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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의 만성 질환

의학강좌

서론

과민성방광(overactive bladder)과 방광통증증후군

(bladder pain syndrome)/사이질방광염(interstitial 

cystitis)은 대표적인 만성 방광질환이다. 두 질환 모두 빈뇨, 

잔뇨감, 야간뇨, 요절박, 세뇨 등의 하부요로증상이 있으나 

요검사 및 요배양검사, 영상검사 등은 뚜렷한 이상 소견이 

없으며, 6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진단할 수 있다. 

과민성방광과 방광통증증후군/사이질방광염을 구분하는 가

장 큰 특징은 과민성방광은 뚜렷한 원인이 없는 요절박이, 

방광통증증후군/사이질방광염은 하부요로증상이 방광의 불

쾌감, 통증으로 인하여 생긴다는 것이 진단을 결정 짓는 중

요한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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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nic bladder diseases: overactive bladder and 
interstitial cystitis/bladder pain syndrome
Hana Yoon, MD 
Department of Urology, Ewha Womans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Background: Overactive bladder (OAB) and interstitial cystitis/bladder pain syndrome (IC/BPS) are debilitating-
chronic bladder diseases that affect patients’ quality of life. Their etiologies and clinical phenotypes vary, and 
management strategies should be selected after excluding the possibilities of other pathological conditions with 
careful consideration of a multidisciplinary integrated approach to ensure optimal success.
Current Concepts: OAB is a symptom complex characterized by urinary urgency and frequency and nocturia 
with or without urge incontinence, and its key symptom is urinary urgency. IC/BPS has symptoms similar to lower 
urinary tract symptoms (LUTS) associated with OAB but also has distinctly different symptoms, including the key 
symptom of an unpleasant sensation or pain perceived to be related to the urinary bladder associated with LUTS. 
Recent studies have revealed that these key symptoms of OAB or IC/BPS are also observed in some patients with 
other diseases. Patients showing no evidence of bacterial infection on urine culture and experiencing LUTS or 
pain for more than 6 weeks should be considered as having OAB or IC/BPS. Treatment strategies for OAB and 
IC/BPS focus on managing LUTS and bothersome pain. Noninvasive management should be considered initially, 
whereas surgical options should be considered only after conservative treatment failure.
Discussion and Conclusion: OAB and IC/BPS symptoms overlap considerably  in many patients. A more accurate 
differentiation of symptoms, including LUTS, would help achieve better treatment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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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임상적으로 감별진단과 치료가 쉽지 않은 

방광통증증후군/사이질방광염을 중심으로 과민성방광과의 

차별적 특징, 임상적 진단과 치료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과민성방광

과민성방광은 소변검사에서 세균이 배양되는 요로감염이 

없고, 증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명백한 병변이 없는 상

태에서 요절박을 주 증상으로 빈뇨, 야간뇨가 동반되는 경우

로 정의한다[1]. 과민성방광에서 절박성요실금의 유무는 진

단의 결정적 근거가 되지는 않으나, 환자가 느끼는 증상의 

불편함은 절박성요실금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더 심

하다. 과민성방광은 그 자체만으로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

만 아니라 다른 질환과 동반 시 삶의 질을 더욱 악화시킨다. 

과민성방광의 보고되는 일반적인 유병률은 10-16.9% 정

도이며, 여성에서 조금 더 흔하고 남녀 공히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특징이 있다[2-4]. 한국의 과민

성방광 유병률도 외국과 다르지 않으며, 대한배뇨장애요실

금학회에서 40대 이상 성인 2,005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

을 시행한 결과, 빈뇨, 절박뇨, 절박성요실금의 세 가지 증

상이 모두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정의할 경우 7.1%, 세 가지 

증상 중 한 가지 증상이라도 있는 경우로 좀 더 포괄적으로 

정의할 때 30.5%로 보고된 바 있다[5].

