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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올해 Urology times의 50주년을 기념하는 Innovation Celebration: Articles 부문에 현재까지 

발표된 에피소드 중 benign urology 분야만 발췌하여 1970년대 이후로 종양을 제외한 비뇨의학 

분야에 어떤 발전이 있었고 향후 발전 방향은 어떨 것인지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2. 본론

먼저 요실금 분야입니다. 1973년 Stamey에 의해 modified Pereyra 술기가 소개된 이후 여

성요실금 치료의 주도권은 부인과 영역에서 비뇨의학으로 넘어 오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Ulmsten에 의해 TVT수술이 소개된 후 뛰어난 수술 성적으로 현재 복압성요실금의 표준 치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전에 이미 주사치료의 충전물질(urethral bulking agent)이 소개 되었고 

다양한 많은 물질들이 개발되었지만 흡수와 이동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곁가지에 머물

러 있습니다. 30년전 소개된 자가근모세포(adult muscle-derived cells)치료도 아직 임상적으로 

상용화 되지 못하고 있고, 케모카인 치료(chemokine therapy)가 세포 치료(cell therapy)를 대

신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인공요도괄약근 등 이식형 기기(implantable devices)는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었고 경요도 보툴리누스독소 주입술은 방광확대술(bladder augmentation)

의 필요성을 줄여 주고 있습니다. 요실금에 대한 최신의 선구적인 치료는 재생의학과 줄기세포

치료 입니다. 그 기본은 배아줄기세포(embryonic stem cells) 혹은 성체줄기세포(adult stem 

cells)로 정의될 수 있고 현재는 윤리적인 문제로 성인조직에서 유래된 다능성체세포(somatic 

multipotent cells)가 세포 치료의 주류가 됩니다. 이러한 치료가 복압성요실금에 대해서는 외요

도괄약근, 방광배뇨근, 신경근전달 및 혈류를 회복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십 수년 이

상 여러 다른 종류의 세포들에 대해 연구하였지만 가장 성과가 좋았던 것은 근육유래줄기세포

(muscle-derived stem cell)였고 외요도괄약근로 분화하여 요자제(continence)를 회복하도록 

도와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과민성방광치료에 이용되는 베타3작용제입니다. 1980년대 지방조직에서 베타3작용

제가 활동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후 비만과 당뇨치료에 적용하기 위해 연구하였

지만 실패하고 과민성방광 치료에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비뇨의학 Urology Digest 4(1):36-39 (2023)

ISSN : 2713-7910 (Print)

ISSN : 2733-5453 (Online)

Review article

The History of Innovative Benign Urology

신동길*

부산의대 / 부산대학교병원

*Corresponding author: shindong16@hanmail.net



www.urodigest.com 37

비뇨의학 Urology Digest 4(1):36-39(2023)

유일한 과민성방광 치료약물은 1975년 미국FDA 승인을 받은 oxybutynin 이었습니다. 1998년 두번째 항무스카린제

인 Tolterodine이 미국FDA 승인을 받게 됩니다. 2001년 베타3작용제의 첫번째 화합물질이 연구되었고 일부에서 전

임상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결국 10여년 후인 2012년 mirabegron이 미국과 유렵에서 허가를 받게 되고 2015년에는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021년에는 두번째 베타3작용제인 vibegron이 미국에서 사용허가를 받게 되었습

니다. 베타3작용제는 방광평활근을 직접 이완시켜 항무스카린제의 부작용인 구갈, 변비, 시야장애, 인지장애 등을 피

하게 되어 환자 삶의 질 및 약물내약성을 효과적으로 개선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전이 다른 두가지 약물 즉 항무스

카린제와 베타3작용제의 병합요법이 과민성방광 치료에 시너지효과를 가져와 비뇨의학 영역에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

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항무스카린제는 내약성 경기장에서 경쟁하고 베타3작용제는 비용 경기장에서 경쟁하는 격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틴어로 소시지를 보툴루스(botulus)라고 합니다. 1800년대 초 독일의사 Justinus Kerner가 오염된 소시지에 들어 

