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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metabolic factors on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BPH) by age in Korean men. Methods: This study confirmed 

the occurrence of BPH from 2013 to 2017 in men over 40 years of age who had undergone general health checkups from 2009 to 2010 us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data. They were divided into 10-year-olds from 40s to 80s or over, and the effect of BMI and waist circumference on BPH 

was confirmed using th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Resul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the 40s and 50s, the effect of BMI on BPH was not statisti-

cally significant. However, in the 60s, 70s, and 80s or over, the risk of BPH incidence was 1.41 times, 1.22 times, and 3.01 times, respectively, in obese peo-

ple compared to underweight. In addition, waist circumferenc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BPH in all age groups except for the 40s. As a result 

of analysis of hypertension, diabetes, and hyperlipidemia, the risk of BPH was higher in the group compared to the group without a history, but as a 

result of analyzing by age group,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were found only in the 50s and 60s. Conclusions: Metabolic factors such as obesity, hyper-

tension, diabetes mellitus, and hyperlipidemia was associated with the incidence of BPH. To improve quality of life in elderly, the management plan for 

metabolic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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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립샘비대증(benign prostatic hyperplasia, BPH)은 중년 남성과 노

인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남성의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전립샘

이 비대해지면서 요도를 압박하여 하부요로 증상(lower urinary tract 

symptom, LUTS)을 유발하는 질환이다[1,2]. 전립샘비대증은 중년남성

과 노인에서 잔뇨감, 빈뇨, 간헐뇨, 요절박, 약뇨, 야뇨 등의 증상을 유

발하고 우울하거나 불안한 기분에 이르는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일으

켜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삶의 질을 급격히 감소시킨다[3-5]. 

전립샘비대증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률이 증가하는 질환으

로 2014년 국내 노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남성에서 고혈압, 

당뇨 다음으로 높은 유병률을 가지는 만성질환으로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에 전립샘비대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최근 5년 동안 약 32%가 증가하였다[6,7].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

든 한국은 2025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고령화와 

함께 사회 전반에 걸쳐 중년 이후의 건강과 질병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8].

전립샘비대증의 위험요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전 

연구에서는 연령, 비만, 신체활동, 만성질환상태, 흡연, 음주, 교육수준 

등과 같은 교정 가능한 위험요인과 전립샘비대증과의 관련성을 조사

하였다. 위험요인 중 연령과 BMI는 증가할수록 전립샘비대증에 미치

는 영향이 증가한다고 잘 알려져 있으며, 이와 반대로 흡연, 음주, 신체

활동의 경우 흡연과 음주, 신체활동을 하지 않거나 적게 하는 군에서 

전립샘비대증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제시한 논문도 상당수 보고되었

다. 이와 같이 아직까지 대부분의 위험요인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

으며, 특히 국내연구들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조사된 연구들이 주류

를 이루고 있다[9-19]. 또한, 연령의 경우 다른 요인들에 비해 전립샘비

대증에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대부

분의 연구에서 모형의 보정변수를 추가하는 것으로 반영되어 왔지만 

이처럼 영향이 큰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다른 위험요인의 영향을 파악

하는 것으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맞춤형자료를 이용하여 건강검

진을 시행한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전립샘비대증 발생에 미치는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며 그 결과를 연령별로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자료에서 2009년 1월부터 2017

년 12월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2009-2010년 일반건강검진 대상

자 중 40세 이상의 남성을 연구대상으로 구성하였다. 새로 발생된 전

립샘비대증 대한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자 중 2009년

부터 2012년까지 전립샘비대증을 진단받았던 환자와 암을 진단받았

던 환자를 제외한 후 최종 6,118,816명을 연구에 포함하여 2009년부터 

2012년에는 전립샘비대증이 발생하지 않은 연구대상자에서 2013년부

터 2017년까지 전립샘비대증의 발생한 환자를 확인하였다.

전립샘비대증의 정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fication for Disease, KCD-7)에 기반하여 주상병 및 부상병 진단

코드가 ‘N40’이며 진단과 함께 약물치료 혹은 수술을 시행받은 경우

로 정의하였다. 추가적인 질병정의 요인으로 전립샘비대증의 대표적인 

치료 약물과 수술법을 고려하였다. 약물로는 알파차단제(Prazosin, 

Tamsulosin, Alfuzosin, Doxazosin, Terazosin, Naftopidil)와 5-알파환원

효소억제제(Finasteride, Dutasteride)를, 수술은 경요도적 전립샘절제

술(transurethral resection of prostate), 전립샘적출술(prostatectomy), 광

선택적 전립샘 기화술(photo-vaporization of prostate), 홀뮴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샘 광적출술(Holmium laser enucleation of the prostate), 경

요도 전립샘 절개술(transurethral incision of prostate)을 고려하였다. 

