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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재발성 요로감염 예방
김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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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Recurrent Urinary Tract Infections in
Women

Baek-Nam Kim

Urinary tract infection (UTI) is one of the most common bacterial infections affecting
women. One in four of these women will develop a recurrence. Recurrent UTIs are
common among otherwise healthy women with anatomically and physiologically
normal urinary tracts. These condition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quality of
life and have a considerable economic impact due to health care costs. This article
will review risk factors predisposing pre- and postmenopausal women to recurrent
UTIs, and discuss antimicrobial prophylaxis and other non-antimicrobial preventive
measures, including modification of behavioral factors, estrogen, and cranberry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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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요로감염은 여성에게 가장 흔한 세균감염 가운데 하나다. 여성의 40-50%는 평생
한번 이상 요로감염을 앓는다[1]. 해부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요로계가 정상이더라
도 젊은 여성에서 요로감염의 재발은 흔하다[2]. 여성에게 요로감염은 매년 12% 발
생하며, 모든 여성의 절반은 32세까지 적어도 한번 요로감염을 앓는다[3]. 한번이라
도 걸리면 요로감염 재발률이 증가한다[4]. 요로감염을 처음 앓은 미국 여자 대학생
의 26.6%는 6개월 안에 재발하고 2.7%는 다시 감염된다[5]. 일차의료기관에서 보면,
55세 넘은 여성의 53%와 이보다 젊은 여성의 36%는 1년 안에 재발성 요로감염을 경
험한다[4].
재발성 요로감염은 직전 요로감염이 해소된 후 연이어 발생하는, 증상이 있는 요
로감염을 말한다[2]. 재발성 요로감염은 지난 12개월 동안 3회 이상 요로감염이 발생
한 경우로 정의한다[6]. 일부 여성에게 재발성 요로감염은 심각한 고통일 뿐만 아니라
병원 방문과 입원, 진단, 치료에 비용이 든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적합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이 고찰에서는 폐경 전 그리고 폐경 후 건강한 여성에서 단순 요로감염 재
발에 대한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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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성관계는 시간과 횟수 면에서 요로감염과 밀접하게 연관 있다[15,

여성에서 재발성 요로감염의 원인 병원체의 80%는 대장균이다. 건

17-20]. 성적으로 활발한 젊은 여성에서 방광염의 75-90%는 성관계

강한 사람에서 요로감염균은 대부분 대장의 정상균무리에서 기인한

에 기인하고, 감염 횟수는 성관계 횟수와 상관 있다[15, 17]. 성적으로

다. 요로감염균은 요도구 주위나 원위 요도에 정착하는 중간단계를 거

활발하지 않은 젊은 여성이 단순 요로감염에 걸리는 것은 드문 일이라

쳐 요도를 통해 방광 안으로 들어간다[7]. 질에 있는 유산균은 요로감

고 한다[17, 21]. 성관계는 대장균의 요도주위 정착과 요도구에서 방

염균의 초기 정착 단계를 방해한다[8]. 이러한 모델은 여성에서 산발성

광 안으로 재발성 요로감염균주의 이동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sporadic) 요로감염이든 재발성 감염이든 똑같이 적용된다[2, 9].

한다[18, 22, 23]. 젊은 여성에서 재발성 요로감염과 가장 강하게 연관

요로감염의 시작은 요로감염균이 배뇨로 씻겨 내려가는 것을 극복

된 위험요인은 성관계 횟수다. 성관계를 주3회 갖는 평균 24세 여자 대

하고 질이나 요로상피세포에 부착하는 것인데, 이에 가는털(fimbiria)

학생은 성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보다 요로감염의 위험이 2.6배 높았고

과 같은 독성인자가 관여한다. 그 가운데 1형 fimbriae는 거의 모든 요

매일 갖는 사람은 9배 증가하였다[15]. 다른 역학연구에서 지난 1개월

로감염 대장균에서 발견되며 신장에 대한 독성인자를 가지고 있지

동안 성관계 횟수가 4-8회인 경우 교차비는 5.8 (95% CI 3.1-10.6), 9

않다. 끝부분에 있는 FimH adhesin를 매개로 방광의 요로상피세포

회 이상은 10.3 (95% CI 5.8-18.3)으로 확인되었다[17]. 재발성 요로

와 결합한다[10]. P 혹은 Pap (pili associated with pyelonephritis)

감염이 있는 폐경 전 여성에서 재발원인균주의 요도주위 정착, 세균뇨,

fimbriae는 신우신염을 일으킨 대장균에서 두드러지게 발견되는데,

농뇨 등과 더불어 성관계 유병률은 재발 직전 몇 일 동안 급격히 증가

적혈구의 P혈액형 항원이나 요로상피세포의 Gal-Gal수용체에 특이적

함이 관찰되었다[24]. 이 연구에서 대장균에 의한 재발성 요로감염의

으로 결합한다[11]. P fimbriae는 요로감염 대장균 중에서 신우신염

75%에서 성관계와 재발원인균주의 요도주위정착이 5일 안에 선행하

균주의 91%, 방광염은 19%, 무증상 세균뇨 균주에서는 14% 발견되었

였다.

으나 대장에 있는 대장균에는 7% 존재하였다[12].

살정제 사용도 요로감염의 주요한 행동 위험요인이다. 살정제는 질

동물실험에서 대장균은 숙주에게 있는 대규모 세균 병원소에 잠

의 생태계를 바꾸어 재발 위험을 높인다[8]. 지난 1년 동안 살정제 사

재할 수 있으며 나중에 재활성화되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급성

용은 젊은 여성에서 재발성 요로감염 발생과 의미 있게 연관 있었다

단순 방광염이 있는 여성의 중간뇨를 채취하여 연구한 결과 요로감

[17]. 살정제 사용 횟수는 성관계 횟수와 무관하게 재발성 요로감염 횟

염 대장균이 방광 상피에서 세포내에 집단(intracellular bacterial

수와 상관 있다[15, 17, 25]. 살정제로 표면처리된 콘돔을 사용하는 것

community)을 이루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13]. 이런 집단은 숙주의

만으로도 요로감염의 위험은 증가한다[26, 27]. Nonoxynol-9 살정

면역반응기제나 항생제치료로부터 보호받았다가 나중에 재활성화되

제가 묻어있는 가로막도 요로감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어 재발성 요로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13]. 발병기전에 대해 더 자세한

[15], 가로막보다는 살정제가 더 요로감염과 연관 있다. 살정제 성분인

것은 다른 문헌을 참고하기 바란다.
Table 1. Major Factors Predisposing Adult Women to Recurrent Urinary Tract
Infections, As Related to Age [14]

폐경 전 여성에서 재발성 요로감염의 위험요인

Age group (years)
15-50

요로감염이 발생하는데 숙주의 유전적, 생물학적, 혹은 행동/습관
요소들이 작용한다(Table 1). 이 가운데 중요한 위험요인을 폐경 전후
로 나누어 기술한다.
1. 성관계와 살정제
습관적 행동이 젊은 여성의 요로감염 발생과 강하게 연관 있다. 성

