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척수 손상 환자의 야간 다뇨증에서 

desmopressin 흡입 치료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김  용  래  



척수 손상 환자의 야간 다뇨증에서 

desmopressin 흡입 치료 효과

지도  박 은 숙  교수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6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김  용  래



김용래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박  은  숙      인

심사위원     신  지  철      인

심사위원     배  상  욱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4년   6 월    일



감사의 글

 본 논문을 완성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격려하시며 지도해 주신 박은숙 지도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한 도움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신지철 교수님과 

배상욱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구를 적

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연세의대 재활의학 교실 박창일 

주임교수님, 문재호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과 

제가 근무하고 있는 포천중문의대 분당차병원의 전세

일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

립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할 수 있도록 항상 지원해 주시며 

항상 바른 의사의 길을 인도하시는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가족들, 기쁜 마음으로 배려해 주는 사랑하는 

아내 소현과 또 웃음을 주며 맑게 자라고 있는 두 자

녀인 동연, 동현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 자   씀



차  례

그림 및 표 차례

국문요약 ········································································································  1

Ⅰ. 서론 ········································································································  2

II. 재료 및 방법 ·························································································  6

   1. 연구 대상 ··························································································  6

가. 대상 환자의 특징 ····································································   6

나. 실험군과 대조군의 구성 ························································   8

다. 요인에  따른 분류 ···································································   9

(1) 기능적 방광 용적에 따른 분류 ······································  9

(2) 요로 감염의 유무 등에 따른 분류 ······························ 11

    2.  연구 방법 ··························································································· 13

가. 시약의 준비 및 흡입 치료 ······················································· 13

나. 흡입 치료 전 검사 ···································································· 13

다. Desmopressin의 투여와 평가 ·············································· 14

라. 부작용의 평가 ··········································································· 15

마. 통계 분석 ··················································································· 15

 III. 결과 ····································································································· 16

1. 치료 전 주야간 농도 비교 ······························································· 16

가. 항이뇨호르몬의 주 야간 농도 비교 ······································· 16

나. 혈중 삼투압의 주 야간 농도 비교 ·········································· 17

2. Desmopressin 흡입 치료 효과 ····················································· 18



3. 요실금 감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 ··················································· 19

가. 기능적 방광 용적에 따른 결과 ·············································· 19

나. 다른 요인에 따른 결과 ··························································· 20

4. 치료 전 후의 전해질 검사 ································································ 20

5. 흡입 치료 전 후의 변화 ··································································· 22

가. 야간의 항이뇨호르몬의 농도 변화 ······································· 22

나. 치료 후 연속 수면시간의 변화 ·············································· 23

다. 흡입 치료 전 후의 비교 ·························································· 24

(1) 배뇨양상 측정 기록 ······················································ 24

(2) 혈압 ·················································································· 24

(3)  미생물 배양검사 및 요중 삼투압 ································ 24

(4) 증상에 의한 부작용의 평가 ········································ 24

IV. 고찰 ······································································································· 25

V. 결론 ········································································································· 30

참고문헌 ······································································································· 31

영문요약 ······································································································· 36



그림 차례

그림 1. 야간과 주간의 항이뇨호르몬 농도 비교 ······························· 16

그림 2. 야간과 주간의 혈중 삼투압의 비교 ······································· 17

그림 3. Desmopressin 흡입 치료 후 야간 요 실금 양의 변화 ···· 18

그림 4. 기능적 방광 용적에 따른 요실금 양의 변화 ······················· 19

그림 5.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sodium 농도 변화 ······························ 20

그림 6.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potassium 농도 변화 ························ 21

그림 7. 치료 후의 야간의 항이뇨호르몬의 농도 변화 ························· 22

그림 8. 치료 후 연속 수면시간의 변화 ··················································· 23

표 차례

표 1. 환자군의 일반적인 특성 ································································  7

표 2. 대조군과 실험군의 비교 ································································  8

표 3. 기능적 방광 용적이 350 ml 이상인 군과 미만인 군의 비교 ··· 10

표 4. 요 배양 검사 양성과 음성에 따른 비교 ································· 12

 



- 1 -

국문요약

척수 손상 환자의 야간 다뇨증에서 

desmopressin 흡입 치료 효과

척수 손상 환자에서 야간 다뇨증은 야간 방광 팽창과 요실금, 기립

성 저혈압 등의 여러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성인 척수 손상 환

자 중 야간 다뇨증상이 있는 신경인성 방광을 지닌 환자를 대상으로, 

항이뇨호르몬의 변화 양상에 대하여 알아본 후, 항이뇨호르몬의 유도

체인 desmopressin의 흡입 치료를 시행하고,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하면 보다 효과적이며, 부작용은 없는 방법인지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 하였다. 44명의 환자를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분류하고 

매일 오후 8시에, 실험군에는 총 28일간 10 microgram의 

desmopressin을, 대조군에는 위약을 사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흡입 

치료를 시행하였다. 흡입 치료 전∙후 주간과 야간의 항이뇨호르몬 

농도, 혈청 삼투압, 전해질 등을 비교하였고, 배뇨양상의 기록을 통해 

일일 수분 섭취량 및 배뇨량, 주∙야간 요실금양 등을 비교하였다. 치

료 전, 2주간의 치료 후, 그리고 다시 2주간의 치료 후 각각의 측정

값을 비교 분석하였다. 야간 다뇨증이 있는 환자들은 항이뇨호르몬의 

유의한 야간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고, desmopressin 투여군이 대조군

보다 야간 요실금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기능적 방광 용적이 큰 군

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요실금이 감소하였고, 전해질 이상 등의 부작

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위의 결과로 보아 적절한 적응증의 환자를 대

상으로 desmopressin 흡입 치료를 시행하면, 부작용이 없이 안전하

고 효과적으로 야간 요실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임을 알 수 있

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 척수 손상, 신경인성 방광, 야뇨증, 데스모프레신, 항이뇨 

호르몬, 요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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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 손상 환자의 야간 다뇨증에서 

desmopressin 흡입 치료 효과

<지도교수 박 은 숙>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용  래

Ⅰ. 서  론

척수 손상 환자에서 신경인성 방광의 효과적인 관리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1 척수 손상 환자에서 신경

