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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과민성방광 진단에서의 전류인지역치 측정 검사의 유용성 

 

 

목적 : 요절박은 과민성방광 진단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요소이

다. 하지만 문진을 통해 환자가 호소하는 증세가 요절박이 맞는

지, 그리고 맞다면 얼마나 정도가 심한지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애매하다. 하부요로의 감각신경을 통해 요절박이 인지되기에 과

민성방광군과 비과민성방광군에서의 감각신경 기능의 차이를 측

정하여 비교하였다. 

재료 및 방법 : 33명의 여자환자를 과민성방광군 22명과 비과민

성방광군 11명으로 분류하였다. 모든 환자의 방광점막에 

2000Hz, 250Hz, 5Hz의 신경선택적 전류자극을 주어 전류인지

역치를 측정하였으며, 두 군 간에 전류인지역치 값을 비교하였

다. 과민성방광군에서 5점 척도를 이용한 배뇨일기를 3일간 작

성하게 하여, 각 3개의 주파수에서의 전류인지역치 값과 요절박 

횟수/총 배뇨횟수, 요절박 호소시 배뇨량/기능적 방광용적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요역동학 검사를 실시하여 최초 배뇨요

의, 강한 배뇨요의, 참지 못할 정도의 배뇨요의에서의 방광용적

과 각 주파수에서의 전류인지역치 값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

다. 

결과 : 과민성방광군과 비과민성방광군 사이에 나이의 차이는 

없었다.(64.0±9.5 세 vs 67.4±11.4 세, p=0.36) 2000, 250, 5Hz

에서의 전류인지역치 값은 과민성방광군에서는 각각 2.3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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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1.21±0.70 mA, 0.87±0.59 mA이었으며, 비과민성방광군에

서는 각각 4.14±1.48 mA, 2.06±0.73 mA, 1.43±0.65 mA이었다. 

모든 주파수에서의 전류인지역치 값은 과민성방광군에서 비과민

성방광군에 비해 낮았다 (p=0.002, 0.004, 0.009). 요절박 횟수/

총 배뇨횟수, 요절박 호소시 배뇨량/기능적 방광용적 값은 

250Hz에서의 전류인지역치 값과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였다(γ

=-0.432, p=0.045, γ=0.504, p=0.017). 두 군 간에 최초 배뇨

요의와 강한 배뇨요의 시의 방광용적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참

지 못할 정도의 배뇨요의 시 방광용적은 비과민성방광군(443.6

±124.2mL)에 비해 과민성방광군(318.6±136.9mL)에서 의미있

게 낮았다. 모든 주파수에서 전류인지역치 값은 정상 방광 감각

과 상관관계가 없었다. 

결론 : 과민성방광군에서의 전류인지역치 값이 비과민성방광군

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 과민성방광 환자 중 250Hz에서 전

류인지역치 값이 낮을수록 총 배뇨 중 요절박 횟수가 많았고 요

절박시 기능적 방광용적에 비해 배뇨량이 적었다. 참지 못할 정

도의 배뇨요의 시에만 두 군간에 방광용적의 차이가 있었다. 이

는 과민성방광의 경우, 감각신경이 과민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진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 

핵심되는 말 : 전류인지역치, 과민성방광, 요절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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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01년 국제요실금학회(International Continence Society; ICS) 

표준화 분과 위원회의에 따르면 과민성방광은 요절박이 있는 

증상군을 이르는 용어로 대개 빈뇨와 야간빈뇨가 동반되며 절박 

요실금이 동반되기도 한다.1 이 정의에서 요절박은 ‘지속적으로 

환자가 강한 요의를 느끼며 배뇨를 지연시키기 곤란한 경우’이며 

빈뇨는 ‘환자가 지나치게 자주 배뇨한다고 호소하는 것’이다. 

이처럼 과민성방광이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증세를 기준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요절박과 빈뇨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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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율의 차이가 커진다. 과민성방광의 이환율은 보고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적게는 12.4%에서 많게는 43%까지 알려져 있다2-4. 

