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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of Four Cases of Paljung-san on Lower Urinary Tract Symptoms 
in Patients with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Moon-Koo Song1, Sung-Hwan Park1, Ji-Suck Kang1, Young-Min Ahn1, 
Se-Young Ahn1, Young-Ock Kim2, Byung-Cheol Lee1

1Dep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2Department of Herbal Crop Research,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 Herb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Eumseong, Korea
Objective: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Paljung-san on lower urinary tract 
symptoms (LUTS) in patients with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BPH).
Methods: We researched four men with BPH and LUTS, who were treated 3 times a day for 10 days with 
Paljung-san. The 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IPSS) and post void residual urine (PVR) were evaluated.
Results: The mean decrease in IPSS total score was 13 points (P=0.007, Mann-Whitney test). The reduction of IPSS 
was more prominent in the obstructive subscore but was not significant (P=0.057, Mann-Whitney test). Furthermore, 
Paljung-san reduced PVR. 
Conclusions: After the 10-day treatment period, Paljung-san improved total IPSS score, especially in the obstructive 
subscale score, and reduced post void residual u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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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립선비대증이란 전립선 말초대에서 시작되는

stromal cell과 epithelial cell의 진행성 과증식에 따

라 발생하는 질환으로, 임상적으로는 빈뇨, 요절박, 
야간뇨, 잔뇨감, 약뇨, 요주저, 간헐뇨 등의 하부요

로증상을 유발한다
1). 국내 40세 이상의 남성에서 전

립선용적 20cc이상을 기준으로 할 때 27.7%의 유병

률을 보이며
2), 노화에 따라 유병률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증상의 심각성 또한 악화 된다
1,3). 따라서 고

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행함에 따라 전립선비대증 치

료에 대한 요구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서양의학적 치료법으로는

두고보기 (watchful waiting), 내과적인 약물치료, 덜
침습적인 치료, 수술치료 등이 있다

1,4).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진 경요도전립선절제술을

시행하였을 때도 24～26%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효

과를 보이며
5,6), 수술 후 33%정도에서 지속적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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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요로증상을 호소한다7). 이러한 결과는 환자에게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 수술이 가장

효과적이라 하더라도 수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교육 전

에 9.9%에서 교육 후에 23.4%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는 보고와 함께, 약물치료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4).
한의학적으로 전립선비대증의 증상인 하부요로증

상은 癃閉에 해당하며 肝, 脾, 腎 三臟의 機能失調와

기타 肝氣鬱結, 瘀血敗精 등에 의해서 생긴다8). 치
료로는 滋陰淸陽하되 先通後補해야 한다고 하였는

데, 그 중에서 ‘先通’의 처방 중 하나로 八正散이 제

시되었다8). 八正散은 淸熱利濕하여 하부요로증상을

개선시키는 대표적인 처방으로, 급성 방광염, 만성

방광염, 간질성 방광염, 여성요도증후군 등에서 하

부요로에서의 항염증 효과 및 하부요로증상 개선효

과가 보고되었으나8,9,10), 전립선비대증에 의해 유발

된 하부요로증상에 대한 국내 연구보고는 없었다.
이에 저자는 뇌경색으로 입원하였으나 전립선비

대증이 발견된 환자 중 濕熱로 變證된 4인에 대하여

淸熱·通利·去濕·散瘀의 효과가 있는 八正散9)을 투여

하여 하부요로증상에 양호한 효과를 보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08년 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서울 ⃝⃝대학

교 한방병원에 뇌경색 및 뇌경색 후유증으로 입원한

환자 중, 하부요로증상을 호소하여 八正散이 투여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국제전립선증상점수 (IPSS)에서 8점 이상의 하부

요로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는 32명이었으며, 八正散

이 투여된 환자는 13명이었다. 이들 중 경직장초음

파검사로 20cc이상의 전립선비대증이 확인된 환자

는 4명이었다. 자세한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은 아래

와 같다.