과민성방광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방광평활근의 신경-근육 접합부의 전도 장애, 방광의 만성

적인 혈행장애, 요로상피 수용체의 이상 등 다양한 원인이 

고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증상은 비만, 고지혈증, 고혈

압, 흡연, 음주, 카페인, 심리적 상태, 스트레스 등 다양한 내

외부적 인자가 증상의 호전과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

과민성방광의 치료는 방광훈련, 수분섭취 조절 등의 행동

치료를 기본으로 방광의 불필요한 수축을 억제시키는 항콜

린성 제제, 방광의 이완을 증진시키는 베타3 항진제 등의 약

물치료가 일차 치료로 권장된다. 항콜린성 제제나 베타3 항

진제는 각각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병합하여 사용하기도 한

다. 이러한 약제들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구갈, 두통, 소화불

량, 변비 등이 알려져 있다. 노인에서는 기억력 감퇴, 수면장

애, 시력 조절 장애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부

작용의 발현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협우각 녹내장이 있는 

환자는 항콜린제 사용 시 안압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금기이

나, 광우각 녹내장 환자에서는 안압의 변화에 유의하면서 사

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무작위 대조군 임상 연구에서 노인

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도 비교적 안전한 결과를 보

고하고 있다[6-9]. 

경구용 약제의 부작용이 심하여 복용이 어렵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 다음 단계의 치료로 방광 내 보톡스 주사 요법이

나 천수신경조정술 등의 수술 요법이 고려될 수 있다.

방광통증후군/사이질방광염

방광통증후군은 감염이나 통증을 일으킬만한 뚜렷한 원인

이 발견되지 않는데도 방광 및 그 관련 부위에 6주 이상 압박

감, 불쾌감, 통증 등의 감각과 하부요로증상이 동반되는 경

우로 정의한다[10]. 사이질방광염은 보다 좁은 의미의 특정

한 방광통증 질환으로 허너씨 병변(Hunner’s lesion), 구상

화(glomerulation) 등 방광 점막의 변화를 내시경적으로 관

찰할 수 있을 때로 진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가

지를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방광통증후군/사이질방광염으로 

표현한다[10].

1. 방광통증후군/사이질방광염의 진단

일반적으로 방광통증후군 환자는 방광부위와 그 주변부 

골반부의 통증을 호소한다. 일부에서는 자궁이나 질 안쪽의 

통증, 요도가 조이거나 화끈거리는 통증, 외음부 음순이나 

음핵의 통증 또는 이상 감각 등을 호소하기도 한다. 거기

에 방광이 찼을 때나 소변을 보고 난 후, 또는 이와 상관없

이 방광부의 불쾌함과 함께 어지럼증, 메스꺼움, 소화불량, 

만성피로, 부위를 특정 지을 수 없는 모호한 통증을 호소하

기도 한다. 

만성 방광통증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게다가 

자극이 계속되는 한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섬유는 통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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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므로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신체의 다

른 부위 또는 방사되는 부위에서도 통증을 느낀다. 

그러므로 방광통증후군 환자를 진단할 때에는 (1) 가능한 

통증의 원인을 모두 찾아내고, (2) 통증의 원인이 치료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결정하고, (3) 

환자에게 통증의 특성과 자연경과에 대해 교육하고 수용하

도록 하며, (4) 만성화 과정을 예방하거나 차단시키는 데 목

표를 두어야 한다. 

이 질환은 특징적으로 여성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일본의 

유병률 연구에서는 1대1.2, 미국에서는 1대9였다. 국내에서

는 전국단위의 표준화된 유병률 연구는 아직 없으나, 대한배

뇨장애요실금학회에서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하였던 연구에서 전체 대상자의 16.1% (483명)이 방광통증

후군 증상을 보였다[11]. 이는 미국에서 최근 1,218명을 대

상으로 진행한 연구(12.6%)보다 높은 수치였다. 이 연구에

서는 여성(21.4%)이 남성(10.7%)보다 2배 더 높았다.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력청취와 신체검사이다. 이

는 진단에 도움될 뿐 아니라 치료도구로도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증의 시작 시점, 심해지는 때와 나아지는 때, 통

증과 관련된 상황 또는 경험 등 비뇨기과적인 부분뿐 아니라 

환자의 전체적인 면을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환자에게 스스

로 어느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는지,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를 

표시하도록 하면 유용하다. 이외에도 통증이 주기적인지(생

리주기와 관계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물어보며, 예전에 

받았던 수술 여부와 종류, 정신과적 병력, 우울증과 스트레

스 척도 등을 측정하는 것이 진단에 도움된다.