있는 물질(소시지 독소)을 botulism이라고 명명하였고, 1895년에 벨기에 세균학자 Émile Pierre-Marie van Ermengem

교수가 Clostridium botulinum을 동정하였습니다. 1989년에 미국의 안과의사 Alan Scott이 의학적으로 사시(strabismus)

에 최초로 보툴리누스 독소를 사용하였습니다. 비뇨의학적으로는 배뇨근괄약근부조화 치료에 최초로 사용되었고, 방

광내 보툴리누스독소 주사 치료는 신경인성방광 환자의 방광과활동성에 먼저 적용되었으며 결국 과민성방광 치료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1년 보툴리누스 독소가 신경인성방광과활동성 치료에 미국 FDA 허가를 받게 되고, 예

일대학의 James Rothman교수는 보툴리누스 독소를 이용하여 인체내 소포(vesicle)를 통한 물질 전달을 규명함으로

써 2013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2015년까지 과민성방광 치료를 위한 가이

드라인에 보툴리누스독소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독소 중의 하나가 수 백만명의 목숨을 구한다는 것

이 어찌 보면 정말 역설적이고 모순적입니다. 전신마취 없이 쉽게 시술이 이루어지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효과

는 극대화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신경말단에서 아세틸콜린 뿐만 아니라 ATP, substance P도 조절하고 퓨린성 수용

체 및 캡사이신(capsaicin) 수용체도 하향조절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향후에는 전립선질환, 방광통증과 골반저기

능장애(pelvic floor dysfunction)의 치료에도 사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약물 및 수술적 치료방법이 없는 하부요로기능장애(lower urinary tract dysfunction)는 저수축성 

혹은 무수축성방광입니다. 배뇨시 적절한 배뇨근압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최고요속 12-15 ml/sec 미만이면서 이때 배

뇨근압이 30-40 cm H2O미만인 것으로 정의하며 대부분 배뇨 후 많은 잔뇨를 남김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저수축

성, 무수축성 방광이 대상부전 상태로 이르는 데에는 노화, 허혈, 과신전 및 신경병증 등이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표준

적인 치료는 기계적 요배출이며 신경조절술도 이용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방광의 변화를 되돌이킬 수 있을지,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수축성방광에서의 진전은 예전보다 용어를 보다 세분화 혹은 전

문화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간헐적도뇨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많은 의학의 시초와 마찬가지로 3000년전 이집트에서는 이미 파피루

스를 이용하여 도뇨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영국의 Guttmann교수는 무균간헐적도뇨(sterile 

intermittent catheterization)의 개념을 정립하여 규칙적으로 방광을 비워주는 것이 중요함을 설파하였습니다. 그 후 

미시건대학의 Lapides교수가 세균이 아니라 방광과팽창이 방광 손상을 야기한다는 것을 밝혀내고 무균조작이 아닌 

청결간헐적도뇨(clean intermittent catheterization)로 진정한 혁명을 이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자 교육의 중

요성을 인지하고 간헐적도뇨를 환자가 배워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습니다. 도뇨를 의료술기에서 환자가 조

절할 수 있는 과정으로 바꾸셨습니다. 현재 간헐적도뇨에는 대부분 1회용 카테터를 사용하고 있어 자원낭비 및 환경오

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재사용카테터 대한 관심이 새롭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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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결석에 대해서는 먼저 내비뇨의학의 발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955년 Goodwin 교수가 최초로 신장집뇨계

에 바늘을 찔러 선행성신장조영술(antegrade nephrostogram)을 검사하였고 최초의 신루카테터를 유치하였습니다. 

