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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2. 원인

저활동성방광은 임상 증상만으로는 정의 할 수 없으며 진단

저활동성방광의 원인은 신경계 이상에 의한 것과 배뇨근 기능

을 위하여서는 요역동학검사가 필수인 질환으로, 배뇨근 수축력

의 이상에 의한 것 그리고 이 두가지 원인이 복합되어 있는 것으로

의 감소 또는 수축 지속 시간의 감소에 의하여 배뇨곤란을 유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노화에 의한 신경계 이상, 배뇨근의 퇴

하는 증상 증후군이다. 2002년 국제 요실금 학회(International

화 그리고 방광출구폐색의 증가가 중요한 원인의 하나이며, 당뇨

Continence Society, ICS)는 저활동성방광이란 주로 요속감소, 요

는 전신질환의 하나로 운동, 감각 신경의 변화와 증가된 혈당으로

주저, 복부힘주기와 함께 잔뇨감, 배뇨후요점적 등의 배뇨 증상을

인한 활성 산소가 배뇨근의 콜라겐 침착 증가에 의하여 배뇨근의

유발하는 방광 기능의 이상이라고 정의하였다 [1]. 하지만 최근에

수축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4]. 이외에 골반강내 수술에 의한 신경

많은 연구자들이 지지하는 저활동성방광의 정의는 ‘배뇨근 수축

손상, 배뇨근 수축력 감소를 유발하는 약물 복용 등도 원인이 된다.

력 저하를 시사하는 복합 증상군으로, 잔뇨감을 동반할 수 있는 배
뇨시간 지연을 특징으로 하며, 대개는 지연뇨, 약뇨를 동반한다’라

2.3. 진단

는 것이다. 저활동성방광은 환자 치료중 드물지 않게 만날 수 있고,

하부요로증상의 이상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문진을 통하여 배

하부요로증상 환자의 치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뇨곤란, 지연뇨, 약뇨 등의 배뇨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배뇨근 수

이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동반 질환과 복용 약물 등을 알아보고 배
뇨 습관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배뇨일지를 작성하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은 요역동학검사 중 압력-요류 검사를 통하여

2. 본론

얻은 데이터를 Bladder Contractility Index (BCI; PdetQmax +

2.1. 유병율

5Qmax), Scafer normogram 또는 ICS normogram을 이용하여

저활동성방광은 노화와 관련된 질환중의 하나이므로 나이가 들
어감에 따라 유병율은 증가하며 대개는 방광출구폐색이나 과민성
방광을 동반한다. Resnick에 의하면 50세 이하의 젊은 환자는 유
병율이 9-28%이지만 70세 이상의 고령 환자에서는 48%라고 보
고하였으며 [2], 2012년에 보고된 한 국내 연구에서는 1179명의

배뇨근 수축력 감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BCI는 간단한 공
식을 이용하여 배뇨근 수축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100이하의 경우
배뇨근 저활동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2.4. 치료

65세 이상의 환자들에 대한 요역동학검사를 분석해 본 결과 남성

2.4.1. 보존적치료

은 46.5%, 여성은 72.6%에서 배뇨근 수축력 저하로 진단되었고,

방광 충만 감각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에게는 주기적으로 배뇨

대개의 환자들은 방광출구폐색 그리고/또는 과민성방광을 동반

를 하는 시간제배뇨를, 불완전 배뇨로 잔뇨가 많은 환자에게는 배

하였다고 한다 [3].

뇨를 하고 잠시 후에 다시 배뇨를 하는 이중배뇨를 권장하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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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도움이 된다. 복압을 두드리는 Crede 배뇨는 방광요관역류

그 기전은 비정상적인 구심성 신경 자극을 억제하는 것으로 생각

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방광출구폐색이 없다고 확인된 환자이

되나 아직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다 [8].

외에는 추천하지 않는다. 바이오피드백이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지만 아직 그 성공률은 연구마다 상이하여 효과적이라고 할 수

2.4.6. 보툴리늄톡신

없다 [5].

방광출구폐색이 있는 환자에게 요도괄약근에 보툴리늄톡신을

2.4.2. 청결간헐도뇨
배뇨후 잔뇨량이 많을 경우에는 청결간헐도뇨가 도움이 된다.

주입하여 폐색을 완화시켜 배뇨근 수축력이 약해도 배뇨를 편하
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아직 그 치료의 효과에 대하여서는 전
향적인 연구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9].

청결간헐도뇨가 불가능한 경우는 치골상부방광루 설치로 대체하
여 도뇨를 하는 것이 좋다.

2.4.7. 수술적 치료
방광출구폐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2.4.3. 콜린작용제

필요하다. 전립선비대 환자는 홀렙이나 경요도전립선절제술을 통

배뇨근의 무스카린 수용체중 가장 흔한 것은 M2이지만, 배뇨근

하여 폐색을 완화시키면 배뇨에 도움이 될 것이며, 요도 협착이나

을 수축하는데 중요한 수용체는 M3이다. 콜린작용제는 신경말단

방광 경부 협착의 경우에는 요도확장술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에서 분비되는 아세틸콜린을 대신하여 무스카린 수용체를 작용시
켜 배뇨근 수축을 유도하게 된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베타네콜은
비선택적 무스카린 작용제로 방광 이외의 다른 장기에도 그 작용

3. 결론

이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구토, 설사같은 소화기계 증상이 나타날

배뇨근 저활동성 환자를 대할 때에는 그 원인에 대하여 생각을

수 있으며 시야혼탁, 기관지 경련 그리고 순환기계의 부작용을 초

해보고 그에 따른 치료를 계획하여야 한다. 하지만 다른 질환이 없

래할 수 있다 [6].

이도 노화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임상에서는 그 원

콜린작용제는 배뇨근의 기능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효과가 있으

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경우 위에

나, 섬유화 등으로 배뇨근의 변성이 심하게 되어 근육으로서의 기

언급한 치료들을 조합하여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치료에

능이 상실되어 있는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다.

대한 효과도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고 장기적으로 진행하여
야 한다. 적합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신장기능 소실

2.4.4. 알파차단제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인내를 가지고 환자와 좋은 관계

알파차단제는 방광출구폐색이 있는 저활동성방광 환자에게 사

를 형성하고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용할 수 있으며, 알파차단제외 콜린작용제를 같이 사용하면 각각
하나씩 사용하는 경우보다 더 배뇨증상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보
고도 있다.
2.4.5. 전기자극치료
전방 천골부 뿌리(anterior sacral root)에 대한 전기자극이 척
수 손상 환자의 배뇨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보고가 있으며 외요도
괄약근의 수축도 강화시킨다고 한다. 또한 전극이 달린 카테터를
방광내에 삽입히고 다른 전극을 피부에 설치하여 전기 회로를 구
성후 전기 자극을 주는 방광내 전기치료도 있으며 [7], 천수신경자
극 치료를 통하여 배뇨근 저활동성 환자를 치료한 보고도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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