신체검진 시 진찰의 주목적은 가능한 많이 아파하는 해부

학적 위치를 찾아내고 이것과 통증 부위를 연관시키는 것이

다. 비뇨생식기계, 근골격계, 소화기계, 정신신경계를 모두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좋다. 또한 비뇨기과적인 원인 이

외에 의심되는 다른 원인의 방광 및 골반통을 배제하기 위해 

복부 또는 골반부 초음파, 복부전산단층촬영 등의 방사선과

적 검사 등을 비롯한 추가 검사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이질방광염의 진단을 위해서는 방광 내시경이 필수적이

며, 가능한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좋다. 하부요로증상을 충

분한 기간 동안 적절한 약제로 치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

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특히 방광이나 하복부의 불쾌감, 통증

이 동반되거나 세균성방광염의 증상을 보이는데, 요검사 및 

요배양검사에서 의미 있는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사이

질방광염을 의심해야 한다. 그러나 사이질방광염의 내시경

적 진단은 숙련된 전문의가 아니고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

다. 특히 방광상피내암 또는 침윤성 방광암, 방광 결핵 등도 

방광통증증후군/사이질방광염과 상당히 유사한 증상을 보이

며 조직검사로만 확진이 되므로 방광의 만성통증 환자를 섣

불리 방광통증증후군/사이질방광염으로 진단하면 안 된다. 

전통적으로 사이질방광염은 자극성 배뇨증상 및 동통이 있

고, 다른 방광질환이 존재하지 않으며, 방광경검사가 반드시 

동반되어 방광 점막의 출혈성 병변인 구상화 또는 허너씨 병

Figure 1. Glomerulation in cystoscopy of the interstitial cystitis. Informed 
consent for publication of the clinical images was obtained from the patient.

Figure 2. Hunner’s lesion in cystoscopy of the interstitial cystitis. Informed 
consent for publication of the clinical images was obtained from the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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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존재하는 경우에 진단된다(Figures 1, 2).

2. 방광통증후군/사이질방광염의 원인

방광통증후군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백하게 알려진 

것이 없다. 그러나 최근 연구되고 있는 소변이나 방광 조직 

내 각종 세균 단백질 분석이나 요로감염동물모델의 연구결

과들을 보면, 방광통의 원인이 단순한 신경의 이상 반응이 

아니라 반복 감염에 의한 만성염증반응, 방광 점막의 방어벽 

손상으로 인한 소변 내 독성 물질의 세포사이질 유출, 통증 

전달 신경의 비정상적 활성화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만성 감염 관련하여 사이질방광염의 원인으로 밝혀

진 미생물은 없으나 미생물학적 원인은 사이질방광염의 만

성 진행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초기 유발인자로 추측되고 

있으며, 최근의 연구는 세균이 죽지 않고 세포 속에 들어가

서 상주하는 요로상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균이 분

비한 내독소에 의해 자극된 숙주의 면역반응이 지속되는 경

우 이런 반응이 만성염증을 유발하며 사이질방광염의 원인

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있다[12]. 또한 소변 내 미생물무리

(microbiota)의 변화, nanobacteria의 존재 등도 사이질방

광염 여성에서 그렇지 않은 여성과 구별되는 소견들이 있

어 만성 감염과 관련된 만성염증반응이 방광통증후군/사이

질방광염의 가능한 원인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

다[13-15].

또한 만성통증으로 인한 통증의 중심화(central 

sensitization)가 방광통증후군/사이질방광염의 통증 기전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통증을 느끼는 첫 단계는 말초 조직

이나 장기에 직접적인 통증 자극이 가해져 그것을 통각 신경

이 받아들여 우리 몸이 통증으로서 지각하게 된다. 이후 같

은 자극이 만성적으로 반복되면 척수 반사를 타고 올라가는 

중추신경의 반응 단계가 포함되어 몸의 인식 반응이 변형되

는데 이것을 중심화라고 한다[16].