인성 방광은 임상 양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야간 

다뇨증은 도뇨 횟수의 증가로 인한 감염의 위험 증가, 정상 수면 방해로 

인한 일상 생활유지의 장애, 야간 방광 과팽창으로 인한 자율신경 반사

부전 등과 요실금, 기립성 저혈압 등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2 

이러한 야간 다뇨증에 따른 요 실금을 조절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 연구되어 왔다. 약물 치료법으로 항 콜린성 제재

(anticholinergic medication)의 경구 투여 등이 시도되고 있으며, 방

광 확대 성형술(augmentation cystoplasty)3 및 제 2∼4번 천수의 

선택적 후근 절제술(selective posterior S2∼S4 rhizotomy)4 등의 

수술적 치료방법 등이 시도되기도 하며, oxybutynin5 및 capsaicin6,7 

등의 약물의 방광 내 투여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항 콜린성 

제재의 경구 투여는 구강 건조증(dry mouth) 및 변비 등의 부작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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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날 수 있고,8 수술적 치료 방법도 수술에 따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방광 내로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 capsaicin의 경우 

방광 내 주입법도 성공률이 연구에 따라 일정하지 않게 보고 되고 있

으며, 혈뇨(hematuria), 안면 홍조(hot flush) 및 치골 상부의 격심

한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9 또한 oxybutynin 방광 내 주입 치료

가 모든 과반사성 신경인성 방광 환자에서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이같이 상기 방광 관리 방법들은 부작용과 제

한점이 있으므로, 부작용이 적고 간편한 방광의 관리 방법이 요구되

어 왔다.

야간 다뇨증이 있는 경우, 소아에서 야간 소변 배출의 증가를 조절

하기 위하여 항이뇨호르몬(ADH ; antidiuretic hormone)의 성분을 

함유한 약물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때 주로 사용되는 

desmopressin acetate는 항이뇨호르몬의 구조 유사체로 야간 다뇨

증에 따른 요실금의 조절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주로 비강 내

로 분무 투여하므로 투약이 용이하며, 감염, 소화기계 자극 등의 위험

성도 적다.11 이상과 같이 소아의 야간 다뇨증의 경우, desmopressin

에 대한 연구를 통해 효과가 알려져 왔는데, desmopressin을 척수 

손상 환자에서 야간 다뇨증에 따른 요실금의 조절을 위하여 사용하여 

desmopressin의 치료 효과를 알아보는 것은, 척수 손상 환자의 야간 

요실금의 관리를 위해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척수 손상 환자의 항이뇨호르몬의 변화 양상과 desmopressin 흡입 

치료에 대한 효과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는 않았다. Kuzeyli 등은 증례보고를 통하여 제1 흉수 이하로 감각 

및 운동 마비를 호소하는 33세 여성에서 항이뇨호르몬의 이상을 보

고하였다. 정상인에서는 야간에 항이뇨호르몬의 상승이 관찰되지만, 

척수 손상 환자에서는 야간 항이뇨호르몬 농도의 상승이 뚜렷하지 않

으며, 항이뇨호르몬 농도가 야간 다뇨증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12,13 Kuzeyli 등의 연구는 1명을 대상으로 한 증례보고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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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더 많은 여러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척수 손상 후에 야간 다

뇨증이 있는 환자에서 항이뇨호르몬의 변화에 대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척수 손상 환자에서 desmopressin의 흡입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

로는 Chancellor 등이 시행한 연구로서 desmopressin을 7명의 척수

손상 환자에 흡입 치료한 결과 야간 도뇨 횟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12 이 연구에서는 야간 도뇨 횟수의 감소를 향상의 지

표로 보았는데 야간 도뇨 횟수는 단순히 횟수만을 비교한 것일 뿐, 

야간 요실금양 등에 대한 연구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화 된 자세한 

언급은 없었다. 보다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정량화 할 수 

있는 다른 지표들과 비교하여 효과를 규명한다면, 척수 손상 환자의 

야간 요실금의 관리에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Desmopressin 흡입 치료가 야간 다뇨증이 있는 척수 손상 환자에

게 효과가 있는 경우,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더욱 효과적인

지 알아보아 적합한 치료 대상을 미리 선정 할 수 있다면, 치료 효과

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Hamano 등은 소아의 야뇨

증에서는 기능성 방광 용적 (functional bladder capacity)이 큰 환

자 군에서 기능성 방광 용적이 작은 군보다 치료가 효과적이라 보고

하였다.14 위의 연구는 소아의 야뇨증을 대상으로 시행된 것으로, 척

수 손상 환자의 경우 기능적 방광 용적에 따라 어떤 경우에 치료가 

효과적인지 알아보고, 또한 요로 감염여부, 수상 부위, 척수 손상의 

완전, 불완전 손상여부, 연령, 수상 기간 등의 요인이 치료효과에 미

치는 영향은 어떤지 분석한다면, 치료에 가장 반응이 좋은 효과적인 

환자를 선택하는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desmopressin 흡입 치료의 부작용에 대한 연구도 중요한 부

분으로 생각되는데, 기존에 연구에서 가장 우려한 합병증은 전해질의 

이상과 그에 동반되는 전신적인 반응이었다. 전해질 이상 등의 부작

용에 대한 연구로는 Chancellor 등의 연구에서 desmopressin을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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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척수 손상 환자에서 desmopressin 흡입 치료 후, 전해질의 변화

를 측정해 본 결과 부작용으로 저나트륨혈증(hyponatremia) 등이 유

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었다.12 본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전 후의 혈청 삼투압 측정, 전해질 측정 

비교 등을 통해 desmopressin 흡입 치료가 척수 손상 환자의 전해

질의 변화를 일으키는지,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방법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이상에서 논한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을 항목 별로 요약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척수 손상 환자에서 손상 후 야간 다뇨증이 있는 환자에서 항

이뇨호르몬의 변화 양상에 대하여 알아본다.

둘째, 척수 손상 환자의 신경인성 방광에서 야간 다뇨증에 따른 요실

금 조절을 위해 항이뇨호르몬의 구조 유사체인 desmopressin 

acetate의 흡입 치료를 시행하고, 야간에 요 생성을 줄여 야간 다뇨

증과 요실금이 개선되는지 그 효과에 대하여 알아본다. 