51-70

관계와 살정제 사용(특히 막 사용과 함께)은 젊은 여성에서 산발성 요
로감염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가장 명확하게 연관 있는 위험요인이
다[15]. 젊은 여성에서는 성관계나 살정제와 같은 산발성 요로감염의
위험요인이 재발성 요로감염의 위험요인이기도 하다[16]. 최근 시행
된 대규모 사례대조군연구에서 다변량분석 결과 젊은 여성에게 생기

>70

는 재발성 요로감염의 행동 위험요인은 지난 1개월 동안 성관계 횟수
(odds ratio [OR] 5.8; 95% confidence interval [CI] 3.1-10.6 for 4-8
episodes), 지난 1년 동안 살정제 사용(OR 1.8; 95% CI 1.1-2.9), 지난
1년 동안 새로운 사람과의 성관계(OR 1.9; 95% CI 1.2-3.2) 등이었다

UTI, urinary tract infection

Factor
Sexual intercourse
Diaphragm/spermicide
Spermicide
Antimicrobials
Prior UTI
Maternal history of UTI
Childhood history of UTI
Nonsecretor status
Lack of estrogen
Incontinence
Cystocele
Postvoid residual urine
Nonsecretor status
Prior UTI
Catheterization
Incontinence
Urogenital surgery
Diminished mental status
Antimicrob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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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oxynol-9은 시험관내에서 유산균을 파괴하지만 대장균에는 별

자 직계가족(어머니, 형제)이 요로감염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17,

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28, 29]. 살정제는 그 자체로 또는 피임용 가

40]. 18-49세 사이 폐경 전 여성 1,261명을 대상으로 요로감염의 가족

로막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 질의 유산균 수를 줄이고 대장균의 질 정

력을 조사한 인구집단 기반 사례대조군연구에서 어머니에게 요로감

착을 증가시킨다[15]. 살정제는 요도구 주위에 대장균의 집락화를 촉

염의 병력이 있는 경우 재발성 방광염(OR 2.5; 95% CI 1.9-3.4)과 재

진하는데, 이런 집락화는 재발성 요로감염이 있는 여성에게 더 자주 생

발성 신우신염(OR 3.3; 95% CI 2.4-4.5)의 발생 위험이 높았다[41]. 여

기고 더 오랜 기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8, 30]. 하지만, 경구피

자형제나 딸에게 요로감염이 있었을 때도 재발성 방광염(OR 각각 4.1,

임제 복용이나 콘돔 사용은 역학연구에서 요로감염의 위험요인으로

2.6)과 재발성 신우신염(OR 각각 3.5, 2.9)의 위험이 증가하였다. 이 연

증명되지 않았다[19, 25].

구에서 친척 1명 혹은 2명 이상에게 요로감염 병력이 있는 경우 재발성
방광염의 교차비는 각각 3.1 (95% CI 2.1-4.7)과 5.0 (95% CI 3.1-8.1)

2. 과거 항생제 사용
질의 정상 균무리에 영향을 미치는 항생제는 요로감염에 대한 감수

이었고 재발성 신우신염의 교차비는 각각 3.3 (95% CI 2.2-5.0), 5.5
(95% CI 3.4-9.0)이었다.

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요로감염에 선행하는 결정적인 사건은 질 입구
에 장내 균무리에서 기인한 요로감염균 특히 대장균의 정착이다[31].

4. 유전

건강한 젊은 여성에서 질의 정상 균무리의 90%는 유산균으로 이루어
졌는데, 이 세균은 과산화수소를 생산하여 요로감염균의 정착을 막

1) 비분비자(nonsecretor)

는다[8, 31]. 한 사례대조군 연구를 보면, 재발성 요로감염 여성이 그렇

비분비자는 ABH혈액형과 상관 없이 ABH혈액형 항원을 체액으로

지 않은 여성에 비해 질에서 대장균 정착이 흔하였으며(35% vs. 11%;

분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재발성 요로감염이 있는 여성은 ABH혈

P<0.001), 이런 위험은 과산화수소를 생산하는 유산균이 없는 재발성

액형 항원을 분비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3-4배 높다[42-44]. 요

요로감염 여성에서 훨씬 더 높았다(OR 4.0) [8].

로감염 원인 대장균은 이런 항원을 분비하지 않는 여성의 요로상피세

정상적으로 유산균이 우세한 질 균무리가 과거 항생제 사용으로

포에 더 잘 부착한다[45]. 이는 비분비자의 질과 요로 상피세포는 분비

변화가 생기면 요로감염균의 질내 정착이 촉진된다[32, 33]. 동물실

자와 다르게 요로감염 원인 대장균에 더 잘 결합하는 당지질 수용체를

험에서 β-lactam계 항생제는 질의 균무리를 현저히 억제하고 대장균

갖고 있기 때문이다[42]. 이러한 관점에서 비분비자의 표현형은 재발

의 질내 정착 가능성을 높이는 반면, 질의 정상 균무리를 구성하는 미

성 요로감염이 있는 여성에게 과하게 나타난다[42].

생물에 대한 항균력이 별로 없는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그러나 대규모 사례대조군연구에서 혈액형이나 비분비 여부는 젊은

(TMP-SMX)은 요도구 주위 혐기균 균무리에 대한 영향이 적었다

여성에서 재발성 요로감염 발생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17]. 성관계와

[33]. 실제 요로감염 환자를 TMP-SMX이나 fluoroquinolone계 항

살정제 노출이 더 중요한 젊은 여성에서 비분비 상태는 재발성 요로감

생제(ofloxacin)로 치료하였을 때 β-lactam계 항생제(amoxicillin,

염의 주요한 위험요인이 아님은 주목할 만하다[16]. 사실 비분비자는

bacampicillin, cefadroxil)보다 치료 이후 요로감염균의 질내 정착이

폐경 전 여성보다 폐경 후 여성에게 더 중요한 재발성 요로감염 위험요

적었다[34-36].

인이다[46]. 다른 연구에서 비분비자 여부와 재발성 요로감염이 연관

항생제 사용으로 모든 연령대 여성에서 요로감염 위험이 증가한다

있는 여성의 평균 연령은 학생층보다 높은 35세 이상이었다[43, 44].

[34, 37, 38]. 젊은 여성 751명을 6개월 동안 추적한 결과 요로감염이 발
생하기 이전 15-28일 사이 항생제를 사용한 경우 이전 3, 7 혹은 14일

2) Interleukin-8 수용체 결함

동안 항생제를 사용한 군보다 요로감염 발생 위험이 2.57-5.83배 높았

lnterleukin-8 (IL-8)는 감염된 요로상피세포로 중성구 이동을 촉

다[39]. 요로감염으로 과거 항생제치료를 받은 여성이나 다른 질환으

진하는 염증성 시토카인이다. 동물실험에서 IL-8의 수용체인 CXCR1

로 항생제치료를 받은 여성도 요로감염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39].

이 없는 쥐는 신장에서 세균을 제거하지 못해 균혈증을 일으킨다[47].
재발성 신우신염이 있는 소아의 중성구에서 CXCR1의 결함이 발견되

3. 가족력

었다[48].