위험요인

본 연구에서 분석에 이용한 변수는 인구학적 요인으로 연령, 거주

지, 음주(음주상태, 음주일수, 일일음주량), 흡연(흡연상태, 흡연량), 신

체활동을 포함하였다. 거주지는 실거주지주소를 시도별로 구분하였

고 음주상태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기준을 참조하여 주 2회 이상이

면서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 이상인 사람을 고위험군 그렇지 않은 군

을 비고위험군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흡연량은 일일흡연량과 흡연기

간(년)을 사용하여 20갑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신체활동은 

걷기, 중등도 활동, 고강도 활동 모두 포함하여 신체활동을 하는 군과 

아닌 군으로 구분하였다. 대사증후군과 관련이 깊은 요인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검진 설문 문항의 과거력,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허

리둘레, 중성지방,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을 포함하였으며 수축기혈압(systolic blood pressure, SBP), 이완기혈압

(diastolic blood pressure, DBP)의 경우, SBP 140 mmHg 이상 혹은 DBP 

90 mmHg 이상인 그룹과 아닌 그룹으로 구분하여 일반건강검진을 받

은 시점의 결과를 이용하였다. 연령별 발생률을 확인하기 위하여 40대, 

50대, 60대, 70대, 80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통계분석

전립샘비대증 환자군과 아닌 군에서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

하여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는 카이제곱 검정,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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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검정을 시행하였다. 전립샘비대증에 미치는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

하여 콕스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하였고 

위험비는 조위험비(Crude hazard ratio, Crude HR; 95% confidence in-

terval, 95% CI)와 보정위험비(adjusted HR, 95% CI)로 확인하였다. 이때 

보정변수로는 거주지, 혈압그룹,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

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을 사용하였다. 추적

기간은 2009-2010년에 건강검진을 시행한 시점을 연구시작시점으로 

하였으며, 전립샘비대증이 발생한 환자는 전립샘비대증 첫 발생진단시

점을 종료시점으로, 전립샘비대증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는 마지막 진

료시점 또는 사망시점을 연구종료시점으로 분석에 이용하였다.

모든 분석은 SAS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 미만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대상자 6,118,816명 중 전립샘비대증 환자군은 93,128명(1.5%), 

전립샘비대증이 발생하지 않은 비질환군은 6,025,688명(98.5%)이었다. 

두 군에서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전립샘비대증 환자군의 

평균 연령이 65.8세, 비질환군에서는 54.0세로 전립샘비대증 환자군에

서 연령이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습관의 경우, 전립샘비대증 환자군이 

흡연량이 많고, 운동량은 적게 나타났다. 또한, 과거병력의 경우 전립샘

비대증 환자군에서 고혈압, 당뇨 과거력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Ta-

ble 1). 

전립샘비대증의 위험요인

전체대상자에서 전립샘비대증 발생에 미치는 위험요인을 확인한 결

과(Table 2), 조위험비의 경우 40대와 비교하였을 때 전립샘비대증이 

발생할 위험이 50대에서 5.03 (95% CI = 4.87-5.20), 60대 17.79 (95% 

CI =17.23-18.36), 70대 32.49 (95% CI =31.47-33.54), 80세 이상에서 44.28 

(95% CI = 42.52-46.12)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립샘비대증이 발생할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흡연의 경우 연 20갑 미만을 

흡연하는 그룹에 비해 20갑 이상을 흡연하는 그룹에서 전립샘비대증

이 발생할 위험이 1.18배로 나타났으며, 음주의 경우에는 비고위험음

주군에 비해 고위험음주군에서 오히려 전립샘비대증 발생위험이 0.51

배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운동습관은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에 비

해 하는 군에서 전립샘비대증 발생위험이 1.25배로 나타났다. 대사증

후군 관련 요인들 중 허리둘레는 정상인 군에 비해 복부비만인 군에

서 1.34배 더 높은 전립샘비대증 발생위험을 보였다. 또한 고혈압, 당뇨

의 과거력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있는 군에서 전립샘비대증이 발생할 위

험이 각각 2.03배, 1.57배 높게 나타났으며 고지혈증의 경우 0.98배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공변량을 모두 보정한 모형의 분석결과에서도 연령은 40대와 비교