1) 선정기준

(1) 50세 이상 80세 이하의 남자 환자

(2) 국제전립선증상점수 (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 IPSS) 검사상 8점 이상의

하부요로증상을 호소하는 자

(3) 직장수지검사에서 전립선비대 소견이 보이거

나, 경직장 초음파검사상 20cc이상의 전립선

비대소견이 있는 자2,11)

(4) 현재 또는 최근 전립선비대증을 진단받은 자

2) 제외기준

(1) 하부요로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질환을 가진 자

하부요로감염, 전립선, 방광, 신장의 악성 종

양 또는 PSA검사상 10 ng/㎖이상인자, 육안

적 혈뇨, 성병검사상 양성인자. 
(2) 하부요로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술을

받았거나 약물을 복용중인자

prostate surgery 또는 minimally invasive 
procedure를 받은 자는 배제되었다. 5알파 환

원효소 억제제는 1번이라도 복용사실이 확인

되면 배제되었고, 알파차단제를 복용한 사람

은 1주일간의 washout period가 주어진 환자

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혈압약으로 이뇨제

를 복용하는 자는 배제되었다.
(3) 신경학적 질환이 발생한 이후에 하부요로증

상이 발병한 자

2. 치료
4례 모두가 뇌경색 또는 뇌경색 후유증으로 입원

한 환자였다. 뇌경색 급성기에 대한 치료가 끝난 후, 
⃝⃝의료원 약제과를 통해 구입되고 정선된 車前

子, 瞿麥, 萹蓄, 滑石, 山梔子仁, 甘草炙, 木通, 大黃

각 4g으로 구성된 八正散 전탕액이 하루 3회 평균

10.8일간 투여되었다. 평소부터 대변이 묽은 1례와

八正散 투여기간 중 대변이 묽어진 1례에서는 大黃

이 제외되었고, 다른 2례에서는 八正散이 지속적으

로 투여되었다.
3rd case와 4th case에서 기존에 전립선비대증을

진단받고 약물투여 중이었다. 3rd case에서는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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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제 (Tamsulosin)를 복용 중이었으나 뇌경색 급

성기 동안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중지되었

으며, 4th case에서는 Detrusitol을 복용 중이었으나, 
GGT가 79㎎/㎗로 상승한 원인으로 생각되어 중지

되었다. 이들 약물을 중지하고 1주일 후에 八正散이

투여되었다. 4례 모두에서 고혈압을 진단받았으나, 
혈압약으로는 칼슘채널차단제 및 안지오텐신전환효

소억제제 (ACEI :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inhibitor)가 사용되었고, 기타 배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은 없었다.
 

3. 치료 결과 평가
치료 반응에 따른 하부요로증상의 평가는 주로

국제전립선증상점수 (IPSS)가 사용되었고, 이는 자

극증상점수 (irritative symptom)와 폐색증상점수

(obstructive symptom)로 나누어 평가되었다. 잔뇨감

(incomplete emptying), 약뇨 (weak stream), 간헐뇨

(intermittency), 요주저 (hesitancy) 등을 묻는 폐색

증상은 문항 1, 3, 5, 6의 점수를 합산하였고, 빈뇨

(frequency), 요절박 (urgency), 야간뇨 (nocturia) 등
을 묻는 자극증상은 문항 2, 4, 7의 점수를 합산하였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국문 IPSS는 타당도와 신뢰

도가 검증되었으며
12), 다만 치료기간에 맞추어 1달이

아닌 1주일간의 증상에 대한 설문으로 수정되었다.
요폐 (urinary retention)를 평가하기 위하여 도뇨관

삽입으로 자가배뇨후잔뇨량 (PVR: post void residual 
urine volume)이 측정되었다. 1례에 대해서 4개월간

의 장기추적이 이루어졌다.

4. 통계분석
통계학적 비교분석은 GraphPad PRISM statistical 

package (ver 4.00, Graphpad software inc., San Diego, 
USA)를 이용하였다. 각 군 간의 비교는 Mann Whitney 
test로 검증하였고, 양방 검정 유의도 (Two-tailed p 
value)는 p값이 <0.05 수준일 때를 기준으로 하였다. 