젊은 여성에서 습관과 상관 없는, 재발성 요로감염의 위험요인에는
첫 번째 요로감염 때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OR 3.9; 95% CI 1.9-

5. 골반 구조

8.0)와 어머니에게 요로감염 병력이 있는 경우(OR 2.3; 95% CI 1.5-

골반의 생김새도 일부 젊은 여성에서 재발성 요로감염 발생에 역할

3.7) 등이 있다[17]. 어린 나이에 첫 요로감염을 앓은 것과 어머니에게

을 한다. 재발성 요로감염이 있는 여성 100명과 대조군 113명 사이 요

요로감염 병력이 있다는 점은 성관계 다음으로 재발성 요로감염과 강

도구에서 항문까지 거리, 배뇨 후 잔뇨량, 배뇨 특성 등에 차이가 있는

한 연관성을 나타낸 변수들이다[17]. 이런 소견은 유전적 요소가 재발

지를 비교하였을 때[49], 요도구에서 항문까지 거리는 대조군에 비해

성 요로감염이 있는 일부 젊은 여성에게 중요함을 시사한다.

사례군이 현저히 짧았다(각각 4.8, 5.0 cm, P=0.03). 살정제를 사용하

오래 전부터 재발성 요로감염 발생에 유전적인 경향이 있다고 알려

지 않는 사람에서는 사례군의 요도구에서 항문까지 거리가 4.5 cm 미

져 왔다. 재발성 방광염이 있는 여성에서 그러지 않은 여성에 비해 여

만일 가능성이 높았다(교차비 5.7, 95% Cl 2.0-16.6, P=0.0013). 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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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등이었다[46].

이, 배뇨 후 잔뇨량, 배뇨 특성(peak flow rate, time to peak flow) 등

폐경 후 여성에서 요실금은 요로감염 발생에 기여한다. 사례대조군

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런 연구결과는 골반의 해부학적인 차이가 일부

연구에서 만성 요실금은 일관성 있게 폐경 후 여성에서 요로감염과 연

여성에게, 특히 요로감염의 외적인 위험요인이 없는 사람에게, 재발성

관이 있었다[46, 52, 54]. 요실금이 있거나 상당한 골반바닥탈출이 있

요로감염을 일으키는데 기여함을 시사한다.

거나 배뇨 후 잔뇨가 많은 폐경 후 여성은 재발성 요로감염의 발생위험
이 높다[31]. 배뇨 후 잔뇨량을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폐경 후 여성에서

6. 습관
최근 시행된 대규모 사례대조군연구에서 다변량분석 결과 그전 연

배뇨 후 잔뇨량이 50 mL가 넘는 경우는 독립적으로 재발성 요로감염
의 위험요인이었다[55].

구와 동일하게 젊은 여성에서 재발성 요로감염은 성관계 전후 배뇨 양
상, 배뇨횟수, 소변 참기(delayed voiding), 배변 후 닦는 방향, 질세정,

3. 요로감염 병력

탐폰 사용, 샤워나 욕조목욕, 속옷의 종류, 수분 섭취량, 카페인이 든 음

전술한 바와 같이 폐경 전 요로감염 병력은 폐경 후 여성에게 재발성

료 섭취, 체질량지수 등과 상관이 없었다[17]. 이 연구에서 피임 방법도

요로감염의 위험요인인데[46], 다른 연구에서는 과거 요로감염 병력

재발성 요로감염과 무관하였다. 자전거 타기와도 상관 없다[50].

이 있거나[54] 과거 6회 이상 요로감염을 앓은[53] 경우도 폐경 후 여

요약하면, 폐경 전 여성에서 교정가능한 행동 위험요인은 가로막, 콘

성에서 요로감염의 위험이 증가하였다.

돔, 살정제 등의 사용과 성관계 횟수 등이다[17, 21, 25, 26, 50].
4. 성생활
성생활은 폐경 후 여성[53] 혹은 40-65세 사이 여성[54]에서 요로

폐경 후 여성에서 재발성 요로감염의 위험요인

감염 발생과 연관이 없었다. 대조적으로 다른 역학연구에서는 최근 성
관계는 젊은 여성과 마찬가지로 폐경 후 여성에서도 요로감염 발생과

1. 에스트로겐 결핍

연관 있다고 한다[52, 56].

폐경 후 여성에서 발생하는 재발성 요로감염의 위험요인은 많이 연
구되지 않았다. 폐경 후 여성은 여성호르몬 감소로 질의 정상 균무리에

재발성 요로감염의 예방

변화가 생겨 요로감염의 위험이 증가한다. 폐경으로 에스트로겐이 줄
면서 질 표피가 얇아지고 포도당 량이 감소한다. 이런 환경은 유산균의

1. 항생제 예방요법

생존에 적합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유산균 수가 감소하고 질의 산도는

요로감염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여성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증가하게 된다[31]. 이에 따라 대장균과 같은 장내세균의 정착이 증가

항생제 예방요법을 고려할 수 있다. 항생제 예방요법은 12개월 동안 3

한다[46, 51]. 이런 여성이 재발성 요로감염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31].

회 이상 혹은 6개월 동안 2회 이상 요로감염이 생긴 여성 가운데 다

1999년 고찰에 의하면 폐경 후 여성에서 에스트로겐 결핍이-비분비

른 예방대책이 효과가 없을 때로 제한해야 한다[57]. 유럽비뇨기과

자, 폐경 전 요로감염 병력, 요실금, 방광탈출증, 배뇨 후 잔뇨 등과 마찬

학회는 2011년 지침에서 다른 예방책이 실패한 경우 항생제 예방요법

가지로-재발성 요로감염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었다[14]. 그러나

을 권하고 있다[58]. 항생제 예방요법은 지속항생제예방(continuous

사례대조군연구 결과 경구 에스트로겐 보충으로 요로감염 위험이 줄

antimicrobial prophylaxis), 성관계 후 예방(post-coital pro

지는 않았다[52]. 코호트연구에서도 에스트로겐 경구와 질내 투여 모

phylaxis), 자가치료(patient-administered self-treatment) 등 세 가

두 폐경 후 여성에게 요로감염 예방효과가 없었다[53].

지 전략이 있다[59]. 연2회 이하 발생하는 경우 자가치료가 유용하고,
연3회 이상 재발하는 사람에게는 지속항생제예방 혹은 성관계 후 예

2. 비뇨기과적 위험요인
폐경 후 여성에서 재발성 요로감염의 위험요인은 폐경 전 여성과 다

방이 좋다[60]. 항생제는 지역사회 내성 현황, 부작용, 가격 등을 고려
하여 선택한다(Table 2).

르다. 폐경 전 여성에게 재발성 요로감염의 발생은 습관적 위험요인이
두드러진 반면, 폐경 후 여성은 방광 비우기에 영향을 미치는 기계적 혹

1) 지속항생제예방

은 생리적 위험요인이 더 중요하다[2]. 재발성 요로감염의 병력이 있는

자주 앓는 경우, 성관계가 잦은 경우, 혹은 재발이 시간적으로 성관

건강한 폐경 후 여성 149명과 그러지 않은 53명을 비교한 최근 사례대

계와 무관한 경우 지속적인 예방요법(매일, 주3회, 매주)이 낫다[63].