요절박은 빈뇨나 야간뇨를 유발하기 때문에 과민성방광 진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증세이다.5 하지만 ‘갑작스러운 정도’나 ‘늦출 수 

없다’고 호소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한 환자에 대해 

의사에 따라 서로 다른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요절박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전류인지역치(CPT;current perception threshold) 값을 

측정하여 요절박의 정도를 정량화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임상적 

의의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논란이 있다.6-12 하지만 당뇨나 골반수술 

과거력에 의해 말초신경병증이 있는 군에서 방광 내 

대유수신경섬유(Aβ), 소유수신경섬유(Aδ), 무수섬유(C)의 

전류인지역치 값이 모두 유의미하게 높게 측정되었다.13,14 이는 

한군데 이상의 하부요로에서 전류 인지가 방해받거나 소실되는 것이 

신경병증과 강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11 이 결과는 전류인지역치 값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방광과 

비정상적인 방광을 구분지을 수 있으며 이를 임상에서 진단적 도구로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13,15  본 연구에서는 

과민성방광(overactive bladder) 군과 비과민성방광(non-overactive 

bladder) 군과의 전류인지역치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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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환자 

 감각 신경의 전류인지역치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인 

뉴로미터(Neurometer®; Neutron Inc.,Baltimore, MD, USA)를 본 

연구에 적용하기 위해 본원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았다. 외래에 방문한 여자 환자를 대상으로 문진과 이학적 

검사를 통해 동반 질환이나 신경학적 이상이 있거나, 신경학적 

기능이나 비뇨기계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복용하는 환자 그리고 

소변검사 결과 요로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제외기준에 부합하는 42세에서 84세 사이의 33명의 여자 환자에게 

5점 척도를 이용한 3일간의 배뇨일기를 작성하게 하였다. 5점 

척도에서 1점은 “나는 소변을 볼 필요를 느끼지 못했지만 다른 

이유로 소변을 봤다”, 2점은 “요실금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변을 

오랫동안 참을 수 있다”, 3점은“요실금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변을 

잠시동안 참을 수 있다”, 4점은 “소변을 참을 수가 없어 

요실금하지 않기 위해 화장실에 급히 가야했다”, 5점은 “화장실에 

도착하기 전에 요실금하였다”이다.16 3일간의 배뇨일기 중 3점 

이상이 1회라도 있는 경우를 요절박으로 정의하였다. 배뇨일기와 

환자와의 면담 내용을 토대로 절박성 요실금의 유무에 관계없이 

요절박이 있으면서 빈뇨와 야간뇨가 동반된 경우를 과민성방광으로 

진단하였다.1 33명의 환자 중 22명은 과민성방광, 나머지 11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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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민성방광이 아니었다. 11명의 비과민성방광 환자 중 10명은 복압성 

요실금이었고 1명은 방광류였다. 

 

2. 감각인지역치 

뉴로미터를 이용하여 방광에서의 감각인지역치를 측정하였다. 이 

검사는 감각신경 섬유에 해당하는 대유수신경섬유(Aβ), 

소유수신경섬유(Aδ), 무수섬유(C)의 특정 주파수(2000, 250, 5Hz)의 

전류 자극을 측정하고자 하는 부위에 흐르게 한다. 0에서 

9.99mA까지의 미세한 전류를 통해 환자가 자극을 느낄 수 있는 

역치를 측정한다.  

환자를 바로 누운 자세로 위치시킨 후 넬라톤 카테터를 이용하여 

방광 내 소변을 제거한 뒤 초음파영상을 위해 30-50mL의 

생리식염수를 주입한다. 이 후 전극을 위치시킨다. 전극은 1개의 

방광 내 전극(intravesical electrode)과 2개의 분산 전극(disperse 

electrode)으로 구성된다. 방광 내 전극은 6Fr 지름의 방광 내 

카테터 끝부분에 위치하게 된다. 카테터를 요도를 통해 방광 내로 

삽입한 후 전극이 방광삼각의 요관사이주름(intraureteric fold)에서 

1cm 위쪽 그리고 양쪽 요관구멍(ureteral orifice) 내측에 

위치하도록 한다. 이때 전극이 방광에 접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복부초음파를 이용한다(Fig 1). 2개의 분산 전극은 환자의 다리 

위아래 부위에 위치시킨다. 이런 설정상태에서 카테터를 통해 

0mA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전류를 높이게 된다. 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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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복부초음파를 이용한 방광 내 전극의 위치 확인 

 

자극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전류 자극을 임의적으로 

변화시키거나 거짓자극을 주어 실제로 환자가 자극을 느끼는 

최소값의 전류치를 측정하게 된다. 한 환자에 대해 동일 주파수로 

최소 3회 이상 측정을 반복하여 전류인지역치를 정한다. 2000Hz를 

우선 측정하고 이후 250Hz에 이어 5Hz를 측정하게 된다. 만약 

10mA까지 전류를 높였는데도 전혀 자극을 느끼지 못한다면 카테터의 

끝부분이 방광점막에서 떨어졌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초음파를 

이용하여 재위치 시켰다. 모든 환자에게 검사 후 요로감염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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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3. 배뇨일기 