결 과
 1. 증례 

1) 증례 1

(1) 환자 : 이⃝⃝ 79세

(2) 주소증 : 小便不利, 語澁, 左半身少力, 
左側顔面麻痺

(3) 발병일 : 2008년 12월 15일

(4) 과거력

① 뇌경색 : 2004년 7월 31일, 2007년 6월 14
일. 후유증 없이 회복

② 고혈압 : 2001년 인지, 약물 복용중

③ 당뇨병 : 2001년 인지, 약물 복용중

④ 천 식 : 20여 년 전인지, 약물 복용중

(5) 가족력 : 없음

(6) 현병력

167cm 55kg 79세의 남환으로 2004년, 2007년 뇌

경색 진단 받았으나 후유증세 없이 생활하던 중, 
2008년 12월 15일 오후 3시경 語澁과 左半身少力

발하여 인제 ⃝⃝병원 경유하여 ⃝⃝의료원 한방

응급실 경유하여 입원함. 2003년부터 야간뇨와 빈뇨

가 있었으나 진단 및 치료 없이 가료 중, 2008년 입

원하여 하부요로증상에 대한 치료를 호소함.

(7) 진단명

뇌경색, 고혈압, 당뇨병, 전립선비대증

 
2) 증례 2

(1) 성명 : 김⃝⃝ 79세

(2) 주소증 : 小便不利, 右半身少力, 語澁, 眩暈

(3) 발병일 : 2008년 10월 6일

(4) 과거력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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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족력 : 없음

(6) 현병력

170cm 65kg 79세의 남환으로 평소 別無大病 중

2008년 10월 6일 오후 2시에 右半身少力, 眩暈, 語

澁발하여 전남 ⃝⃝병원에서 2008년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입원치료받던중 본격적인 한방치료 원하

여 11일 ⃝⃝의료원 한방병원 응급실로 입원, 右半

身少力은 호전되었으나 소변불리를 지속적으로 호

소함.

(7) 진단명

뇌경색, 고혈압, 전립선비대증

 
3) 증례 3

(1) 성명 : 김⃝⃝ 67세

(2) 주소증 : 小便不利, 眩暈, 胸悶

(3) 발병일 : 2008년 9월 21일

(4) 과거력

① 뇌경색 : 2006년 진단, 입원치료후 후유증

없이 회복

② 고혈압 : 2006년 진단, 약물 복용중

③ 전립선비대증 : 5년전 진단, Tamsulosin 1T 
qd 간헐적 복용중

(5) 가족력 : 없음

(6) 현병력

168cm, 73kg 67세의 남환으로 2008년 9월 20일
밤부터 불안감 호소하던 중, 9월 21일 오전 10시에

혈압약 복용 후 상기 증상 발하여 ⃝⃝의료원 한방

병원 응급실 경유하여 입원, 증상 호전되었으나 하

부요로증상과 그에 따른 수면장애를 호소함.

(7) 진단명

뇌경색 후유증, 고혈압, 공복혈당장애, 전립선비

대증

 

4) 증례 4

(1) 성명 : 이⃝⃝ 62세

(2) 주소증 : 小便不利, 右半身少力, 胸悶, 語微澁

(3) 발병일 : 2008년 9월 12일

(4) 과거력

① 고혈압 : 4～5년전 진단, 약물복용중

② 전립선비대증 : 3년전 진단, Detrusitol 1T 
qd 간헐적 복용중

(5) 가족력 : 없음

(6) 현병력

159cm 66kg 62세의 남환으로, 고혈압과 전립선

비대증 외 別無大病 중 08년 9월 13일 오전 1시에

수면 중 갑자기 상기 증상 발하였으나 다시 수면 취

하고 7시에 기상하여 ⃝⃝의료원 한방병원 응급실

경유하여 입원, 右半身少力은 호전되었으나 소변불

리를 지속적으로 호소함.

(7) 진단명

뇌경색, 고혈압, 공복시혈당장애, 전립선비대증

2. 임상경과
1) 환자 과거력

(1) 비뇨기과 질환 과거력

환자의 평균 나이는 72세(62-79)였다. 4례 중 2례
에서는 기존에 하부요로증상이 있었으나 진단 없이

경과를 관찰하고 있었으며, 2례에서는 경직장초음파

검사로 전립선비대증을 진단받고 치료 중이었다. 4
례 모두에서 배뇨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약물은 八

正散 투여 1주일 전부터 중지되었다(Table 1).