통증 자극에 의해 통증 전달에 관련되는 신경전달물질

인 glutamate, substance P, 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prostaglandin E2, brain-derived neurotropic 

factor 등이 증가되면 해당 수용체에 달라붙어 세포 내 칼

슘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구심성 신경 전달신호가 좀 더 상

부까지 오랫동안 전달되도록 신경세포의 역치를 떨어뜨린

다. 결국 말초에서 전달받은 통증 자극신호 전달을 증가시키

고 반응이 증폭되게 되는데, 정상적인 자극은 통증으로, 통

증 자극은 더욱 증폭되게 더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16].

따라서 방광의 경우 소변이 차는 자극은 정상적으로는 통

증 역치 이하이므로 그저 충만감을 느껴 소변을 보는 반사

로 이어지지만, 사이질방광염/방광통증후군에서는 만성화

가 되어 중심화가 일어나면서 통증 감각 역치가 떨어져 있게 

되므로 소변이 차는 자극을 통증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통증의 자각 단계에는 심리적인 조절 반응도 

관여한다. 스트레스 또한 내분비, 자율신경계, 면역체계를 

변형시켜 장기적으로는 통증 자극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고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켜 환자의 감정, 인지, 행동, 그리고 성

적인 반응을 조절할 뿐 아니라 중추신경계에서의 생물학적 

반응 기전 조절에도 관여한다

3. 방광통증후군/사이질방광염의 치료

임상적으로 치료과정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진통제, 약물의 국소도포 또는 국소투여, 물리치료, 심리적 

지지 등 다방면의 치료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장기간 치

료하는 동안 꾸준하고 빈번한 추적관찰과 재검사가 필요하

다. 치료는 통증 또는 불쾌감의 악순환 고리를 끊음으로써 

서서히 정상기능을 회복하게 하여야 한다. 

통증의 치료는 말초신경계에서부터 중추신경계 단계에 이

르기까지 통증의 정도와 만성화에 따라 단계별로 선택약물

이 달라진다.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겠지만, 방

광통증후군의 경우 진단되었을 때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통제, 염증반응 억제제 등

이 주된 치료약물이 된다. 전립샘액검사나 요검사에서 배양

검사는 음성이며, 적혈구나 백혈구가 검출되는 경우 결핵, 

악성 종양 등 가능한 다른 원인을 우선 배제하여야 한다. 

식이요법의 효과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카페인과 

술은 피하여야 한다. 산도가 높은 음식이나 신 음식과 증상

과의 관계는 확실하지 않으나, 이와 같은 음식의 대사물이 

소변으로 배출되면서 방광을 더 자극할 수 있다. 적절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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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섭취를 권장하며, 첨가물이 있는 음료수보다는 물이 좋다. 

요검사와 요배양검사로 감염이 배제되면 1-3일간의 항경

련제와 진통제 병용치료를 시도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다

른 치료방법의 확실한 효과를 기다리는 몇 달간의 증상치료

에 도움된다. 동시에 celecoxib나 ibuprofen 같은 소염제를 

병용할 수 있다.

삼환계항우울제의 하나인 amitriptyline도 통증을 조절하

는 효과가 있다. 이 약제는 복용 후 다음 날 아침에 심하게 

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녁 식전 또는 식사 때 복용하

는 것이 좋다. 통상적으로 10-12.5 mg으로 시작하여 부작

용을 방지하기 위해 2-6주 간격으로 서서히 증량하며, 6-8

주 이상 복용하여야 효과를 판정할 수 있다. 구갈, 장기능 변

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복용 3개월 후에는 대개 

감소한다. 

방광이나 요도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방광 내시경검사

는 중요한 정보를 준다. 특히 방광통증후군으로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하였는데도 증상 호전이 뚜렷하지 않을 때에는 진단 

겸 치료의 목적으로 마취를 하고 방광 내시경을 하는 것이 좋

다. 드물지만 carcinoma in situ나 high grade transitional 

cell carcinoma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방광 내시경

과 함께 조직검사를 함께 하는 것이 권장된다. 방광통증후군

의 증상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고, 초기 방광 

내시경에서는 이상 소견이 없었더라도 상당 기간 치료를 한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변하는 경우에는 마취 

하에 방광 내시경을 하는 것이 좋다. 허너씨 병변이 동반된 

사이질방광염의 경우 마취 하 방광 내시경 및 방광 확장, 병

변의 고주파 소작이 효과적이다[17,18].