셋째, 기능적 방광 용적, 요로 감염여부, 수상 부위, 척수 손상의 완

전, 불완전 손상여부, 연령, 수상 기간 등의 요인이 치료 효과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각각 비교하여, desmopressin 투여가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가장 효과적인지 알아본다. 즉 기능적 방광 용적, 

요 배양 검사에 따른 요로 감염여부, 수상 부위, 척수 손상의 완전, 

불완전 손상여부, 연령 및 수상 기간 등에 따른 치료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각각 비교하여, desmopressin 흡입 치료 효과에 미치는 요

인에 대하여 알아본다.

넷째, desmopressin이 척수 손상 환자의 전해질의 변화를 일으켜 전

해질 이상을 가져올 수 있는지, 혹은 다른 부작용은 없는 안전한 방

법인지 알아본다. 



- 6 -

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가. 대상 환자의 특징

2002년 3월부터 2004년 3월까지 포천중문의대 분당차병원에서 입원

치료 받은 18세 이상의 척수 손상 환자 중, 야간 다뇨증 증상군에 해당

하는 신경인성 방광을 지닌 환자를 선택하여 동의를 얻은 후 연구를 시

행하였다. 증상군은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 하는 경우로 정의하였

다.15 즉 최근 3개월 동안 야간 수면 중 방광 팽창 증상을 느껴 간헐적 도

뇨법(intermittent catheterization)을 실시하여 1회당 평균 300 cc 이

상 소변을 배출해 본 경우, 또는 유치 도뇨(indwelling catheterization)

를 하고 있는 환자로 야간 소변량이 주간 소변량보다 많은 경우를 대상

으로 하였다. 척수 손상 환자 중 야간 다뇨증 증상군에 해당되더라도 다

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하였다. 즉 당뇨병이 있는 경우, 항이뇨호르몬 분

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

는 경우, 척수 손상 이전부터 신 기능 부전 및 방광 종양 등 비뇨기계 질

환이 있는 경우, 고혈압 또는 협심증이나 울혈성 심부전이 있는 경우, 갑

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또한 흡입 치료가 시행되는 도중 

패혈증 등으로 인한 발열성 질환이 있거나, 요로 결석이 발견된 경우, 혈

전성(thrombotic) 질환 등이 발생하는 경우는 흡입 치료를 중단하기로 

하였다.15

총 44명의 환자가 흡입 치료를 완료하였는데, 환자들의 일반적인 특

성은 다음과 같았다(표 1). 44명의 환자의 나이는 평균 36.9세였고, 

척수 손상 후 검사를 시행할 때까지의 기간은 평균 13.1개월이었으

며, 남자 34명, 여자 10명이었다. 완전 척수 손상 환자는 23명이었

고, 불완전 척수 손상 환자는 21명이었다. 모든 환자에서 부작용이 

심하여 검사를 중단한 경우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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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환자군의 일반적인 특성    

  특 성  총 환자수 (44명)

  성별 (남성/여성) 34 / 10

  원인 (외상 /질병) 41 / 3

  척수 손상의 정도

        완전 손상 23

        불완전 손상 21

  척수 손상 부위에 따른 마비

        사지마비 33

        하지마비 11

  배뇨 방법

        간헐적 도뇨법 40

        유치 도뇨 4

  나이 (연령)    36.9 ±  14.2  

  수상 후 기간 (개월)    13.1 ±  11.2 

성별, 원인, 척수손상 정도 및 부위, 배뇨방법의 수치는 환자의 수

를 나타내며, 나이, 수상 기간의 수치는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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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군과 대조군의 구성

44명의 대상 환자 중 22명을 실험군으로, 나머지 22명을 대조군으

로 설정하였다. 두 군 간의 연령, 성별, 수상 원인, 수상기간 및 손상

부위 등의 유의한 차이는 없도록 두 군을 구성하였다. 두 군의 특성

은 다음과 같았다(표 2).

표 2. 대조군과 실험군의 비교

  특 성  대조군 (22명)  실험군 (22명)

  성별 (남성/여성) 17 / 5 17 / 5

  원인 (외상 /질병) 21 / 1 20 / 2

  척수 손상의 정도

    완전 손상 12 11

    불완전 손상 10 11

  척수 손상 부위에 따른 마비

    사지마비 17 16

    하지마비 5 6

  배뇨 방법

    간헐적 도뇨법 20 20

    유치 도뇨 2 2

  나이 (연령) 36.0 ± 15.0 37.9 ± 13.3

  수상 후 기간 (개월) 12.9 ± 11.7 13.3 ± 10.8

성별, 원인, 척수손상 정도 및 부위, 배뇨방법의 수치는 환자의 수

를 나타내며, 나이, 수상 기간의 수치는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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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요인에  따른 분류

실험군을 영향에 미치는 요인에 따라 분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

인을 설정하는데, 측정한 기능적 방광 용적이 350 ml 이상인 군과, 350 

ml 미만의 두 군으로, 요 배양 검사에 따른 요로 감염여부에 따라, 완전 

손상과 불완전 손상 여부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고, 척수 손상 부위, 연

령, 수상 기간에 따라 분석하였다. 

(1) 기능적 방광 용적에 따른 분류

기능적 방광 용적의 측정은 요류 동태 검사를 시행하거나, 또는 욕

창 등으로 요류 동태 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환자는 환자가 실금을 

제외하고 1회에 간헐적 도뇨법 등으로 배뇨한 용적중의 최대 용적을 

기능적 방광 용적으로 간주하였다.14 요류 동태 검사는 Duet 요류 동

태 검사기(Dantec, Denmark)를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실온의 생리

식염수를 30 ml/min의 주입율로 이중 내강 도관(double lumen 

catheter)을 이용하여 방광 내로 주입하였다. 저장기 동안에 최대 방

광 용적(maximal cystometric capacity), 순응도(compliance) 및 

최대 배뇨근 내압(maximal detrusor pressure) 등을 측정하였다. 