(2) 경직장초음파 소견 및 혈청 PSA 측정

경직장초음파검사에서 prostate volume은 평균

29.3㎖이었으며, inner gland는 평균 13.3㎖였다. 
PSA는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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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Case 2nd Case 3rd case 4th case

Past histoy about BPH

Age (years old) 79 79 67 62

Duration of diseas 5years ago 3years ago 5years ago 3years ago

Medication* - -  Tamsulosin Detrusitol

Herbal medictaion (Paljung-san)  

Treatment Duration 12 days† 8 days 11 days‡ 12 days

Transrectal ultrasonography

Prostate volume 23 ㎖ 30 ㎖ 39 ㎖ 25 ㎖
Inner gland volume 12 ㎖ 12 ㎖ 18 ㎖ 11 ㎖
Conclusion BPH BPH BPH BPH

Prostatic Specific Antigen

PSA 3.92ng/㎖ 0.32ng/㎖ 0.61ng/㎖ 0.59ng/㎖
Post Void Residual urine 

PVC 50 ㎖ 120 ㎖ 480 ㎖ 50 ㎖
Baseline character of individual patients. * Medications for BPH such as tamsluosin or detrusitol were ceased before Paljung-san was administered. Rhei 
Radix et Rhizoma was excluded at the beginning(†) or after one day medication(‡) because of diarrhea.  

Table 1. Baseline Character

1st Case 2nd Case 3rd case 4th case

Pre Post Pre Post Pre Post Pre Post

IPSS score of pre treatment and post treatment

Incomplete emptying 5 3 1 0 3 1 4 1

Frequency 5 3 3 0 3 1 4 2

Intermittency 2 0 0 0 5 1 2 2

Urgency 5 5 5 0 5 1 4 2

Weak stream 1 0 5 0 5 1 4 2

Hesitancy 0 0 0 0 5 1 0 2

Nocturia 4 5 2 2 5 1 3 2

OS 8 3 6 0 18 4 10 7

IS 14 13 10 2 13 3 11 6

Total score 22 16 16 2 31 7 21 13

Residual Urine Volume  (㎖)

  PVC 50 50 120 50 480 0 50 -

Table 2. Change of Lower Urinary Tract Symptoms

2) 치료경과

(1) IPSS 총점의 변화

1st case는 12일간, 2nd case는 8일간, 3rd case는
11일간, 4th case는 12일간 八正散이 투여되었다. 평
균 투여기간은 10.8일 이었다(Table 1).

Total IPSS score는 22.5점에서 9.5점으로 평균

13점 감소되었으며(P=0.007, Mann Whitney test), 4
례 중 2례에서 8점 미만으로 감소되었다 (Table 2,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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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aljungsan decreased mean IPSS score by 13
point (from 22.5 to 9.5; P=0.007, Mann Whitney
test).

Fig. 2. Change of Irritable Symptom (IS) and Obstructive
Symptom (OS)
Paljung-san decreased obstructive subscale score
by 7 points (P=0.057, Mann Whitney test)

(2) 개별 증상의 변화

개별증상을살펴보았을 때, 특히 빈뇨와 약뇨의 감

소가 두드러졌다(2.25 point decrease in the frequency 
subscore, 3 point decrease in the weekstream subscore; 
P=0.057, Mann Whitney test). 그러나 개별 증상의

변화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Table 2).

(3) 방광자극증상과 방광폐색 증상의 비교

방광자극증상(Irritible Symptom)과 방광폐색증상

(Obstructive Symptom)을 나누어서 살펴보았을 때, 
방광자극증상은 12점에서 6점으로 총 6점이 감소되

었고, 방광폐색증상은 10.5점에서 3.5점으로 총 7점
이 감소되었다. (P= 0.11 for irritable symptom, P= 
0.057 for obstructive symptom) (Table 2, Fig. 2).