1978년 Smith 교수가 최초로 선행성 혹은 경피적 요관스텐트를 유치하였고, 1980년대에 신장내시경과 굴곡형요관

경이 개발되었습니다. 드디어 1984년 세계내비뇨의학회가 창립되었으며, 현재는 비뇨의학분야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반영하여 매년 개최되는 학회 이름이 World Congress of Endourology and Uro-Technology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내비뇨의학 및 그 기구의 발전은 가히 예술적이라고 할 만 합니다. 하지만 요로결석의 재발과 예방에 있어서는 큰 진전

이 없습니다. 비만 인구의 증가가 결석 환자 증가의 한 원인이 되지만 아직 비만과 관련된 결석 예방을 위한 공적인 혹

은 대정부 차원의 대책은 미국에서도 없는 실정입니다. 체외충격파쇄석기의 발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의 

Dornier는 비행기 제조업체로 당시 제트비행기를 개발 중이었습니다. 시험비행 후 비행기동체에서 손상을 발견하였

고, 원인으로 비행기동체의 특정부위 즉 과도한 금속피로가 발생한 부위에 충격파가 가해졌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

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충격파를 가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충격파시스템은 요로결석 

치료에 사용하게 되었으며, 1980년 독일에서 첫번째 환자가 치료를 받게 되었고 미국에서는 1984년 2월에 첫번째 환

자가 치료 받게 되어 현재 가장 주요한 요로결석 치료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Dornier 쇄석기의 성공으로 비

뇨의학 분야에서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되었고 이것이 향후 비뇨의학 기술 발전을 견인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립선비대증의 치료법은 현재 AUA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34종류 이상입니다. 저에너지 혹은 고에

너지 극초단파를 이용한 전립선 열치료, 무선주파수 혹은 간질레이저를 이용한 집중치료, 약물주입치료, 풍선이나 스

텐트를 이용한 확장술 등 다양한 치료법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치료법들이 지속적으로 효과적일지

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현재의 전립선 혹은 전립선비대증 연구의 가장 주요한 발전은 야간뇨에 대한 전립선의 누

명을 벗겨준 것입니다. 

조직공학이나 세포치료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건 비뇨의학은 이식이나 확대술을 제공해 주는 숙주에 의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취된 장기나 조직의 생존은 여전히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아직 재건 수술 

분야에서는 최소침습적인 수술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결론

1996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폴란드 시인 비슬라바 쉼보르스카의 경구 “새로운 질문으로 이어지지 않는 모든 지식

은 빠르게 사라진다”는 명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난 50여년간 benign urology에서 여전히 각광 받는 

것과 한때 우위를 점하다 사라진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능성배뇨장애/골반저기능장애(dysfunctional voiding/pelvic floor dysfunction)치료에 이용되던 여성요도확장

술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Credé 배뇨와 베타네콜은 신경학적 병변이 없는 환자에서는 과학적

인 이점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배뇨 후 잔뇨가 많이 남는 환자에서는 간헐적도뇨로 대체되었습니다. “prostatitis” 

혹은 “boggy prostate”로 진단 혹은 정의되던 질환은 현재 남성만성골반통증후군으로 잘 알려져 있고, 이런 환자에서 

항생제 오남용 예방을 위해 PSA 검사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PSA 수치가 매우 낮다면 전립선에 염증은 

없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남성요도협착은 의사의 감각이나 경험에 의존하던 메탈사운드를 이용한 요도확장술에

서 유도선을 이용한 확장술이나 직시하 시술로 훨씬 안전하고 손상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성

에서 외래 방광경검사는 경성방광경에서 연성방광경으로 대체되었고 환자는 훨씬 편안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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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적전립선절제술도 monopolar 방식에서 bipoloar 혹은 훨씬 덜 침습적인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역동학검사는 배뇨 평가의 주요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계 부품이나 전자장치들은 보다 정확해 졌지만 기본 

개념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간헐적도뇨가 정립된 이후 환자의 삶의 질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레이저는 여러 분

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이제 비뇨의학 분야는 레이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레이저의 발전으로 연성내

시경의 구경은 보다 작아지고 상부요로의 결석과 병변에 쉽게 접근하여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공요도괄약근

과 팽창형음경보형물은 약간의 개선은 있었지만 대체 불가의 유산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의학의 선구자들께서는 혁신을 위한 많은 시도들에 실패했지만, 의문을 제기하고 현재의 시술을 개선하려는 소망으

로 소위 “norm”을 찾기 위해 현재에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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