조군연구에서 요실금(41% vs. 9%;P<0.001), 방광탈출증 (19% vs. 0%;

요로감염을 예방한다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항생제 노출을 최소화할

P<0.001), 배뇨 후 잔뇨(28% vs. 2% P=0.00008) 등 세 가지 비뇨기과

수 있다면 투여횟수는 환자의 반응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감

적 요인들이 폐경 후 여성의 재발성 요로감염과 연관 있었다[46]. 이 연

염률은 예방요법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만 감소하며 항생제를 끊으면 기

구에서 다변량분석 결과 폐경 후 재발성 요로감염과 강하게 연관 있는

저수준으로 되돌아간다. 항생제 예방을 시작하기 전에 이전 요로감염

위험요인은 요실금(OR 5.79; 95% CI 2.05-16.42), 폐경 전 요로감염

의 치료 1-2주 후 요배양검사로 박멸을 확인해야 한다[63].

병력(OR 4.85; 95% CI 1.7-13.84), 비분비 상태(OR 2.9; 95% CI 1.28-

재발성 요로감염이 있는 여성에게 매일 저용량 항생제로 예방요법

http://dx.doi.org/10.3947/ic.2012.44.5.343 • Infect Chemother 2012;44(5):34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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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timicrobial Prophylaxis for Recurrent Urinary Tract Infections [2, 62]
Antimicrobial agent
Cephalexin
Ciprofloxacin
Nitrofurantoin
Norfloxacin
Trimethoprim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a
Typically taken at night [2].
b
Taken within 2 hours of intercourse [2, 61].

Continuous prophylaxis (daily dosage)a
125 to 250 mg
125 mg
50 to 100 mg
200 mg
100 mg
40/200 mg

을 시행하는 경우 95% 재발을 막을 수 있다[64]. 430명 여성 10개 임

Postcoital prophylaxis (one-time dose)b
250 mg
125 mg
50 to 100 mg
200 mg
100 mg
40/200 to 80/400 mg

Acute self treatment
250 mg bid for 3 days
200 mg bid for 3 days
160/800 mg bid for 3 days

(breakthrough)감염이 적게나마 있음을 알려야 한다[66].

상시험을 분석한 최근 Cochrane 체계고찰에서는 재발성 요로감염이

이런 항생제 예방요법으로 재발성 요로감염의 자연경과가 수정되는

있는 폐경 전후 여성에서 지속항생제예방은 임상적 그리고 미생물학

것은 아니므로 예방요법을 종료하면 요로감염 발생률이 이전 상태로

적 재발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었다[63]. 이 체계분석에는 성관계 후 예

되돌아간다. 항생제 예방요법을 중단한 지 3-4개월 안에 약 60% 여성

방에 대한 임상시험이 1개[65] 포함되었다. 고찰 결과에 따르면 지속항

에서 재발감염을 예상할 수 있다[68]. 예방요법 중지로 재발성 감염의

생제예방군에서 임상적 재발은 0-0.27회/환자-년인 반면 대조군은

양상과 횟수가 예방요법 이전상태로 돌아온다면 예방요법을 6-12개월

1.12-3.6회/환자-년이었다. 지속항생제예방군에서 임상적 재발의 비

다시 시도할 수 있다[31].

교위험도는 0.15 (95% CI 0.08-0.28)로 증상이 있는 재발성 요로감염
1건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숫자는 2.2 (95% CI 1.80-2.80)이었다. 미생

2) 성관계 후 항생제예방

물학적 재발은 각각 0-0.9회/환자-년, 0.8-3.6회/환자-년으로 지속항

성관계 후 항생제 예방요법은 시간적으로 요로감염 발생이 성관계

생제예방군에서 훨씬 낮았다. 미생물학적 재발의 비교위험도는 0.21

와 연관 있는 여성에게 사용한다[31]. 1년에 3-4회 요로감염을 앓는

(95% CI 0.13-0.34)로 미생물학적 재발 1건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숫

여성에게 효율적이다. 이중맹검 위약대조군 무작위시험에서 지난 1년

자는 1.85 (95% CI 1.60-2.20)이었다. 임상시험에 fluoroquinolones

동안 배양으로 증명된 요로감염이 2회 이상 있는 여성이 TMP-SMX

(norfloxacin, ciprofloxacin, pefloxacin), cephalosporins

40/200 mg을 성관계 후 복용하여 감염률은 환자-년 당 0.3회이었으

(cephalexin, cefaclor), TMP, SMX, nitrofurantoin 등의 항생제가

나 대조군은 3.6회로 92% 요로감염이 감소하였다[65]. 이 연구에서 미

사용되었으나 특정 약제가 더 우수하지는 않았다[63]. 저용량 TMP-

생물학적 재발의 비교위험도는 0.15 (95% CI 0.04-058)이었다. 부작

SMX (40/200 mg) 매주 3회 복용의 경우 요로감염 발생률은 0.2회/환

용은 드물고 사소한 것이었다. 나중에 ciprofloxacin을 이용하여 시행

자-년 미만이었다[9, 16].

된 무작위 대조시험에서 성관계 후 복용한 것이나 매일 복용하는 것이

지속항생제예방군에서 치료를 중단할 정도의 중증 부작용에 대한
비교위험도는 1.58 (95% CI 0.47-5.28)이었고 피부발진과 심한 구역이

나 예방효과에 차이는 없었다[69]. 추가적인 비대조시험에서도 다른
전략의 항생제 예방요법과 비교하여 효과에 차이가 없었다[2].

가장 흔하였다. 그 외 덜 심한 부작용 발생의 비교위험도는 1.78 (95%

TMP-SMX을 견디지 못하거나 내성이면 nitrofurantoin이나 fluo

CI 1.06-3.00)이었고 질/구강 칸디다증, 소화장애 등이 발생하였다

roquinolone계 항생제 등을 TMP-SMX만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63]. 항생제예방요법에 가장 적합한 약제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

있다. 그러나 아직 성관계 후 예방요법과 관련된 임상 증거는 충분하지

았으므로 알레르기, 과거 항생제 감수성, 지역사회 내성양상, 가격, 부

않다[65]. 특히 fluoroquinolone계 항생제는 매우 효과적이나 일반적

작용 등을 고려하여 항생제를 선택한다[63] . 환자는 예방요법을 시작

으로는 권장되지 않으므로, 임신 가능성을 고려하고 태아에 대한 위험

하기 전에 흔한 부작용에 대하여 이해해야 하고 모든 항생제에 드물지

과 이득을 따져 결정한다. 이는 다른 전략의 항생제 예방요법에서도 고

만 중증 부작용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66].

려해야 할 요소다. 성관계 후 항생제 예방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요배양

6-12개월 지속예방요법으로 요로감염 발생률을 예방기간 동안 줄

검사로 세균뇨가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57]. 성관계 후 예방요법은 성

일 수 있으나[63], 이 기간보다 더 오래 투여해야 할지 말지에 대해 분

관계 2시간 안에 복용해야 비용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70]. 12개월

명한 증거는 아직 없다. 중단 후 요로감염 발생률은 6개월과 12개월 예

이상 임상시험이 시행되지 않았으며, 현재 복용기간이나 복용횟수에

방요법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63]. 일부 전문가는 재발성 증상성 감염

관한 권고안은 아직 없다[63]. 성관계 횟수에 달렸지만, 성관계 후 예방

이 있는 환자에게 더 오래(2-5년) 예방요법을 권하기도 한다. 저용량

요법은 항생제 사용량이 다른 예방법보다 적다.