(4) 자가배뇨후잔뇨량의 변화

4례 중 2례에서 자가배뇨후잔뇨량이 증가하여 각

기 120cc, 480cc의 잔뇨량을 보였으나, 치료 후에

각기 50cc, 0cc로 감소되었다 (Table 2).

(5) 약물부작용 관찰

약물투여기간동안 환자의 불편이 자유롭게 진술

되었으며, 소화 장애나 배변에 관한 불편감이 재확

인되었다. 4례 중 1례 (case 1) 에서는 평소 대변이

묽어서 처음부터 八正散去大黃이 투여되었으며, 다
른 3례 중 1례 (case 3) 에서는 투여 첫 날에 하루 4

차례 묽은 변을 보아서 2일째부터는 八正散去大黃

으로 바꾸어 투여되었다. 다른 예에서, 기타 부작용

의 보고는 없었다.
八正散 투여 전과 투여 후에 Liver function 및

Renal function이 확인되었으나, 유의한 변화가 없었

다. 1례에 있어서 입원당시부터 GGT가 79㎎/㎗로

다소 상승되어 있었으나, 八正散 투여 후에도 GGT
가 74㎎/㎗로 측정되었다.

(6) 장기추적관찰결과 (1례) 
1st case에 대하여, 4개월간의 추적관찰이 이루어

졌다. 八正散투여 첫날에 IPSS 22점에서 八正散 투

여가 끝난 12일째에는 16점으로 호전되었다. 이후

八正散투여 없이 추적관찰을 시행하였으며, 71일째
시행된 IPSS검사에서는 16점으로 유지되었고, 127
일째 시행된 IPSS검사에서도 10점으로 지속적인 감

소가 보였다. 추적관찰기간동안, 혈압은 칼슘차단제

및 ACEI로 조절되었으며, 기타 배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또한 투여되지 않았다.

고 찰
 하부요로증상/전립선비대증은 전립선의 조직학적

인 증식으로 하부요로증상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1). 전립선용적의 진단기준으로는 서양에서는 경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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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검사상 30～40cc이상인 경우를 전립선비대증

으로 보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적합한

해부학적 기준은 전립선용적이 20cc이상인 경우로

보고되고 있다2,11). 하부요로증상의 진단은 주로

IPSS에 의하여 평가되는데, IPSS는 총 7항목 35점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7점이면 mild, 8～19점이

면 moder뱡고되, 20～35점이면 severe한 증상이 있

다고 판단한다1). 이는 1991년에 개발되어 1996년에

는 한글번역본이 발표되어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한글번역본의 경우 2007년의 타당성 연구에 환자가

간헐뇨나 요절박 등을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관찰되

었다13).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경직장초음파검사

상 20cc이상의 전립선비대증 소견을 보이면서 한의

사 지도하에서 실시된 IPSS검사에서 8점 이상인 환

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남성에서 나타나는 하부요로증상의 대표적인 원

인이 전립선비대증이지만, 하부요로증상의 정도가

전립선조직의 크기와 비례하지는 않으며1,14), 오히려

배뇨근과활동성과 배뇨근저활동성 등과 같은 다른

요인들과도 관련되어 있다7). 따라서 전립선비대증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진 경요도절제술

(tranurethral resection of the prostate; TURP) 시술

후에도 하부요로증상이 재발할 수 있으며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5-7). 그러므로 환자들은 경요도절제술

보다 약물요법을 선호하며4), 이러한 맥락에서 내과

적 약물요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4,15).
내과적 약물 중에서는 알파차단제와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가 대표적이다4,15). 전립선비대증에 의한

하부요로증상의 기전은 두 가지로 설명되는데, 한
가지는 동적인 요소로 전립선 및 방광경부 평활근의

긴장이며, 다른 한 가지는 정적인 요소로 전립선 요

도의 물리적 폐쇄이다15). 이 두 가지 요소 중에서 알

파차단제는 교감신경을 차단하여 전립선과 방광경

부 평활근의 긴장을 이완시켜 증상을 완화시키며, 5
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는 전립선의 비대를 억제하여