하여 50대에서 4.95배, 60대에서 17.71배, 70대에서 31.46배, 80세 이상

에서 40.42배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립샘비대증 발생 위험이 증가하

였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흡연은 연 20갑 

미만을 흡연하는 그룹에 비해 20갑 이상을 흡연하는 그룹에서 위험비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without and with BPH

Variables

Without BPH 
(n=6,025,688)

n (%) or 
Mean±SD

With BPH 
(n=93,128)

n (%) or 
Mean±SD

p

Age (y) 54.0±10.5 65.8±9.0 <0.001
   40-49 2,402,591 (39.9) 4,315 (4.6)
   50-59 1,844,009 (30.6) 16,677 (17.9)
   60-69 1,157,680 (19.2) 37,029 (39.8)
   70-79 541,357 (9.0) 30,046 (32.3)
   ≥80 80,051 (1.3) 5,061 (5.4)
Drinking status <0.001
   Non-high risk 4,564,787 (75.8) 80,085 (86.0)
   High risk 1,460,901 (24.2) 13,043 (14.0)
Smoking status <0.001
   Non-smoker 1,888,883 (31.5) 37,207 (40.1)
   Former smoker 1,810,439 (30.2) 30,521 (32.9)
   Current smoker 2,301,462 (38.4) 25,051 (27.0)
Smoking volumes  

(a pack of cigarettes)
0.010

   <20 packs 27,286 (1.2) 254 (1.0)
   ≥20 packs 2,218,725 (98.8) 24,324 (99.0)
Physical exercise 4,592,748 (76.8) 67,171 (72.7) <0.001
Previous disease
   Hypertension 1,203,891 (29.5) 32,454 (45.5) <0.001
   Diabetes mellitus 500,346 (12.3) 12,590 (17.7) <0.001
   Dyslipidemia 227,063 (5.6) 4,006 (5.6) 0.497
BMI (kg/m2) 24.2±2.9 24.0±2.9
   Underweight (<18.5) 125,244 (2.1) 2,688 (2.9) <0.001
   Normal weight (18.5-24.9) 3,595,945 (59.7) 56,727 (60.9)
   Overweight (25.0-29.9) 2,126,880 (35.3) 31,447 (33.8)
   Obese (≥30) 174,574 (2.9) 2,225 (2.4)
SBP 126.0±14.9 128.1±15.6 <0.001
DBP 78.7±10.0 78.3±9.9 <0.001
Fasting glucose 103.0±28.5 104.5±29.1 <0.001
Total cholesterol 196.8±42.0 190.3±40.6 <0.001
Waist circumference 84.5±8.2 85.4±8.1 <0.001
Triglyceride 159.0±125.2 142.9±105.5 <0.001
HDL-cholesterol 53.3±33.1 53.0±42.6 0.040
LDL-cholesterol 116.0±82.2 112.8±75.1 <0.001

BPH,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BMI, body mass index;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HDL, high density lipopro-
tein; LDL, low density lipoprotein;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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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전립샘비대증에 미치는 대사요인

전립샘비대증에 미치는 대사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령을 층화하

여 분석하였다(Table 3). 공변량을 보정한 모형의 결과, 모든 연령대에

서 흡연량과 전립샘비대증 발생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으며, 음주상태의 경우 비고위험군에 비해 고위험군에서 전립샘비대

증 발생 위험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BMI는 저체중과 비교하였을 

때 60대, 70대, 80세 이상에서 BMI가 증가할수록 전립샘비대증이 발

생할 위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40대와 50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는 않았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BMI가 전립샘비대증에 미치는 영

향이 크게 나타났다(Figure 1). 허리둘레는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

에서 허리둘레가 증가할수록 전립샘비대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게 나

타났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과거력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

지 않았지만 50대와 60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으

며, 당뇨의 경우에는 40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고찰 및 결론

전립샘비대증에는 나이와 유전학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교정 가능한 요인인 대사 증후군이나 심혈관 질환, 즉 대사증후군 관

련 요인이 전립샘비대증의 자연적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이

루어지고 있다[17]. 이와 따라 전립샘비대증의 가장 적절한 예방으로 

교정 가능한 위험요인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로 대두되고 있다[14].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40세 이상의 남

성에서 전립샘비대증 발생에 미치는 위험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전

체환자에서 전립샘비대증에 미치는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 40대에 

비해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립샘비대증이 발생할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으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과거력을 가진 군에서 전