순응도는 요류 동태 검사에서 배뇨근의 압력이 급격히 상승할 때 방

광 용적의 변화를 배뇨근 압력의 변화로 나누어 구하였다. 기능적 방광 

용적은 350 ml 를 기준으로 두 군으로 나누었는데, 방광 용적이 350 

ml 이상에 해당되는 군이 13명이었고, 350 ml 보다 작은 경우가 9명 

이었다. 방광 용적에 따른 두 군의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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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능적 방광 용적이 350 ml 이상인 군과 미만인 군의 비교

  특 성
방광용적이 350 ml 

이상인 군(13명)

방광용적이 350 ml 

미만인 군(9명)

  성별 (남성/여성) 10 / 3 7 / 2

  원인 (외상 /질병) 11 / 2 9 / 0

  척수 손상의 정도

    완전 손상 6 5

    불완전 손상 7 4

  척수 손상 부위에 따른 마비

    사지마비 10 6

    하지마비 3 3

  배뇨 방법

    간헐적 도뇨법 13 7

    유치 도뇨 0 2

  나이 (연령) 37.2 ± 15.3 39.0 ± 11.3

  수상 후 기간 (개월) 14.1 ± 10.1 12.1 ± 11.6

 성별, 원인, 척수손상 정도 및 부위, 배뇨 방법의 수치는 환자의 수

를 나타내며, 나이, 수상 기간의 수치는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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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로 감염의 유무 등에 따른 분류 

환자의 요로 감염의 유무 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이 나누어 비교하였다. Desmopressin 투여 실험을 위한 투

여 전 검사로 소변 세균 배양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소변 세균 배양 

검사에서 검출된 세균이 1 ml당 100,000 집락 형성 단위 

(colony-forming unit: CFU) 이상인 군을 양성 반응을 보인 군, 검

출된 세균이 100,000 CFU/ml 보다 적은 군을 음성 반응을 보인 군

이라 분류하여 각 군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흡입 치료가 시행되는 

도중 패혈증 등으로 인한 발열성 질환이 있는 경우, 흡입 치료를 지속하

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투여 전 검사에서 소변 배양 검사에서 양성 반응

을 보인 군은 항생제 치료 후, 소변 배양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인 것

이 확인 된 후에 흡입 치료를 시작하였다. 

환자의 신경학적 손상 정도, 수상 후 기간 등이 검사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척수 손상 정도는 ASIA 분류16에 따라 완전 

손상과 불완전 손상으로 나누어 비교하였고, 수상 후 기간에 따른 치

료 효과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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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요 배양 검사 양성과 음성에 따른 비교

  특 성
요배양 검사 

양성인 군(7명)

요배양 검사 

음성인 군(15명)

  성별 (남성/여성) 5 / 2 12 / 3

  원인 (외상 /질병) 7 / 0 13 / 2

  척수 손상의 정도

    완전 손상 4 7

    불완전 손상 3 8

  척수 손상 부위에 의한 마비

    사지마비 5 11

    하지마비 2 4

  배뇨 방법

    간헐적 도뇨법 5 15

    유치 도뇨 2 0

  나이 (연령) 39.3 ± 14.4 37.2 ± 13.9

  수상 후 기간 (개월) 14.3 ± 10.9 12.8 ± 11.6

성별, 원인, 척수손상 정도 및 부위, 배뇨방법의 수치는 환자의 수

를 나타내며, 나이, 수상 기간의 수치는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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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가. 시약의 준비 및 흡입 치료

실험군에는 총 28일간 10 microgram의 desmopressin을 매일 오후 

8시에 각각 비강 내로 흡입 투여하고, 대조군에는 생리 식염수를 위약으

로 사용하여 같은 용기에 담아 같은 방법으로 흡입 투여하였다. 약품은 

desmopressin acetate intranasal solution(상품명; Minirin 비액)을 

구입하여 투여하였고, 위약은 같은 크기와 모양의 용기에 생리 식염수를 

담아 비강내로 투여하였다. 정확히 10 microgram을 투여하기 위하여 

한번 분무할 때 10 microgram 씩 정확하게 배출되도록 눈금이 있는 비

닐 튜브를 사용하여 약물이 정확한 양이 투여되도록 하였다. 정확한 양

이 비닐 튜브에 들어가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한쪽 손으

로 비닐 튜브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약병의 실린더 부분을 잡고, 튜브에 

병을 끼운 다음 실린더 부분을 눌러서 용액을 튜브 안으로 정해진 눈금

까지만 들어가게 하였다. 이 튜브의 눈금은 10 microgram을 투여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었다. 이 튜브를 약 1.5 cm 코 안으로 집어넣은 후 

튜브의 다른 쪽 끝을 입에 물고 입으로 불어 용액이 코로 나오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약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고 비강 내에 머물며 정확한 양이 

흡입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흡입 치료 전 검사

Desmopressin 흡입 치료 전 다음과 같은 항목의 검사를 시행하였

다. 주간 혈액의 채취는 정오 ∼ 오후 4시 사이에 시행하였고, 야간 혈액

의 채취는 자정 ∼ 새벽 4시 사이에 혈액을 채취하여 항이뇨호르몬, 혈

청 삼투압, 나트륨, 염소 및 칼륨 이온 등의 전해질을 측정하였다. 주간

과 야간에 각각 혈압을 측정하였고, 소변 미생물 배양 검사 등도 시행하

였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간 소변과,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야간 소변을 따로 채집하여 각각 요량 및 요중 삼투압을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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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배뇨양상 측정 기록은 일일 총 섭취량 및 배뇨량 기록, 주간, 야간 섭취

량 및 배뇨량, 야간 및 주간 요 실금 양 등을 정해진 양식을 준비하여 정

확히 기입하도록 하였다. 배뇨양상 측정 기록이 중요한 평가도구의 하

나로 사용되므로, 정확한 기록을 교육하였고, 각 환자의 일일 수분 섭

취량을 가능한 매일 일정하게 되도록 조절하였다. 

주간 섭취량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간에 섭취한 내용을, 고

체인 경우 액체로 환산한 부피를 기입하였고, 액체의 경우는 그대로 기

입하였다. 야간 섭취량은 오후 8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에 

섭취한 내용을, 고체인 경우 액체로 환산한 부피를 기입하였고, 액체의 

경우는 그대로 기입하였다. 배뇨량은 각각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야간 및 주간 요 실금 양은 기저귀나 의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실금된 

양을 기저귀나 의복의 무게의 변화를 측정하여 기입하였다. 