TMP-SMX을 5년까지 시도한 바는 있다[67]. 예방요법 기간은 증상의
중증도와 환자의 선호에 따라 결정한다. 6개월 예방요법 후에는 항생제

3) 자가치료

중지 후 생기는 재감염에 대한 관찰기간을 갖도록 권한다[2]. 환자가 오

엄밀하게 예방책은 아니나 일부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 성관계와 무

래 항생제 예방요법을 받기를 원하면 장기투여에 따른 안전성 자료가

관하게 단순 요로감염이 재발하는 여성에게 환자시작(주도)치료가 적

없음을 충고해야 하고 중증 부작용 발생의 위험과 내성균에 의한 돌발

합하다. 이 방법은 1년에 두세 번 재발하는 경우 유용하다[31]. 장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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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항생제 장기 복용을 피한다는 점이다. 이 예방법은 확실하게 증명

이 있을 것 같다. 요약하면, 질내 국소 에스트로겐은 폐경 후 여성에게

된 재발성 요로감염의 병력이 있고 동기가 있으며 의사의 지시를 잘 따

요로감염 재발을 줄이나 일부 여성에만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지속항생

르고 의료진과 협조적인 여성에 국한해야 한다[2]. 증상으로 요로감염

제예방만큼 효과적이지는 않다.

시작을 인지할 수 있는 여성에게 적용한다[71-73]. 자가진단과 요배양
사이 86-91% 일치율을 보이므로 요로감염을 자가로 진단하고 치료하

3. 크랜베리

는 경우 요배양은 불필요하다[74]. 해당 여성에게는 3일분의 치료 항생

요로상피에 부착하지 않고는 세균이 요로계 점막 표면을 감염시킬

제를 제공한다[70]. 증상이 시작되면 환자 주도로 항생제 복용을 시작

수 없다. 크랜베리는 세균 특히 대장균이 요로상피세포에 부착되는 과

한다. 48시간 안에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병원에 오도록 한다[74].

정을 막는다[80, 81]. 크랜베리의 proanthocyanidin이라는 탄닌 성

주기적인 요배양으로 요로감염 존재와 항생제감수성을 확인해야 한

분이 요로감염을 일으키는 P fimbriated 대장균이 요로상피세포에

다[57]. 한편, 항생제 1회 복용은 지속항생제예방보다 재발 예방에 덜

부착하는 것을 억제한다[82]. 크랜베리 생산품은 이러한 기전으로 증

효과적이다[73]. 이 임상시험에서 TMP-SMX 1회 복용으로 방광염 발

상성 방광염의 재발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Proanthocyanidin

생 횟수는 2.2환자-년이었으나 지속항생제예방은 0.2환자-년이었다

는 크랜베리, 블루베리, 링곤베리 주스에서 발견되나 자몽, 오렌지, 구

(P<0.001).

아바, 망고, 파인애플 주스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83]. 많은 주스가
type 1 fimbriated E. coli의 부착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P

2. 에스트로겐 크림

fimbriated 대장균에 대한 효과는 블루베리와 크랜베리 주스가 유일

에스트로겐 결핍은 요로감염 위험 증가와 연관 있는바 에스트로겐

하다[81, 83]. 과거 생각했던 것과 달리, 크랜베리 주스는 소변의 산도

투여로 폐경 후 여성에서 재발성 요로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75].

를 변경시키지는 않는다[84]. 크랜베리 주스의 항부착(antiadherent)

에스트로겐 치료는 질 상피에서 유산균의 증식을 촉진하여 폐경 전처

효과는 섭취 2시간 후부터 시작되어 10시간까지 지속된다고 한다

럼 산도를 낮추고 장내세균의 질 정착을 억제한다.

[85].

폐경 후 여성 93명을 대상으로 한 이중맹검무작위대조시험에서 질

2008년 Cochrane 체계고찰에 따르면 크랜베리는 12개월 치료기

내 에스트로겐 투여군은 요로감염 발생률이 0.5회/환자-년로 위약의

간 동안 유의하게 요로감염 발생을 줄였다[86]. 4개 무작위대조시험의

5.9회/환자-년(P=0.001)에 비해 요로감염 발생이 현저히 줄었다[75].

메타분석 결과 크랜베리 생산물은 위약에 비해 요로감염 발생률을 낮

Cochrane 체계고찰에 사용된 2개 무작위시험 결과 에스트로겐 치

추었다(RR 0.66; 95% CI 0.47-0.92). 크랜베리 생산품(주스, 알약) 혹

료군에서 증상성 요로감염의 비교위험도는 각각 0.25 (95% CI 0.13-

은 링곤베리 주스를 매일 섭취하면 재발성 요로감염을-항생제 사용은

0.50) [75], 0.64 (95% CI 0.47-0.86) [51]로 요로감염 발생이 줄었다

90-95% 줄이는데-약 30% 줄인다[87, 88]. 그러나 2011년 발표된 다

[76]. 두 군 모두 치료 전 질 배양에서 유산균은 배양되지 않았으나 1개

른 무작위대조시험(n=319)에서는 여자 대학생에서 크랜베리 주스 칵

월 후 에스트로겐 치료군에서는 61% 다시 나타났으나 위약군은 아무

테일 240 mL 하루 2회 섭취가 위약에 비해 요로감염 재발률이 오히려

도 배양되지 않았다(P=0.001). 마찬가지로 질의 산도는 평균 5.5에서

약간 높았다(20.0% vs. 14.0%) [89].

3.6으로 낮아졌으나 위약군은 변화가 없었다. 질내 에스트로겐과 항생

2012년 새로운 체계고찰과 메타분석에 따르면 크랜베리 추출물 복

제예방요법의 효과를 비교한 시험은 연구 이질성 때문에 분석에 사용

용자에서 재발성 요로감염의 비교위험도는-분석된 연구 사이 중등도

할 수 없었다[76].

의 통계적 이질성을 감안하고-위약군과 비교하면 0.62 (95% CI 0.49-

에스트로겐 치료 반응은 에스트로겐 종류와 치료기간에 따라 다

0.80)로 2008년 Cochrane 체계고찰 결과와 비슷하였다[90]. 하위

양하였다. 에스트로겐은 화합물 자체보다는 투여경로가 더 중요하다

그룹분석 결과 크랜베리 추출물은 다른 인구집단보다는 재발성 요로

[77]. 에스트로겐 경구 투여는 위약과 비교하여 요로감염을 줄이지 못

감염 있는 여성(RR 0.53; 95% CI 0.33-0.83), 여성 인구집단(RR 0.49;

하였다[76]. 마찬가지로 호르몬대체요법은 요로감염 발생에 영향을

95% CI 0.34-0.73), 18세 이상보다는 18세 미만 소아(RR 0.33; 95% CI

미치지 않았다[78]. 국소 크림과 달리, 페서리 형태는 저용량 항생제 예

0.16-0.69), 크랜베리 알약이나 캡슐약보다는 주스를 복용한 경우(RR

방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았다[76].