립샘비대증이 발생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BMI의 경우 저체중

에 비해 정상체중과 과체중인 경우 전립샘비대증 발생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허리둘레의 경우 복부비만인 군에서 전립샘비대증 발생 

위험이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흡연량과 

전립샘비대증과의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고 음주상태는 비고위험군에 

비해 고위험군에서 전립샘비대증 발생 위험이 감소하는 음의 관계를 

보였다. BMI는 40대와 50대에서 전립샘비대증과의 관계가 보이지 않

았지만, 60대 이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BMI가 전립샘비대증에 미

치는 영향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허리둘레의 경우, 허리둘레가 

증가할수록 전립샘비대증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였으며 40대의 경

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유의수준의 경계선상에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연관성을 분석한 결

가 0.89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고, 음주

는 0.81배로 비고위험음주군에 비해 고위험음주군에서 전립샘비대증 

발생위험이 0.81배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허리둘레는 정상인 군에 비

해 복부비만인 군에서 1.18배 전립샘비대증 발생위험이 높게 나타났으

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과거력은 없는 군에 비해 있는 군에서 각

각 1.12배, 1.14배, 1.10배 전립샘비대증 발생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BMI가 저체중에 비해 정상체중, 과체중인 경우 전립샘비대증이 발생

할 위험이 1.09, 1.1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able 2. Risk factors of incident BPH

Variables Crude HR (95% CI) Adjusted HR (95% CI)

Age (y)
   40-49 1.00 (Reference) 1.00 (Reference)
   50-59 5.03 (4.87-5.20) 4.95 (4.62-5.30)
   60-69 17.79 (17.23-18.36) 17.71 (16.58-18.92)
   70-79 32.49 (31.47-33.54) 31.46 (29.36-33.70)
   ≥80 44.28 (42.52-46.12) 40.42 (36.41-44.87)
Drinking status
   Non-high risk 1.00 (Reference) 1.00 (Reference)
   High risk 0.51 (0.50-0.52) 0.81 (0.78-0.84)
Smoking volumes (a pack of cigarettes)
   <20 packs 1.00 (Reference) 1.00 (Reference)
   ≥20 packs 1.18 (1.05-1.34) 0.89 (0.77-1.02)
Physical exercise 
   No 1.00 (Reference) 1.00 (Reference)
   Yes 1.25 (1.23-1.27) 1.08 (1.04-1.11)
Previous disease
   Hypertension
      No 1.00 (Reference) 1.00 (Reference)
      Yes 2.03 (2.00-2.06) 1.12 (1.09-1.16)
   Diabetes mellitus
      No 1.00 (Reference) 1.00 (Reference)
      Yes 1.57 (1.54-1.60) 1.14 (1.10-1.19)
   Dyslipidemia
      No 1.00 (Reference) 1.00 (Reference)
      Yes 0.98 (0.95-1.01) 1.10 (1.03-1.18)
BMI (kg/m2)
   Underweight (<18.5) 1.00 (Reference) 1.00 (Reference)
   Normal weight (18.5-24.9) 0.70 (0.67-0.73) 1.09 (1.01-1.18)
   Overweight (25.0-29.9) 0.65 (0.63-0.68) 1.13 (1.03-1.23)
   Obese (≥30) 0.57 (0.54-0.60) 1.12 (0.98-1.28)
Waist circumference (cm)
   Normal (<90) 1.00 (Reference) 1.00 (Reference)
   Abnormal (≥90) 1.34 (1.33-1.36) 1.18 (1.14-1.23)

BPH,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BMI, body mass index; HR, hazard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Additionally, adjusted for area, blood pressure, fasting glucose, total cho-
lesterol, triglyceride,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ow density lipo-
protein cholest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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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isk factors of incident BPH by age group

Variables
Adjusted HR (95% CI)