다. Desmopressin의 투여와 평가

실험군에는 총 28일간 10 microgram의 desmopressin을 매일 오

후 8시에 각각 흡입 치료를 시행하고, 대조군에는 생리 식염수를 위

약으로 사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흡입 치료를 시행하였다. 치료 기간 

동안 일일 수분 섭취를 3,000 cc 이내로 제한하였고, 특히 저녁 식사 

후 수분 섭취를 최소화 하였다. 자기 전에는 간헐적 도뇨법 등을 이

용하여 방광을 비우게 하였다. 치료 시작 전, 치료 시작 후 14일, 치

료 시작 후 28일 경과한 후 야간 및 주간 요 실금 양 및 전해질 변

화 등을 비교하였다. 또한 요실금 때문에 방해 받아 수면이 중간에 

중단되는 시간까지를 분 단위로 기록하여, 잠에서 깨지 않고 연속으

로 수면을 취하는 1회 최대 시간을 계산하여 비교하였다.15 2주 간의 

치료가 끝날 때 마다 각각의 항목의 검사를 시행하여 추적 관찰 및 비교

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존의 환자들이 방광을 관리하던 방법은 그대로 

지속하게 하였다. 즉 간헐적 도뇨법을 사용하던 환자의 경우는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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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방법을 사용하게 하였고, 치골상부 방광루 설치술 (suprapubic 

cystostomy)을 시행한 환자의 경우에도 기존의 배뇨 방법을 그대로 지

속하도록 하였다. 항 콜린성 약물 등으로 신경인성 방광을 조절하여왔던 

환자들의 경우에도, 그대로 투약을 계속하였다. 

라. 부작용의 평가

Desmopressin 투여 후 혈청 삼투압 등을 측정하였고, 나트륨, 염소 

및 칼륨 이온 등 전해질을 측정하였고, 주간과 야간 각각의 혈압을 측정

하였다. 두통, 오심, 복통,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는지 관찰하였다.        

       

마. 통계 분석

결과 분석은 다음의 통계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SPSS-PC 

10.0 for window version의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Mann-Whiteney U test와 Fisher's exact test 등의 비 모수 검정, 

Chi-square test, ANOVA test 등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p value가 0.05 미만을 통계학적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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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치료 전 주야간 농도 비교

가. 항이뇨호르몬의 주 야간 농도 비교

대조군에서 야간의 항이뇨호르몬 농도는 1.27±0.65 pg/ml 이었

고, 주간의 항이뇨호르몬 농도는 1.25±0.81 pg/ml 로 야간의 항이

뇨호르몬의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p>0.05). 실험군에서도 

야간의 항이뇨호르몬 농도는 1.26±0.63 pg/ml 이었고, 주간의 항이

뇨호르몬 농도는 1.24±0.69 pg/ml 로, 야간의 항이뇨 호르몬의 유

의한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p>0.05)(그림 1). 

항이뇨호르몬

농도 (pg/ml)                       

1.27 1.26 1.25 1.24

0

0.5

1

1.5

야간 주간

대조군

실험군

그림 1. 야간과 주간의 항이뇨호르몬 농도 비교.

대조군에서 야간의 항이뇨호르몬 농도는 1.27±0.65 pg/ml 

이었고, 주간의 항이뇨호르몬 농도는 1.25±0.76 pg/ml 로 

야간의 항이뇨호르몬의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

(p>0.05). 실험군에서도 야간의 항이뇨호르몬 농도는 

1.26±0.63 pg/ml 이었고, 주간의 항이뇨호르몬 농도는 

1.24±0.74 pg/ml 로, 야간의 항이뇨 호르몬의 유의한 증가

가 관찰되지 않았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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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혈중 삼투압의 주야간 농도 비교

대조군에서 혈중 삼투압의 농도는 야간에 평균 273.1±25.1  

mOsm/kgH2O 이었고, 주간에 혈중 삼투압이 평균 274.5±21.4 

mOsm/kgH2O 로, 주간과 야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0.05). 실험군에서도 야간에 평균 271.9±25.5  mOsm/kgH2O 

이었고, 주간에 혈중 삼투압이 평균 273.7±21.8 mOsm/kgH2O 로, 

주간과 야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그림 2). 

 

혈중 삼투압

(mOsm/kgH2O)         

273.1 271.9 274.5 273.7

0

100

200

300

야간 주간

대조군

실험군

그림 2. 야간과 주간의 혈중 삼투압의 비교.

       대조군에서 혈중 삼투압의 농도는 야간에 평균 273.1±25.1  

mOsm/kgH2O 이었고, 주간에 혈중 삼투압이 평균 

274.5±21.4 mOsm/kgH2O 로, 주간과 야간의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실험군에서도 야간에 평균 

271.9±25.5  mOsm/kgH2O 이었고, 주간에 혈중 삼투압이 

평균 273.7±21.8 mOsm/kgH2O 로, 주간과 야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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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smopressin 흡입 치료의 효과

야간 요 실금 양은 실험군에서 처음에 평균 385.58 ± 84.72  ml 

이었으나, 28일간 desmopressin을 10 microgram씩 비강 내 흡입 

치료 후 평균 97.73 ± 38.21  ml 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대조군에서는 야간 요 실금양의 유의한 감소가 관찰되지 않았다(그림 

3). 

실금양(ml)              

            

p<0.05

                                                             기간(주)     

그림 3. Desmopressin 치료 후 야간 요 실금 양의 변화.

 야간 요 실금은 실험군에서 처음에 평균 385.58 ± 84.72 

ml 이었으나, 28일간 desmopressin을 10 microgram씩 비

강내 흡입 치료 후 평균 97.73 ± 38.21  ml 로 유의하게 감

소하였다(p < 0.05). 대조군에서는 야간 요 실금양의 유의한 

감소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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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4

실험군 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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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실금 감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 기능적 방광 용적에 따른 결과

기능적 방광 용적이 350 ml 이상인 군에서 desmopressin 10 

microgram을 흡입 치료 후, 야간 요 실금 양은 28일간  평균 

387.27± 94.82 ml에서  평균 86.28 ± 54.36 ml로 유의하게 감소

하였다(p<0.05). 기능적 방광 용적이 350 ml 미만인 군에서도 요실

금은 감소하였으나, 두 군의 요실금의 감소율을 비교하면 기능적 방

광용적이 큰 군에서 더 많이 요실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관찰하였다

(p<0.05)(그림 4). 