0.47; 95% CI 0.30-0.72), 하루 1회 복용한 것보다는 2회 이상 복용한

질내 에스트로겐 투여로 생기는 부작용에는 유방 압통, 질 출혈, 비

경우(RR 0.58; 95% CI 0.40-0.84) 등에 효과적이었다. 한편, 최근 무

생리적인 분비물, 질의 화끈거림과 가려움증 등이 있다[70]. 에스트로

작위시험에서도 크랜베리 주스가 위약에 비해 폐경 전 여성 176명에서

겐 질내 투여는 에스트로겐과 연관된 자궁내막암 발생을 염려할 필요

재발성 요로감염 발생을 줄이고(adjusted hazard ratio 0.68; 95% CI

가 없다[79]. 임상시험에 사용된 에스트로겐 투여방법은 2주 동안 크

0.33-1.39; P=0.29) 소변에서 P형 fimbria가 있는 대장균을 감소시키

림 0.5 mg을 질내에 매일 바른 후 8개월 동안 매주 2회 바르는 것이었

는(43.5% vs. 80.0%; P=0.07) 것으로 밝혀졌다[91]. 그러나 연구자들

다[75]. 에스트로겐 치료는 폐경 후 여성에게 특히 다제내성균 감염으

은 표본수가 충분하지 않아 통계적 검정력은 떨어진다고 지적하였다.

로 항생제 선택과 효과에 제한이 있거나 증상이 위축성 질염과 연관된

크랜베리 생산물은 항생제요법보다는 요로감염 예방 효과가 떨어

경우 적응증이 된다[46]. 그러나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는 여성(치매나

진다. 45세 이상 여성 137명을 대상으로 크랜베리 추출물(하루 500

중풍 등)은 스스로 바르기 어렵겠고 일부 여성은 질내 적용에 거부감

mg)과 trimethoprim (하루 100 mg)의 예방효과를 비교한 무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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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시험에서 크랜베리군의 비교위험도는 1.616 (95% CI 0.93-2.79;

피, 차, 청량음료 섭취뿐만 아니라 비타민 복용 혹은 하루 수분 섭취량

p=0.084)로 항생제군은 크랜베리군에 비해 제한적인 이득이 있었으나

등은 요로감염 예방과 상관이 없었다. 이외에도 요로감염 치료와 예

부작용이 더 많았다[92]. 크랜베리 캡슐(500 mg 하루 2회)과 TMP-

방에 사용되는 천연물의 종류는 많지만 아직 과학적 연구는 부족하다

SMX (480 mg 매일 1회)를 비교한 다른 무작위 시험에서 연구기간

[103].

중 한 번이라도 증상성 요로감염이 생긴 사람의 비율이 각각 78.2%,
71.1%로 폐경 전 여성에서 재발성 요로감염을 예방하는데 크랜베리보

4. 성생활과 피임

다 항생제가 더 효과적이었다[93]. 치료 1개월 후 무증상 세균뇨의 대

젊은 여성에서 성생활이나 살정제 사용 등을 포함한, 수정 가능한

장균 균주가 크랜베리군은 28.1% 항생제군은 90.5%가 TMP-SMX에

요로감염 위험인자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겠다[15, 17, 27, 104]. 젊은

내성이었다.

여성에서 재발성 요로감염과 가장 강하게 연관된 위험요인이 성관계이

크랜베리는 노인(남녀 모두)보다는 특히 성적으로 활발한 여성에서

고 기본적으로 성적으로 활발한 인구집단일지라도 대장균에 의한 재

재발성 요로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86]. 크랜베리 섭취는 노

발성 요로감염 이전에 성관계가 늘 선행하는 것도 아니고 성관계가 항

인에서 세균뇨를 예방하기는 한다[94]. 그러나 신경인성 방광이 있는

상 재발성 요로감염을 초래하지도 않는다[24]. 그러므로 성적으로 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았다[86]. 무작위 대조시험에서 16

발한 여성에서 요로감염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막연하게 금욕을 권

주 이상 임신여성에서 매일 크랜베리 주스 섭취는 크랜베리는 증상성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 보인다. 살정제가 포함된 피임법을 사용하

요로감염과 무증상세균뇨를 줄이는데 효과적이었다. 임신부에서 순

는 여성에게는 가로막과 살정제 대신 다른 피임법을 권한다[60, 105-

응도가 떨어져 이러한 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95].

106].

크랜베리 주스 자체는 산도가 너무 낮아 그대로 마실 수 없어서 감
미료와 물, 비타민C와 혼합하여 크랜베리 주스 칵테일 형태로 판매되

5. 행동 수정

고 있다[94]. 알약과 캡슐약 형태도 있다. 그러나 요로감염 예방에 효

마시는 물의 양을 늘리면 방광에서 세균을 씻어 낼 수 있다고 믿어왔

과적인 섭취 용량이나 농도, 기간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없다[96]. 가

다. 병원균이 방광 벽에 붙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던 시절인 1965년

장 많이 연구된 형태는 크랜베리 주스 칵테일로 여기엔 순수 크랜베리

수학적 모델시험으로는 잔뇨량이 조금 있는 경우 빠른 증식 때문에 자

주스가 25% 들어 있다. 주스는 하루 4-32 oz (약 120-950 mL)를 3회

주 소변을 보는 것으로는 세균들을 씻어 내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보

로 나누어 식사와 함께 섭취하고 알약은 하루 600 mg에서 1200 mg

다는 이러한 치료로 소변에서 Tamm-Horsfall glycoprotein과 같은

이상을 2회 혹은 3회로 나누어 복용한다[97]. 소규모 연구에 의하면

항세균 물질들이 희석되어 감염 위험이 증가될지 모른다[50]. 수분 섭

크랜베리 주스 하루 150-750 mL (혹은 이와 동등한 농도) 복용이 재

취량을 늘려 세균을 씻어 내리려는 노력은 대규모 전향연구에서 효과

발성 요로감염 예방에 효과적이었다[87, 98]. Proanthocyanidin이

가 증명되지 않았다[15].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요로감염 병력이 있는

36 mg 들어 있는 크랜베리 주스 칵테일 300 mL을 매일 마시면 임상적

여성과 대조군을 비교하였을 때 하루 소변 보는 횟수, 수분 섭취량, 성

으로 세균뇨와 농뇨를 줄일 수 있는데[84], 최근 시험관내 연구에서는

관계와 배뇨 사이 시간간격 등에 차이가 없었다[19].

proanthocyanidin이 72 mg 들어있는 정도를 매일 섭취해야 요로에

성관계 전후 요배양검사를 시행한 연구 결과 성관계 직후 일시적인

서 세균의 부착과 병독성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한다[99]. 2012년 메타

세균뇨가 종종 생기는 것이 확인되었다[23]. 후향적 사례대조군연구

분석에 포함된 2개 임상시험에서는 proanthocyanidin을 하루 72 mg

결과 성관계 후 즉시 배뇨가 요로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나[107]

이상 복용한다고 하여 예방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89, 95].

나중에 시행된 대규모 전향연구에서는 그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부작용에는 소화장애, 체중증가(과도한 칼로리 섭취), 잠재적인 약물

[15]. 최근 체계고찰에서도 성관계 후 배뇨가 요로감염 예방에 도움이

상호작용(flavonoid가 cytochrome P450효소계를 억제) 등이 있다

된다고 증명한 대조시험 결과는 없었다[61]. 달리 해롭지도 않고 다른

[97]. 앞의 부작용과 더불어 다른 여러 이유로 임상시험에서 중도탈락

예방책도 없어 재발성 요로감염을 예방에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기대

률이 최대 55%에 달하였다. 비용도 꽤 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크랜베리

때문에 성관계 후 배뇨는 성관계와 요로감염 사이 연관 관계가 있는 여

는 장기간 복용에 적합한 예방대책은 아니다[100].