물리적 폐쇄를 방지한다4,15). 한편, 이들 내과적 치료

중에서도 생약제의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일차치료로 사용되

는 처방약의 90%가 생약제로 투여되고 있고, 미국

에서도 비수술적인 치료를 선택하는 사람의 1/3에서

생약제를 활용하고 있다3).
한의학에서 전립선비대증은 癃閉, 小便不通, 小便

不利, 淋病 등에 속하며, 병인병리상 肺, 脾, 腎 三臟

으로 유지되는 三焦氣化의 기능실조로 설명된다8). 
변증 유형으로는 腎陽虛, 腎陰虧耗, 中氣不足 및 肝

氣鬱滯, 血瘀沮閉로 나타나는 濕熱下注, 肺熱氣滯, 
肝氣鬱滯등이 대표적이다8).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국

내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중에서도 老化의 과정에 초

점을 맞추어 腎陽虛, 肝腎陰虛, 脾腎陽虛, 肺腎氣虛

등의 변증을 시도해왔으며, 이에 따라 항노화효과가

있는16) 八味地黃湯, 補中益氣湯등이 전립선비대증의

처방으로 제시되었다17). 
반면, 전립선비대증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濕熱 및 瘀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

하였다. 전립선비대증은 대개 老化에 따라 나타나

며, 老化는 精血의 虛衰에 의한 것이므로12), 濕熱로

변증할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老化는 필연

적인 변화여서 예방에 한계가 있는 점에 비하여 濕

熱은 보다 통제 가능한 원인이다. 따라서 老化의 과

정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濕熱이라도 그다 적극적인

치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

에 ‘先通後補’를 주장하거나8), 변증유형과 무관하게

活血祛瘀軟堅하는 약재를 배합하자는 주장이 있어

왔으며, 특히 專方治療로는 利尿 活血散結하는 약제

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왔다18). 
八正散은 陳勝의 太平惠民和劑局方에서 최초로

수록되었으며, 淸熱瀉火, 利水通淋하므로 消炎, 利水

散結, 通便의 효과가 있고, 抗菌作用이 있다19). 전립

선비대증에서도 濕熱下注로 인한 하부요로증상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처방으로 제시되어 왔으나8) 국
내의 임상보고는 없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八正散을

단기간 투여 후 하부요로증상 및 자가배뇨후잔뇨량

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았다.
평균 약 10.8일간(8일～12일) 八正散을 투여한 결

과, 八正散은 IPSS로 측정된 하부요로증상을 평균

13점 가량 감소시켰으며, 4례 중 2례에서 8점미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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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감소하였다. 방광자극증상과 방광폐색증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방광자극증상은 6점, 방광폐

색증상은 7점을 감소시켰으며 특히 방광폐색증상은

P value가 0.057로 향후 본격적인 임상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줄 것이 기대된다. 7가지 개별증

상을 나누어 살폈을 때에는 유의성은 없었지만, 빈
뇨와 약뇨의 감소가 가장 두드러졌다. 또한, 도뇨관

삽입으로 측정한 결과 자가배뇨후잔뇨량의 감소도

관찰되었다. 만성적인 배뇨후 잔뇨는 300cc이상으로

정의되며, 연구자에 따라 100cc, 400cc, 500cc이상

으로 정의되기도 하는데20), 본 연구에서는 120cc, 
480cc의 잔뇨를 보인 2례 모두에서 50cc이하로 감

소되었다. 이러한 하부요로 증상 및 자가배뇨후잔뇨

량에 대한 개선효과는 약물투여 중단 후에도 지속될

것이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후향적 연구로 대조군이 없다는 점, 

대상자 수가 적었다는 점, 하부요로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알파차단제가 washout된 기간이 짧았

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소규모의 연구

였음에도 오히려 IPSS 총 점수의 유의한 감소를 보

여주었다. 이와 같은 임상양상으로 미루어 보아, 전
립선비대증환자가 大便이 溏泄하지 않을 경우, 단기

간의 八正散 투여로도 하부요로증상의 완화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방광폐색증상을 보다

유의하게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고 추정된다. 이에 대

하여 향후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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