기능적 방광용적이 350 ml 이상인 군  

기능적 방광용적이 350 ml 미만인 군 

실금양(ml)                        

   

p<0.05

       

           기간(주)

그림 4. 기능적 방광 용적에 따른 요실금 양의 변화.

 기능적 방광 용적이 350 ml 이상인 군에서 desmopressin 

10 microgram을 흡입 치료 후, 야간 요 실금 양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기능적 방광 용적이 350 ml 미만인 군

에서도 요실금은 감소하였으나, 두 군의 요실금의 감소율을 

비교하면 기능적 방광용적이 큰 군에서 더 많이 요실금을 감

소시키는 것을 관찰하였다(p<0.05)(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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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른 요인에 따른 결과 

요 배양 검사에 따른 요로 감염여부에 따라, 수상 부위에 따라, 척수 손

상의 완전손상과 불완전 손상 여부에 따라, 연령 및 수상 기간에 따른 야

간 요실금의 감소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4. 치료 전 후의 전해질 검사  

대조군에서 흡입 치료 전ㆍ후의 2주 간격으로 검사한 전해질 검사

에서 sodium 이온의 농도는 각각 141.71±5.27, 143.72±4.84, 

142.43±4.72 mole/ml 로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p>0.05) 

실험군에서도 흡입 치료 전ㆍ후의 2주 간격으로 검사한 전해질 검사

에서 sodium 이온의 농도는 각각 142.41±4.98, 143.23±5.02, 

141.42±4.84 mole/ml 로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p>0.05) 

(그림 5).

이온 농도        

(mole/ml)

그림 5.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sodium 농도의 변화.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에서 흡입 치료 전ㆍ후의 2주 간격으로 

검사한 전해질 검사에서, sodium 이온의 유의한 변화가 관찰

되지 않았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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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assium 이온의 경우에도 대조군에서 흡입 치료 전ㆍ후의 2주 

간격으로 검사한 전해질 검사에서 potassium 이온의 농도는 각각 

3.81±0.57, 4.12±0.64, 3.91±0.52 mole/ml 로 유의한 변화가 관

찰되지 않았다(p>0.05). 실험군에서도 흡입 치료 전ㆍ후의 2주 간격

으로 검사한 전해질 검사에서 potassium 이온의 농도는 각각 

3.92±0.48, 4.13±0.53, 3.72±0.47로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

다(p>0.05)(그림 5).

 이온 농도        

(mole/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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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potassium 농도의 변화.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에서 흡입 치료 전ㆍ후의 2주 간격으로 검

사한 전해질 검사에서, potassium 이온의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

지 않았다(p>0.05).

 

Chloride 이온의 경우에도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에서 흡입 치료 전ㆍ

후의  2주 간격으로 검사한 전해질 검사에서, Chloride 이온의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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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흡입 치료 전 후의 변화

가. 야간의 항이뇨호르몬의 농도 변화

치료 전 야간 항이뇨호르몬 농도는 대조군에서 1.26±0.65 pg/ml 

였고, 실험군에서도 1.27±0.63 pg/ml 였다. 흡입 치료 후 대조군에

서는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실험군에서 1.87±0.58 

pg/ml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그림 7). 

항이뇨호르몬

농도 (pg/ml)

p<0.05

                                                         기간(주)    

                                                                     

그림 7. 치료 후의 야간의 항이뇨호르몬의 농도 변화

       치료 전 야간 항이뇨호르몬 농도는 대조군에서 1.26±0.65   

       pg/ml 였고, 실험군에서도 1.27±0.63 pg/ml 이었다. 흡입   

       치료 후 대조군에서는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실  

       험군에서 1.87±0.58 pg/ml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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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2 4

실 험 군 대 조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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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치료 후 연속 수면시간의 변화

대조군에서는 치료 전에 요실금 등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연속으로 

수면할 수 있는 시간은 2.71±0.84 시간에서 치료 후 2.83±0.78 시

간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나, 실험군에서는 치료 전에 요실금 등

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연속으로 수면할 수 있는 시간은 2.74±0.72 

시간에서, 치료 후 3.89±0.81 시간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0.05)(그림 8). 

수면시간 (hr)

p<0.05

2.71 2.83 2.74 3.89

0

2.5

5

치료 전 치료 후

대조군

실험군

그림 8. 치료 후 연속 수면시간의 변화

       대조군에서 치료 전에 요실금 등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연속  

       으로 수면할 수 있는 시간은 2.71±0.84 시간에서, 치료 후   

       2.83±0.78 시간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나, 실험군에서 치  

       료 전에 요실금 등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연속으로 수면할 수  

       있는 시간은 2.74±0.72 시간에서, 치료 후 3.89±0.81 시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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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흡입 치료 전ㆍ후의 비교

(1) 배뇨양상 측정 기록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에서 흡입 치료 전ㆍ후 측정한 주간, 야간 섭취

량, 주간 요 실금 양 및 배뇨량 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p>0.05).

 

(2) 혈압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에서 흡입 치료 전ㆍ후의 2주 간격으로 측정한  

주간과 야간 각각 혈압의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p>0.05). 

(3) 미생물 배양검사 및 요중 삼투압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에서 흡입 치료 전ㆍ후의 2주 간격으로 검사한 소

변 미생물 배양검사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p>0.05).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에서 흡입 치료 전ㆍ후의 2주 간격으로 측정한  

요중 삼투압 검사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p>0.05). 

(4) 증상에 의한 부작용의 평가

흡입 치료 전ㆍ후  오심, 복통,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거나, 혈전성 질

환 등이 발생하여 치료를 중단한 경우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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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Desmopressin acetate는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인 vasopressin보

다 강력한 항이뇨 작용이 있으며, 체내에서 안정하게 대사된다.  