만성화된 통증은 일반적인 소염진통제에는 대부분 잘 듣

지 않는다. 척수 또는 대뇌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로 

조절되며 통증의 경감 정도를 확인해가면서 조금씩 증량해

가며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흔히 쓰이는 중추성 진통제

로는 가바펜틴(gabapentin), 프리가발린(pregabalin), 트라

마돌(tramadol) 등이 있으며 환자의 반응 정도에 따라 1-2

주 간격으로 증량하며 쓴다. 

손상된 방광 점막의 회복과 염증반응의 진행을 막기 위하

여 헤파린(heparin)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방광 

점막을 덮고 있는 점액다당류(glycosaminoglycan)의 합성

제제인 pentosan polysulfate (PPS)를 경구 투여한다. 사이

질방광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PPS에 대한 이중맹검 위약 대

조연구에서 위약군(16%)에 비해 PPS군(32%)에서 더 호전이 

있었으며, 통증 감소에 있어서도 위약군(18%)에 비해 PPS

군(38%)에서 효과가 있었다[19]. 이 약제는 최소 3-6개월 

이상 장기복용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위장관계 출혈, 탈모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작용에 주의하도록 한다.

방광 내 약물 주입 치료는 수술적 치료와 병행하여, 또는 

단독 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Leppilahti 등[20]은 진단적 

방광수압확장술 후에 4주간 매주 하이알유론산(hyaluronic 

acid)을 방광 내 주입하여 환자 대부분에서 증상의 호전이 있

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밖에도 헤파린, 리도케인(lidocaine), 

중탄산나트륨 등을 일정 비율로 섞어 방광 내 주입하는 칵

테일 요법, 하이알유론산, chonroitin sulfate 등을 단독 

또는 복합제로서 방광 내 주입하는 요법이 적용될 수 있다

[21,22].

이미 방광의 섬유화로 용적이 100 mL 이하로 줄어들어 

통증과 빈뇨를 개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을 이용한 회장-

방광 확장술 또는 방광 절제 후 인공방광형설술을 할 수 있

으며, 경축된 방광이 통증의 원인이었던 경우엔 만족할 만한 

경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 요에 노출된 장 점막의 

변성으로 악성 종양의 발생 가능성은 수술 후 10년 이상이 

지날수록 급격히 높아지므로 이에 대한 사전 교육과 주기적 

관리가 필요하다.

결론

방광의 만성 질환은 과민성방광과 방광통증후군/사이질방

광염이 대표적인 방광의 만성 질환이다. 이들은 원인이 명확

하지 않고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므로, 교정 가능한 기여인

자를 조절하고, 조기 진단과 꾸준한 약물치료를 비롯한 지속

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방광통증후군/사이질방광염의 진단은 방광 불편감 

혹은 통증, 빈뇨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모든 원인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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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밀검사로 요침사현미경검사 

및 일반 및 특수 요배양검사, 방광경검사가 포함된다. 증상

설문지는 진단적 가치보다는 예후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료는 질환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식이조절, 행동

치료, 경구제 투여, 방광 내 약물투여 그리고 수술적 치료 등

이 있다. 진통제, 소염제, 전기적 자극을 포함한 물리치료, 

기타의 경구 또는 방광 내 약물치료, 심지어 수술 등을 포함

한 많은 치료법들이 시행된다.

찾아보기말: 과민성방광; 사이질방광염; 방광통증후군; 방광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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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이 논문은 대표적인 만성 방광질환인 과민성방광과 방광통증증

후군/사이질방광염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최신 문헌을 정리하

여 설명하고 있다. 두 질환은 아직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비특이

적인 증상이 환자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등, 진단 과정도 어렵

고 치료 역시 한가지의 지침을 따르기보다는 환자 개인별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논문은 만성 방광질환의 진단 과

정을 최신 문헌을 기반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안하면

서, 병인에 관한 최신 연구 결과도 소개함으로서 원인에 따라 치

료법을 선택할 수 있는 지침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만성 방광질환을 진료하는 임상 현장에서 근거중심의 치료를 선

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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