문진상 과민성방광으로 분류된 22명에서 3일간의 배뇨일기를 

토대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기능적 방광용적은 3일중 최대 

배뇨량으로 정의하였다. 요절박은 3일 중 한번이라도 5점 척도에서 

3점 이상이 나온 경우로 정의하였다. 3일간의 요절박 횟수를 

배뇨횟수로 나눈 것을 요절박 빈도 (% of urgency frequency)로, 

요절박 시 평균 배뇨량을 기능적 방광용적으로 나눈 것을 요절박 

용적(% of urgency volume)으로 정의하였다. 요절박 빈도, 요절박 

용적과 2000Hz, 250Hz 그리고 5Hz에서의 전류인지역치 값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4. 요역동학 검사 

33명의 여성 대상자 모두를 대상으로 요역동학 검사를 한 명의 

검사자에 의해 시행하였다. 방광용적에 따라 10-50mL/min의 속도로 

따뜻한 생리식염수를 방광 내로 주입하였다. 방광 내 주입하는 

과정에서 최초 배뇨요의(FDV; First desire to void), 강한 

배뇨요의(SDV; Strong Desire to Void), 참지 못할 정도의 

배뇨요의(CDV; Compelling Desire to Void) 같은 피실험자의 정상 방광 

감각과 이 때의 방광용적을 기록하였다. 더 이상 요의를 참지 

못한다고 할 때 주입을 중단하였다. 과민성방광군과 비과민성방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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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최초 배뇨요의, 강한 배뇨요의, 참지 못할 정도의 배뇨요의 

시의 방광용적을 비교 하였으며, 이 값과 전류인지역치를 

비교하였다. 

 

5. 자료 분석 

과민성방광군과 비과민성방광군 사이의 전류인지역치와 방광용적을 

비교하기 위해서 Mann-Whitney test를 이용하였다. 요절박 빈도, 

요절박 용적, 방광용적과 전류인지역치와의 상관관계를 비교하기 

위하여 Spearman’s correlation을 이용하였다. 통계적 분석에는 SAS 

9.1.3을 이용하였으며,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다고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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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과민성방광군(64.0±9.5세;42-79)과 비과민성방광군(67.4±11.4세; 

47-84, p=0.36) 간의 연령에는 차이가 없었다. 전류인지역치는 세 

번의 반복된 측정에서 매우 잘 재연되었으며, 주파수가 커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과민성방광군에서의 전류인지역치 값이 

3개의 주파수 (2000Hz, 250Hz, 5Hz) 모두에서 비과민성방광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표 1). 

 

 

표 1. 과민성방광군과 비과민성방광군의 2000Hz, 250Hz, 5Hz에서의 

전류인지역치 (평균±표준편차) 

주파수 (Hz) OAB (mA) Non-OAB (mA) p 값† 

2000 2.36±1.35 4.14±1.48 0.002 

250  1.21±0.70 2.06±0.73 0.004 

5  0.87±0.59 1.43±0.65 0.009 

†P<0.05 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간주하였다. 

OAB(overactive bladder): 과민성방광군;  

Non-OAB(Non-overactive bladder): 비과민성방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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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민성방광군에서의 평균 기능적 방광용적은 348.4±67.8mL 

(200-550)이었으며, 3일간의 평균 배뇨 횟수는 30.3±10.2회 

(16-55)였다. 절박 배뇨 횟수는 18.6±8.9회(4-46)이었으며, 평균 

절박 빈도는 0.62±0.22%(0.21-0.96), 그리고 평균 요절박 용적은 

0.52±0.19(0.24-0.85)이었다. 2000Hz와 5Hz에서의 전류인지역치 

값은 요절박 빈도나 요절박 용적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250Hz에서는 전류인지역치 값이 낮을수록 요절박 빈도는 높았으며, 

요절박 용적은 낮았다(그림 2,3).  

 

 

 

그림 2. 250Hz에서의 전류인지역치와 요절박 빈도 간의 상관관계  

% of urgency frequency: total urgency episodes / total frequency of 

voids (요절박 빈도: 총 요절박 횟수 / 총 배뇨 횟수) 

CPT(current perception threshold): 전류인지역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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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50Hz에서의 전류인지역치와 요절박 용적 간의 상관관계  

% of urgency frequency: mean urgency volume / functional capacity  

(요절박 용적: 요절박 시 평균 배뇨량 / 기능적 방광용적). 

 

 요역동학 검사 결과 과민성방광군에서는 참지 못할 정도의 배뇨요의 

시 방광용적이 비과민성방광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으나 최초 

배뇨요의와 강한 배뇨요의 시 방광용적은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표 

2). 모든 피실험자를 통틀어 정상적인 방광감각인 최초 배뇨요의, 

강한 배뇨요의, 그리고 참지 못할 정도의 배뇨요의 시의 방광용적은 

전류인지역치 값과 상관관계가 없었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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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과민성방광군과 비과민성방광군에서 정상 방광 감각인 최초 

배뇨요의, 강한 배뇨요의, 참지 못할 정도의 배뇨요의 시 방광용적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

 

 P<0.05 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간주하였다. 