Desmopressin acetate( 1-desamino-8-D-arginine vasopressin )

는 항이뇨호르몬의 구조 유사체로서, 천연호르몬으로부터 1-cystein이 

탈 아미노화 되고 8-L-아르기닌이 8-D-아르기닌으로 바뀜으로서, 

항이뇨작용이 크게 증가되고 평활근에 대한 작용이 거의 사라져서 부작

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되는 장점이 있다.15 Desmopressin은 하부 

요로의 기능을 변화시키지 않고, 작용시간 동안의 요 생성을 감소시

켜 배뇨장애의 증상을 호전시키며, 장기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도 내

인성 항 이뇨제나 호르몬의 분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장점이 있

다.17 투여 후 작용 지속시간은 약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취침 전에 투여하면 야간에 요실금 방지에 편리한 

장점이 있다. 약물 투여를 중단할 경우 요실금이 재발 될 수 있다. 

Desmopressin의 작용시간 이후에는 요 생산량의 증가로 하루 24시

간 동안의 전체 요량은 거의 일정함을 관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척수 손상 환자의 신경인성 방광에서 야간 다뇨증에 따른 요실금 조절을 

위해 항이뇨호르몬의 구조 유사체인 desmopressin acetate의 흡입 치

료를 시행하여 효과적으로 야간 요실금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Desmopressin은 항이뇨호르몬보다 혈관 수축에 대한 부작용이 거의 

없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다.18 본 연구에서도  

desmopressin 흡입 치료 전 후에 유의한 주간과 야간의 혈압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고, 혈중 삼투압의 유의한 차이도 관찰되지 않아 혈압이나 

삼투압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

임을 알 수 있었다. 

인체 내에서 항이뇨호르몬의 분비 조절은 다음과 같은 기전에 의해 설

명된다. 항이뇨호르몬은 신장에서 수분의 배설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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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뇌하수체의 삼투압 수용체에서 혈청 삼투압의 변화를 감지하거나, 또

는 경동맥동과 혈관에 존재하는 압력 수용체에서 혈액량과 혈압을 감지

함으로서 설인신경과 미주신경을 통해 전달되어 전구체가 합성되어 축

삭을 따라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어 조절된다.19 요 농도는 요 생성을 

조절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며, 요 농도는 항이뇨호르몬에 의해 

조절된다. 정상적인 경우 항이뇨호르몬은 야간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야간 소변량의 감소에 기여하는데, 주로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최고

치를 보인다. 노인의 경우 주․ 야간 정상 분비 양상이 소실되면 노인 야뇨

증이 나타나게 된다.20 사지마비 환자에서 누운 자세와 비교할 때 앉은 

자세에서 소변량이 감소하며, 누운 자세를 취했을 때 다시 소변량이 증

가함으로 보아, 야간이나 지속적인 침상 생활동안 소변량이 증가하는 것

이 항이뇨호르몬과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21 척수 손상 환자에서 교감신

경의 원심성 경로가 손상을 입게 되면, 기립자세에서 교감신경의 활성이 

증가하지 않아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게 되며, 따라서 주간에 보다 오래 

앉아있는 척수 손상 환자에서는 기립성 저혈압을 조절하기 위해, 주간에 

항이뇨호르몬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야간에는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나므로 주간에 하지에 저류되어 있는 체액이 혈관내로 유입되면서 

상대적으로 혈압이 증가하며, 항이뇨호르몬 분비는 감소하게 되므로 야

간에 소변량이 감소하지 않고, 야간 항이뇨호르몬 상승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연관성이 있다.22,23 본 연구에서도 야간 다뇨증이 있는 환자에서는 

척수 손상 환자에서 야간 항이뇨호르몬 상승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음

을 보아 위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얻었다.

Desmopressin 치료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에는 도뇨 

횟수를 사용하였는데, Chancellor 등은 desmopressin을 7명의 척수손

상 환자에 흡입 치료 후 야간 도뇨 횟수가 감소함을 보고하였다.12 도뇨 

횟수는 다분히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 될 수 있으며, 1회 도뇨 당 도뇨의 

양에 따른 객관적이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하기가 어렵고, 치골 상부 방

광루 설치술 등을 시행한 환자에서는 측정이 객관적이지 못한 단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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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배뇨기록을 작성하여 총 실금양의 변화로 비교하

여서 보다 객관성인 결과를 얻고자 하였다. 

야간 요실금은 정상 수면을 방해하여 만성 피로를 유발하여 일상생활 

수행에 영향을 미치고,24 척수 손상 환자에서 야간 개호의 요구를 증가시

키는 등의 측면도 있다.25 척수 손상 환자의 신경인성 방광에서 야간 요

실금양이 증가되면, 환자가 운동 장애가 있으므로 환자의 젖은 기저귀와 

의복의 교환이 쉽지 않아서,26 피부 손상이 올 수 있고, 이에 동반되어 욕

창이나 감염 등이 증가 할 수 있다.27.28 야간 요실금의 경우, 결국 요실금 

때문에 수면이 방해 받아 수면이 중간에 중단되면 만성 피로가 쌓이

고,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으므로 수면의 지

속시간의 측정도 객관적인 비교대상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잠

에서 깨지 않고 연속으로 수면을 취하는 시간을 계산하여 비교하였는

데, 이는 기존의 Chancellor 등12의 연구에서 비교 평가 하였던 방법

인 도뇨 횟수보다 더욱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desmopressin 투여군에서 수면의 지속시간이 길어지

는 결과를 보여, 궁극적으로 척수 손상 환자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치료 전 후의 전해질 측정 비교 등을 통해 

desmopressin 흡입 치료가 척수 손상 환자의 전해질에 유의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Desmopressin 흡입 치료의 부작용으

로 두통, 오심, 복통, 호흡곤란 등이 올 수 있고, 저나트륨혈증과 수분 

정체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본 환자들의 경우에는 위장장애,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 때문에 흡입 치료를 중단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고, 혈

중 전해질의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적정량 이상의 desmopressin

투여와 수분의 과다한 섭취가 동반되면 저나트륨혈증이 유발되기 쉽

다.29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성인의 경우 1회 투여량이 10 

microgram이 되도록 주의하여 투여하여야 한다. 20 microgram이상

의 투여는 더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저나트륨혈증 등의 부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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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할 수 있으므로, 20 microgram 이상 투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30 적정량의 desmopressin을 투여하기 