성에게 권고사항으로 남아 있다.

2008년 Cochrane 체계고찰에 포함된 임상연구 디자인에 이질성이
있고 적합한 용량과 제형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점 때문에 미국에서는

6.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

요로감염 예방에 크랜베리를 권하지 않는 것 같다[97]. 2012년 미국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질과 방광에 병원성 세균이 정착하는 것을 막을

사협회가 권하는 요로감염 예방수칙에도 크랜베리는 빠져 있다[101].

수 있다. 유산균이 폐경 전 건강한 여성의 비뇨생식기 균무리에 우세하

한편, 유럽비뇨기과학회는 2011년 지침에서 크랜베리를 시도하는 경

기 때문에 요로감염균이 우세한 비뇨생식기 균무리를 유산균으로 되

우 하루 proanthocyanidin 36 mg 이상 복용을 권하고 있다[58].

돌리면 요로감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산균은 질에

가임기 여성에서 요로감염 예방에 기여하는 식이를 분석한 역학연

있는 농도에서 많은 미생물에 독성을 나타내는 젖산, bacteriocin, 과

구 결과 베리 주스 같은 신선한 주스 혹은 정장세균을 함유한 발효된

산화수소 등의 항균물질을 생산한다[108]. 게다가 유산균은 세포 표

유제품 섭취로 요로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102]. 이에 반해, 커

면에 요로감염균의 부착을 막는 biosurfactant를 생산하여 선천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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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을 비특이적으로 증강시키는데 기여한다[108, 109]. 요로감염 예

가능하나 예방효과가 있는 유산균 균주가 유럽에서 상용화되지 않았

방 연구에 사용된 유산균 중에서 Lactobacillus rhamnosus GR-1과

다고 한다[58]. 그러나 맨 나중에 시행된 임상시험 결과를 고려하면 요

L. reuteri RC-14 (과거에 L. fermentum RC-14)이 가장 효과적인 균주

로감염 예방에 프로바이오틱스 사용은 권할만하지 않다.

다[110].L. caseishirota와 L. crispatus CTV-05도 일부 연구에서 효과
가 있었다. L. rhamnosus GG는 요로감염 예방에 효과가 없다. 지금까

7. 면역강화 예방(immunoactive prophylaxis)

지 연구 결과로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여성에게 재발성 요로감염 예방

요로감염 세균을 죽여 만든 용해물(lysate)을 투여하면 재발성 요

에 이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110]. 프로바이오틱스는 안전성 면에서

로감염에 대한 감수성을 줄이고 숙주의 방어능력을 증강시킬 수 있

도 문제 없다. 그러나 프로바이오틱스가 이 적응증으로 널리 사용되려

다[119]. 열로 죽인 요로감염균 균주를 혼합하여 만든, 주사나 질좌

면 효과가 확실하게 증명되는 무작위대조시험이 필요하다[110].

약으로 투여하는 전세포백신은 방어효과가 몇 주에 걸쳐 감소하기

질좌약으로 유산균이 재발성 요로감염 예방에 시험되었다. 오래 전

때문에 자주 투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백신이라기 보다는 면역자극

무작위 위약대조군시험에 의하면 폐경 전 여성에게 L. rhamnosus 질

(immuno-stimulation)의 범주에 든다. OM-89은 그런 여러 면역자

좌약을 26주 동안 주2회 적용한 결과 6개월 동안 증상성 요로감염 발

극제(immunostimulant) 중 하나다. 면역강화 예방요법의 가장 큰 장

생률(0.21/월)이 대조군(0.15/월)과 차이가 나지 않았다[111]. 게다가

점은 항생제 사용을 피한다는 점이다.

치료군은 요도구 주위에서 유산균이 더 잘 발견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Uro-Vaxom은 OM-89 경구 캡슐로서 18개 혈청형의 요로감염 대

L. crispatus GAI 98332가 들어 있는 질좌약을 재발성 요로감염 있는

장균 균주를 가열처리하고 동결건조시켜 만든 균체 용해물로 미국 식

여성 9명에게 12개월 적용한 예비연구에서 요로감염 재발이 5.0±1.6

품의약품국의 승인을 받지는 않았지만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재발

회/년에서 1.3±1.2회/년으로(P=0.0007)로 줄었다[112]. 폐경 전 여성

성 요로감염의 예방에 이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119]. StroVac와

에게 10주 동안 매주 1회L. crispatus 질좌약을 적용한 제2상 임상시험

SolcoUrovac은 서로 다른 혈청형 6종의 대장균, Proteus vulgaris,

(n=100) 결과 요로감염 재발은 15% 위약 대조군은 27%로 비교위험도

Klebsiella pneumoniae, Morganella morganii, Enterococcus

는 0.5 (95% CI 0.2-1.2)이었다[113]. 치료군에서는 질내 L. crispatus

faecalis 등 10가지 세균으로 만든 것으로 각각 근육주사하거나 질좌

의 정착이 많은 경우 요로감염 재발이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 폐경 전

약으로 투여한다. 그외에 Urostim (1형 pili를 나타내는 요로감염 대

여성에게 5일 동안 매일 L. crispatus 질좌약을 사용한 제1상 임상시험

장균, 대장균의 Rc돌연변이주, K. pneumoniae, Proteus mirabilis,

(n=30) 결과 심한 부작용은 없었으나 질 분비물이나 가려움증을 호소

E. faecalis 등)과 Urvakol (요로감염 대장균, K. pneumoniae, P.

하였다[114]. 다른 임상시험에서도 유산균 질내 투여의 가장 흔한 부

mirabilis, P. aeruginosa, E. faecalis 등)가 있다.

작용은 질 분비물이나 가려움증, 중등도 복통 등이었다[113].

5개 위약대조군 이중맹검대조시험을 메타분석한 결과 Uro-Vaxom

경구 프로바이오틱스로 요로감염 위험을 줄이려면 유산균이 위장

경구 복용으로 요로감염 발생률이 연 0.15-0.82건으로 요로감염 예방

관과 비뇨생식기에 정착해야 한다. 실제로 사람에서 유산균을 경구로

에 위약군보다 효과적이었다[120]. 이후 여성 453명이 1년 동안 Uro-

투여하여 질로 전달됨이 확인되었다[115]. 재발성 진균질염, 세균질염,

Vaxom을 복용한 대규모 대조시험에서도 요로감염이 34% 감소하였

요로감염 병력 있는 여성 10명에게 L. rhamnosus GR-1와 L. reuteri

다[121]. 이 임상시험에서 Uro-Vaxom은 3개월 동안 하루 1회 복용하

RC-14를 하루 2회 14일 동안 복용하였는데 치료 1주 안에 그들의 질에

고 다음 3개월 동안 중지한 후 그 다음 3개월 동안 매월 첫 10일만 하루

서 발견되었다. 그러나 149명 여성에서 L. rhamnosus GG 요거트 100

1회 복용하고 다음 3개월 다시 중지하였다[121]. OM-89 경구 면역자

mL 1년 동안 주5일 복용을 크랜베리-링곤베리 주스 100 mL 6개월 매

극제를 이용한 5개 임상시험(성인 1,000명)을 다시 메타분석한 결과-

일 복용과 비교하였을 때 유산균군은 6개월 후 증상성 요로감염의 재

분석에 포함된 임상시험 사이에 유의한 이질성이 존재하므로 결과 해

발률이 39%로 예방효과가 전혀 없었으나 크랜베리-링곤베리 주스군

석에 주의가 필요하지만-요로감염 횟수가 평균 36% 줄었다[119]. 유

은 대조군과 재발(각각 8%, 36%; P=0.023)에 차이가 났다[87]. 다른

일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재발성 방광염이 있는 폐경 전후 여성 42명이

무작위연구에서 재발성 요로감염이 있는 폐경 후 여성 252명에게 L.

