15.5%로 농어촌에

서 가장 낮은 발생률이 확인되었다(Table 3).

고  찰

전립샘비대증 발생률을 보고한 국내 연구에 의하면 2008년 전체 발

생률은 10만 명당 2,105명이었다[12]. 국외에서는 네덜란드에서 1995년

부터 2000년까지 자료를 이용하여 1,000인 연당 15명의 발생을 관찰하

였으며[13] 미국 미네소타주 옴스테드카운티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2005년 보고된 미국연구에서는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연령표준화발

생률이 10만 명당 855명이었다[14]. 앞선 두 연구는 흡사한 발생률을 

보였으며 세 연구에서 모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률이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전립샘비대증이 발생한 

환자는 1,942,466명이었다. 연령별 전립샘비대증의 발생률을 확인한 

결과, 연령표준화발생률은 16.3%이었으며 연령대별 발생률은 40대부

터 80세 이상까지 8.9%, 16.8%, 25.0%, 26.7%, 30.4%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률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발생률은 이전에 보고된 연구들

보다는 높은 발생률을 보였지만 이는 전립샘비대증의 정의와 연구기

간, 연구대상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률이 증가하는 결과는 전립샘의 크기가 커지며 방광기능의 악화

로 배뇨증상이 나빠진다는 이전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15-

17]. 또한 40대에서 60대까지 8.9%에서 25.0%로 급격한 발생률 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할 때 전립샘비대증에 미치는 영향이 노년

기에서 보다 중년기에서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의미로 보여지며 Lee 

et al. [12]에서도 동일한 추세의 연구결과를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보

시도별 전립샘비대증 발생률

시도별 전립샘비대증 발생률을 연령대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40, 

50, 60대에서는 대전광역시가 11.1%, 18.8%, 26.8%로 가장 높은 발생률

을 보였고, 강원도가 7.5%, 15.0%, 23.8%로 가장 낮은 발생률을 보였다. 

80세 이상에서는 대전광역시가 29.3%로 가장 낮았으며 제주특별시가 

3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2).

시도별 연령표준화발생률을 확인한 결과, 대전광역시에서 18.2%, 광

주광역시에서 17.3%, 충청남도에서 17.1%로 가장 높은 연령표준화발생

률을 보였으며 이에 이어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북도, 충청

북도,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울산광

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발생률

을 보였던 지역은 강원도와 경상북도, 경상남도로 각각 15.0%, 15.6%, 

15.9%의 연령표준화발생률을 보였다(Table 2, Figure 2).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별 전립샘비대증 발생률

전립샘비대증 환자 중 대도시에 거주하는 환자는 874,502명(45.2%),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환자는 867,650명(44,8%), 농어촌에 거주하는 환

자는 194,585명(10.0%)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 전립

Figure 2. The incidence rate of BPH according to administrative districts. 
BPH,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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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incidence rate of BPH according to scale of city

Age (y) Big city Small-to-medium city Rural area

40-49 9.13 8.75 8.26
50-59 16.85 16.79 16.05
60-69 25.12 25.21 23.63
70-79 27.58 26.26 25.17
≥80 30.23 30.38 30.44
Crude rate 16.68

(16.64-16.72)
16.14

(16.11-16.18)
17.80

(17.72-17.87)
Adjusted rate 16.52

(16.49-16.56)
16.25

(16.21-16.28)
15.45

(15.38-15.52)

BPH,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Crude and adjusted rate are presented incidence rate and 95%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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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전립샘비대증에 미치는 위험요인을 연구

할 경우 중년기와 노년기로 구분하여 위험의 크기를 확인하는 확대연

구도 필요할 것이다. 

시도별 전립샘비대증 발생률을 확인한 결과, 40-60대에서는 대전광

역시가 가장 높은 발생률을, 강원도가 가장 낮은 발생률을 보였다. 또

한, 80세 이상에서는 대전광역시가 가장 낮았고 제주특별시가 가장 높

게 나타났다. 시도별 연령표준화발생률이 가장 높은 시도는 대전광역

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시도는 강원도, 경상

북도, 경상남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도별 발생률의 차이를 임상

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본 연구는 지자체별 발생률을 

제시한 연구로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립샘비대증 환자의 거주지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세 그룹으

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대도시에 16.7%, 중소도시 16.1%, 농어촌 17.8%

의 분포가 확인되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 연령표준화발생률

을 확인한 결과, 대도시가 16.5%, 중소도시 16.3%, 농어촌이 15.5%로 농

어촌에서 가장 낮은 발생률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농촌에 비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병원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

문에 농촌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도시보다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는 

경우가 드물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사료된다. 환자의 

거주지가 아닌 전립샘비대증으로 인한 병원을 내원한 경우의 병원지

역 또한 같이 탐색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질환의 발생을 알기 위한 역학조사에서는 정확한 질환의 정의가 중

요한 것이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립샘비대증은 하부요로

증상의 정도, 직장수지검사 또는 경직장초음파검사를 통한 전립샘의 

비대의 객관적 측정, 요속검사 혹은 압력요류 검사에 의한 하부요로

폐색의 조합을 통해 진단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립샘비대증에 대한 

표준화된 정의가 없으며, 대상 표본의 추출에 일관성이 없어 발생률 

평가를 위한 연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 역시 전립

샘비대증을 진단 코드로만 정의하였고, 임상기록이 아닌 행정자료를 

활용한 연구이기 때문에 하부요로증상을 유발하는 다른 비뇨의학과

적 질환의 오류입력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제한점이 있으며 수술 및 

약물과 같은 처치를 전립샘비대증 진단의 조작적 정의에 반영하지 못

하였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접근 가능한 보건의료빅데이터

를 활용하여 최근 5년간의 국내 전립샘비대증 환자의 누적 발생률을 

연령대별, 시도별, 도시규모별로 연령표준화 결과를 제시한 데 본 연구

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며 본 결과를 토대로 중년남성에서 전립샘비

대증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계획 설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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