위해서 철저한 사용방법의 반복적 교육이 중요하다. 또한 하루에 1회

만 흡입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협심증이나 울

혈성 심부전이 있는 경우는 desmopressin 흡입 치료 대상에서 제외하

였는데, 이러한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면 사용할 때 부작용의 발현에 주

의해야 하기 때문이다.31 Desmopressin은 내피세포층 (endothelium)

으로부터 혈소판의 표면의 활성을 증가시키고, 제 8번 혈액응고인자 

(factor VIII)를 분비하여 혈전성 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보고가 

있다. 그리하여 급성 심근 경색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32 심혈관계 

질환이나 혈전성 질환이 있는 경우 흡입 치료를 시행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Desmopressin을 주간에 투여하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이

론적으로는 주간 요실금양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런데 desmopressin 

흡입 치료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수분 섭취의 제한이 동반되어야 하는

데, 주간에는 각종 활동을 하므로, 수분 섭취를 제한하기가 야간보다 힘

들며, 주간에는 활동하는 상태이므로, 간헐적 도뇨법 등으로 방광의 소

변의 배출이 야간보다 용이하고, 주간에 의자 차 활동시간이 증가하면

서, 인체 내에서 조절작용으로 주간에 항이뇨호르몬 농도가 증가하므로 

더 이상 desmopressin을 투여하는 것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22 신

경인성 방광 관리에 보호자 등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지마비 환자에서

는 주간에 보호자 등을 통한 관리가 야간에 보다 용이하므로, 주간에 사

용하기보다는 야간에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과적이다.  

Desmopressin 치료와 요로 감염과의 관계는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았

으나, 요 농도가 증가하면 미생물의 증식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요

로 감염이 감소한다는 가설이 있으며, 반대로 요실금이 줄어 요의 방광 

내 저류시간(retention time)이 길어지면 미생물의 번식이 용이하여져

서 요로 감염이 증가할 수 있다는 가설도 있다. 같은 맥락으로 요 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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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면 요로 결석의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는 이론도 있다.33 본 연구에

서는 특별히 desmopressin 흡입 치료 후 요로감염이 증가하였다거나, 

요로 결석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였다는 등의 부작용들은 발현되지 않았

다. 

Desmopressin 기존의 신경인성 방광 관리를 위한 방법들과 병합하여 

시행하여도 효과적이며, 항 콜린성 약물등과 상호작용을 통한 유의한 부

작용은 특별히 입증되지 않았다.34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환자들이 방광

을 관리하던 방법은 그대로 지속하게 하였다.  즉 간헐적 도뇨법을 사용

하던 환자의 경우는 계속 그 방법을 사용하게 하였고, 치골상부 방광루 

설치술을  시행한 환자의 경우에도 기존의 배뇨 방법을 그대로 지속하도

록 하였다. 항 콜린성 약물 등으로 신경인성 방광을 조절하여왔던 환자

들의 경우에도, 그대로 투약을 계속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척수 손상 환자에서 desmopressin 흡입 치료를 시행

한 결과, 기능성 방광 용적이 350 ml 이상인 환자 군이, 기능성 방광 용

적이 350 ml 미만인 군 보다 치료가 효과적이었다. 그러므로 기능성 방

광용적이, 보다 정상에 근접한 환자들에게 desmopressin을 흡입 투여

할수록 더욱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완전 손상과 불완전 손상 여부, 

요 배양 검사에 따른 요로 감염여부에 따라,  수상 부위, 연령, 수상 기간

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보다 많은 환자를 대상

으로 시행하면, 이와 관련된 보다 적합한 치료기준을 선택하는 데 도움

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추후 desmopressin 흡입 치료에 반응하는 환자들의 효과에 대해 

더 많은 수의 증례를 모아 특성을 분석한다면 금기증과, 보다 적합한 

적응증 등의 설정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필요한 

순간에 일시적인 치료와, 지속적인 꾸준한 치료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Desmopressin 흡입 치료의 장기적인 효과와 부

작용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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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야간 다뇨증이 있는 척수 손상 환자에서 항이뇨호르몬의 변화 양상은 

정상인과는 달리 항이뇨호르몬의 야간 증가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 

등의 특징이 있다. 척수 손상 환자의 신경인성 방광에서 야간 다뇨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항이뇨호르몬의 구조 유사체인 

desmopressin acetate의 흡입 치료는 요실금 조절에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이다. 특히 기능적 방광 용적이 350 ml 이상인 환자 등을 대상으로 

적응증을 잘 선택하여 치료에 이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야간 요실금

을 감소시킬 수 있다. 야간 취침 전 10 microgram의 desmopressin 

acetate의 흡입 치료는 야간 다뇨증이 있는 성인 척수 손상 환자에서, 

수면 지속시간을 증가시켜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전해질

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치료 방법의 하나라 할 

수 있으며, 그 장기적인 효과 및 보다 세분화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

는 적합한 적응증의 설정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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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apeutic effect of desmopressin for nocturnal enuresis

in patients with spinal cord injury 

Yong Rae Kim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Eun Sook Park)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diurnal antidiuretic 

hormone level and evaluate the efficacy of intranasal desmopressin 

inhalation on nocturnal enuresis in patients with spinal cord 

injuries.  Forty-four adult spinal cord injuries with nocturnal 

enuresis were randomly assigned into the control group and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nts in experimental group were 

treated with intranasal desmopressin 10 micrograms daily at 

bedtime for 4 weeks, while control group were treated with 

placebo. Total volume of daily nocturnal incontinence and serum 

electrolytes were monitored every two weeks. The mean volume 

of nocturnal incontinence decreased significantly in the 

experimental group (p<0.05), but not in the control group (p>0.05). 

The group whose functional bladder capacity were greater than 

350 ml showed better response, compared with the group less than 

350 ml. The complications of serum electrolytes abnormalities had 

not occurred. Intranasal desmopressin inhalation is one of the safe 

and effective methods in symptomatic management of nocturnal 

enuresis in selected patients with spinal cord injurie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s: spinal cord injury, neurogenic bladder, nocturnal 

enuresis, desmopressin, antidiuretic hormone, 

incontin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