40s 50s 60s 70s ≥80

Age (y) 1.22 (1.19-1.24) 1.15 (1.14-1.16) 1.09 (1.08-1.09) 1.06 (1.05-1.07) 0.98 (0.95-1.01)
Drinking status
   Non-high risk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High risk 0.79 (0.70-0.90) 0.82 (0.77-0.89) 0.83 (0.78-0.88) 0.84 (0.77-0.91) 1.16 (0.90-1.50)
Smoking volumes (a pack of cigarettes)
   <20 packs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20 packs 1.03 (0.64-1.66) 0.84 (0.64-1.11) 0.88 (0.70-1.10) 0.79 (0.60-1.04) 1.64 (0.61-4.40)
Physical exercise 
   No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Yes 0.98 (0.85-1.14) 1.06 (0.98-1.14) 1.10 (1.05-1.16) 1.03 (0.97-1.09) 0.95 (0.80-1.14)
Previous disease
   Hypertension
      No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Yes 1.10 (0.93-1.31) 1.15 (1.07-1.24) 1.09 (1.03-1.14) 1.04 (0.98-1.10) 0.99 (0.83-1.17)
   Diabetes mellitus
      No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Yes 1.41 (1.13-1.75) 1.12 (1.02-1.23) 1.18 (1.11-1.25) 1.07 (0.99-1.16) 0.81 (0.61-1.06)
   Dyslipidemia
      No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Yes 1.20 (0.92-1.57) 1.15 (1.01-1.31) 1.12 (1.02-1.24) 0.98 (0.83-1.16) 1.08 (0.55-2.09)
BMI (kg/m2)
   Underweight (<18.5)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Normal weight (18.5-24.9) 0.90 (0.57-1.40) 1.08 (0.85-1.36) 1.10 (0.96-1.25) 1.14 (1.01-1.28) 1.59 (1.17-2.15)
   Overweight (25.0-29.9) 1.01 (0.63-1.60) 1.15 (0.90-1.48) 1.17 (1.01-1.35) 1.19 (1.04-1.37) 1.82 (1.22-2.70)
   Obese (≥30) 0.77 (0.44-1.37) 0.97 (0.70-1.33) 1.41 (1.15-1.74) 1.22 (0.91-1.62) 3.01 (1.24-7.29)
Waist circumference (cm)
   Normal (<90)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Abnormal (≥90) 1.18 (0.99-1.40) 1.23 (1.13-1.34) 1.14 (1.07-1.22) 1.14 (1.06-1.24) 1.28 (1.01-1.62)

BPH,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BMI, body mass index; HR, hazard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Additionally, adjusted for area, blood pressure, fasting glucose,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Figure 1. Hazard ratios according to body mass index and waist circumference by age groups.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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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질병 과거력이 없는 군에 비해 있는 군에서 전립선비대증일 위험이 

각각 1.12, 1.14, 1.10배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 구분한 결과, 고혈

압과 고지혈증의 경우 50대, 60대에서만 과거력이 없는 군에 비해 있는 

군에서 전립선비대증일 위험이 높게 나타났고 당뇨의 경우 40-60대에

서 과거력이 없는 군에 비해 있는 군에서 전립선비대증일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몇몇 선행연구들에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전립선비

대증과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지만[8,19] 대부분의 연

구들에서는 고혈압, 당뇨와 전립선비대증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본 

연구와의 동일한 결과를 보였으며[20-23], 고지혈증의 경우에도 Ham-

marsten and Högstedt [20] 연구에서는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낮을수록 전립선 부피가 더 크고 연간 전립선 용적 증가율이 더 높다

고 보고하였다. 이는 만성질환 환자에서 인슐린 저항성이나 고인슐린

혈증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하부요로에 영향을 미치며, 배

뇨증상을 일으켜 전립선비대증 발생 혹은 질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24,25]. 전립선비대증 예방을 위해서는 심혈관계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식습관과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연령별 음주상태에 따른 전립샘비대증 발생과의 관계를 확인한 결

과, 40대부터 70대까지 비음주군에 비해 음주군에서 전립샘비대증 발

생위험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이전 선행연구들 중 19개의 음주와 전립샘

비대증 간의 연구를 이용하여 메타분석을 진행한 연구에서는 연구들 

중 14건은 음주 섭취가 증가함에 따라 전립샘비대증 또는 요로증상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였고 전립샘비대증을 주요 결과변수로 

하여 분석하였을 때 음주량이 증가할수록 전립샘비대증일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지만 하부요로증상에 대해서는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되

었다[20]. 이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일치하였는데 음주와 전립샘비

대증 사이의 예방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을 의미하며 선행연구들에서

는 적당한 음주 섭취가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으므

로 심혈관 건강과 관련된 동일한 대사 변동에 유익한 효과를 일으켜 

전립샘비대증 위험을 완화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흡연과 전립샘비대증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연관성이 확

인되지 않았다. Platz et al. [27] 연구에서는 비흡연과 과거흡연 그리고 

현재흡연을 하루 흡연량(1-14, 15-34, 35 이상 cigarettes)으로 구분하여 

전립샘비대증과의 연관성을 확인한 결과, 비흡연과 비교하여 하루에 

35개 시가렛 이상의 흡연량을 가진 군에서만 1.45배 정도 전립샘비대

증 위험 높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Lee et al. [2]와 Kang et al. [28] 연구