Uro-Vaxom을 3개월 복용한 후 6개월 추적기간 동안 환자 당 요로감

rhamnosus GR-1과 L. reuteri RC-14 하루 2회 12개월 경구 투여와

염 발생은 0.35건으로 치료 전 6개월 동안 4.26건보다 재발이 훨씬 줄

TMP-SMX 예방요법을 비교하였을 때 치료의향분석(intention-to-

었다(P<0.001)[122]. 여러 임상시험에서 Uro-Vaxom은 치명적이거나

treat analysis) 결과 12개월 예방요법 후 증상성 요로감염은 각각 3.3,

중요한 부작용은 없었고 두통이나 소화장애 등의 가벼운 부작용만 관

2.9건 발생하였고 치료법 사이 차이는 연 0.4건(95% CI -0.4 to 1.5)으

찰되었다[123]. 과거 유럽비뇨기과학회는 1차전략으로 항생제예방을

로 비열등성 기준에 충족되지 않았다[116]. 각각 79.1%, 69.3% 환자에

권하고 불가능한 경우 면역강화예방을 대체요법으로 권하였다[124].

서 증상성 요로감염이 적어도 한번 발생하였다.

그러나 2011년 지침에서는 면역강화예방요법을 항생제예방요법의 대

아직까지는 재발성 요로감염 예방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한 임

체라고 기술하지는 않았으나 예방대책의 하나로 권하고 있다[58].

상시험의 표본수도 적고 투여법이 확립되지 않았으며 결과도 상충되고

Uro-Vaxom과 항생제예방요법을 비교한 제3상 임상시험 결과가 앞으

결정적이지 않아 대규모 임상시험이 더 시행되어야 한다고 한다[117,

로 발표되면 면역강화예방요법의 적응증이 더 구체화될 것 같다.

118]. 유럽비뇨기과학회는 2011년 지침에서 프로바이오틱스도 사용

SolcoUrovac으로 재발성 요로감염 여성 75명에게 160일 동안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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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된 제2상 이중맹검 위약대조군시험에서 위약은 70% 재발하였으

후 여성에게 에스트로겐 질내 투여 등을 제시하였다[58]. 이 유럽 지침

나 시험군은 27.5% 재발하였다[125]. SolcoUrovac 은 첫 3주 동안 매

에 항생제예방요법은 다른 예방책이 실패한 경우 사용하기를 권하고

주 질좌약으로 넣고 그 다음 3개월 동안 매달 1회 넣는다. 최근의 메타

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예방효과가 있는 균주가 나중에 유럽에서 상

분석에 의하면 이런 질좌약은 추가로 정기적으로 투여하면(booster

용화되었을 때 질내 투여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세

cycle) 위약의 14%에 비해 50%에서 요로감염 재발이 없었다[119]. 질

가지 예방법은 적응증이나 고려 순위를 언급하지 않았다.

좌약은 안전한 반면, 국소특이항체가 많이 증가하지도 않고 주기적으

요약하면, 재발성 요로감염 예방 목적으로 폐경 후 여성에게는 에스

로 투여하지 않으면 방어면역이 감소한다[126]. 다른 제제에 대해서는

트로겐 질좌약을, 젊은 여성은 피임법의 대체를 우선 권할 수 있겠다.

같은 적응증으로 맹검대조시험이 시행된 바가 없다[119]. 세균의 구성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살정제 사용이 보편화된 게 아니므로 피임법에

성분이나 전세포를 이용한 다른 요로감염 백신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

대한 권고는 사실 현실성이 떨어진다. 앞의 예방법이 실패한 경우 항생

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른 문헌을 참고하기 바란다[126].

제예방요법을 폐경 전후 여성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겠으나 장기사용
에 따른 항생제내성 유발과 약제 부작용이 부담스럽다. 크랜베리 추출
물은 다른 예방법이 효과적이지 않다면 적어도 폐경 전 여성에게 시도

8. 기타
2개 소규모 무작위시험에서 sham acupuncture는 대조군에 비해

해 볼 수 있겠다. 대장균 추출물을 이용한 면역강화예방요법은 항생제

재발성 하부 요로감염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27,128]. 화장실의

예방요법과 비교한 3상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적응증이 결정될 것 같

비데 설치가 재발성 요로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소

다. 물 많이 마시기, 성관계 후 배뇨, 배뇨 혹은 배변 후 앞쪽에서 뒤쪽

변에서 세균량이 줄었거나[129] 질의 유산균이 감소함으로써 균무리

으로 닦기, 소변 참지 않기, 면으로 만든 속옷과 헐렁한 옷 입기, 욕조에

에 악영향을 미쳤다는[130] 보고가 있다.

서 목욕하지 않기 등의 생활습관 교정이, 역학연구에서 예방효과가 증
명되지 않았지만, 위생적인데다 비용이 들지 않고 우려할 만한 부작용
이 없어 흔히 권장되고 있다[101, 133-135].

결론
기술한 예방대책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항생제예방요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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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유럽비뇨기과학회는 2011년 지침에서 재발성 요로감염의 예방

바쁘신데도 초고를 읽고 비평해주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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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으로 항생제예방, 면역강화예방, 크랜베리, 프로바이오틱스, 폐경
Table 3. Strategies for Prevention of Recurrent Acute Uncomplicated Urinary
Tract Infection [116, 121, 131]
Strategy
Long-term low dose antimicrobial prophylaxis
TMP/SMX 40/200 daily or every other day
TMP 100 mg daily
Nitrofurantoin 50 mg or macrocrystals 100 mg daily
Norfloxacin 200 mg daily or every other day
Ciprofloxacin 125 mg daily
Cephalexin 250 mg–500 mg daily
Postcoital antimicrobial prophylaxis
Cephalexin 250 mg
TMP/SMX 40/200 mg or 80/400 mg
Trimethoprim 100 mg
Nitrofurantoin 50 mg or 100 mg
Norfloxacin 200 mg
Ciprofloxacin 125 mg
Nonantimicrobial strategies
Cranberry or lingonberry juice or other products
Topical estrogen for postmenopausal infections
Immunoactive prophylaxis (with Uro-Vaxom)
Probiotics
TMP, trimethoprim; TMP/SMX,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Efficacy [131]
95%
95%
95%
95-100%
>95%
95%
>95%
90-95%
>95%
>95%
>95%
>95%
20-30%
0-30%
34% [121]
0% per oral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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