에서는 흡연에 따른 전립샘비대증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 음주와 흡연은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결과는 일반적인 위험요인 연구 결과와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논문들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를 기존의 

신체적 질환과 뚜렷하지 못한 인과관계 때문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추

적기간을 더 길게 확보하여 장기추적에서의 전립선비대증 위험요인을 

보아야 더 정확할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암을 진

단받은 사람을 모두 제외하였는데 이는 음주 및 흡연이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간암, 폐암 환자가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비교적 건강한 고위험군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현재로서

는 흡연과 전립선비대증간의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순 없으며 보다 정확

한 매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암 혹은 전립샘비대증을 

진단받은 사람을 모두 제외하였다. 때문에 음주 및 흡연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간암, 폐암 환자는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비교적 건강한 고위험 음주군, 건강한 흡연자만 본 연

구에 포함되었을 수 있다[29]. 또한 해당 자료에서의 음주와 흡연은 건

강검진 설문문항을 통해 조사된 내용으로 자료 정확성에 바이어스가 

존재할 수 있다. 이에 전립샘비대증과의 연관성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

하기 위해서는 음주량과 흡연량을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연

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Goh et al. [8] 연구에서는 BMI와 전립샘비대증 간의 연관성이 없다

고 보고하였으나 단면연구설계로 전립샘비대증의 발생이 아닌 유병에

서 확인된 결과이며, 반대로 이전 다른 연구에서는 정상군에 비해 비

만군과 고도비만군에서 전립샘비대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양의 

관계를 보고하였다[14,17,18,30,31]. 이와 같은 결과는 BMI가 증가할수

록 전립샘 크기가 증가한다는 기존의 결과와 부합한다. 하지만 위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들은 전체 대상자에서의 위험요인을 확인한 연구

로 연령에 따라 BMI가 전립샘비대증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못하

였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필연적으로 신체적 기능 감퇴가 발생하며 

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전립샘비대증과 같이 연령에 막대한 영향을 

받는 질환의 경우 연령별 전립샘비대증에 미치는 위험요인 연구가 요구

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60대의 경우 저체중에 비해 비만군에서 전

립샘비대증이 발생할 위험이 1.41배이었고 80대의 경우 저체중에 비해 

비만군에서 전립샘비대증의 발생할 위험이 3.01배이었다. 이는 BMI의 

증가가 전립샘비대증에 미치는 영향이 중년남성에 비해 노년남성에서 

더 크다고 해석가능하며, 노인비만의 위험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허리둘레는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복부비만인 경우 전립

샘비대증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Wang et al. 

[32], Lee et al. [33]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본 연구들에서는 더 나

아가 BMI와 허리둘레의 상호작용항을 통해 전립샘비대증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BMI와 허리둘레가 모두 높은 군에서 전립샘

비대증 위험이 약 2-5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전립샘비

대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BMI와 더불어 허리둘레까지 같이 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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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하며 이를 위한 식습관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전립샘비대증에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연령으로 알려져 있다

[34,35]. 연령의 증가가 전립샘 부피 증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안

드로겐(androgen)과 에스트로겐(estrogen)과 같은 호르몬에 영향을 줌

으로써 전립샘비대증을 초래하기도 한다[30].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

이 연령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 질환의 경우 해당 부분을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해야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록 전립샘비대증의 진단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

되는 전립샘 부피, 국제전립샘증상점수(International Prostate Symp-

tom Score, IPSS), 최대 유속과 같은 임상기록이 아닌 진단명과 약물치

료 혹은 수술로만 진단을 정의하였지만 전립샘비대증의 표준화된 정

의는 없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요인을 이용하여 

전립샘비대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지만, 직접적으로 대사증후

군이 전립샘비대증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대사증후군 진단기준의 

구성요소의 개수가 전립샘비대증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결과를 확

인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 40세 

이상 남성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위험요인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

으며 향후 추가적으로 대사증후군과 그 요소들의 구체적으로 구분하

여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명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연령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전립

샘비대증과 같은 질환은 더욱더 세부적인 관리와 예방지침이 필요하

다. 본 결과를 토대로 비만 남성에게 전립샘비대증에 대한 고려 및 적

절한 관리가 요구되는 바이며, 이를 통해 전립샘비대증을 예방하기 위

한 관리계획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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