OAB: 과민성방광; FDV(first desire to void): 최초 배뇨요의; 

SDV(strong desire to void): 강한 배뇨요의; CDV(compelling desire to 

void): 참지 못할 정도의 배뇨요의. 

 

 

 

 

 

 

 

 

정상방광용적 OAB (mL) Non-OAB (mL) p 값† 

FDV 196.8±93.3 201.0±34.7 0.921 

SDV 303.0±129.9 383.2±105.7 0.113 

CDV 318.6±136.9 443.5±124.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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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신경선택적 주파수인 2000, 250, 5Hz에서의 전류인지역치 값과 

요역동학 검사에서 측정된 정상 방광 감각시 방광용적 간의 상관관계 

CPT 

요역동학 검사 상 정상 방광 감각 

FDV SDV CDV 

γ p γ p γ p 

2000 Hz -0.115 0.530 0.205 0.261 0.310 0.079 

250 Hz -0.126 0.492 0.054 0.767 0.186 0.299 

5 Hz 0.074 0.694 0.330 0.070 0.290 0.107 

CPT(current perception threshold): 전류인지역치; FDV(first desire 

to void): 최초 배뇨요의; SDV(strong desire to void):강한 배뇨요의; 

CDV(compelling desire to void):참지 못할 정도의 배뇨요의; γ: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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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요절박은 과민성방광 진단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요소이다.5 

국제요실금학회(ICS)에서는 요절박을 ‘지속적으로 환자가 강한 

요의를 느끼며 배뇨를 지연시키기 곤란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의는 매우 주관적이고 애매한 표현이다. De Wachter S와 

Wynndaele은 정상적인 충만 감각(filling sense)이 방해 받게 되면 

참을 수 없는 배뇨요의가 갑작스럽게 발생한다고 하였다.17 하지만 

어느 정도의 감각을 ‘갑작스러운’으로 규정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이같이 요절박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과민성방광의 진단과 유병율 역시 연구자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인다. 

이외에도 과연 요절박이 병적 증세인가라는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요절박을 더 이상 참지 못하는 특징을 가진 

정상과는 구분되는 병적 증세라고 규정하고 있으나,5,18 다른 

연구자의 경우에는 누구나 배뇨요의가 매우 심한 형태일 때 느끼는 

정상적인 증세로 판단하고 있다.19

감각신경은 신경의 지름과 수초 유무에 따라 대유수신경섬유(Aβ), 

소유수신경섬유(Aδ), 그리고 무수신경섬유(C)로 분류된다. 

대유수신경섬유(Aβ)는 접촉과 압력을, 소유수신경섬유(Aδ)는 진동, 

온도, 압력, 빠른 통증을, 무수신경섬유(C)는 온도, 느린 통증을 

전달한다. 정상적인 배뇨 반사는 배뇨근이 이완될 때 배뇨근에 

 따라서 요절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측정 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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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된 수용체가 자극되어 지각신호가 생기게 된다. 이 신호가 

부교감 신경의 구심성 신경을 통해 제 2-4 천수에 있는 천수배뇨반사 

중추에 전달되어 반사적으로 원심성 신경을 통해 배뇨근에 전달된다. 

방광의 구심성 회로는 방광에 분포하는 Aδ섬유와 C 섬유로 구성된다. 

정상적인 배뇨 반사에서 방광의 팽창으로 인한 자극은 Aδ섬유를 

전달되며, 유해, 화학, 냉자극은 C 섬유를 통해 전달된다.20,21 따라서 

Aδ섬유나 C 섬유의 병적 변화가 방광감각에서의 기능적 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뉴로미터는 생체의학적으로 각 신경 섬유가 일정주파수(2000Hz, 

250Hz, 5Hz)의 전류자극에 반응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안된 장비로 

전류인지역치를 측정할 수 있다. 뉴로미터를 이용하면 2000Hz, 250Hz, 

5Hz 각각에 해당하는 Aβ, Aδ, C 신경 섬유의 변화를 개별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22

 3개의 주파수 모두에서 과민성방광군의 전류인지역치 값이 

비과민성방광군의 값보다 낮았다(표 1). 이는 과민성방광에서 감각 

신경의 반응 역치가 낮은 것을 의미하며, 이는 방광의 

과민성(hypersensitive)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값은 Ukimura O

 전류인지역치 측정은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검사로 

과민성방광에서의 방광 내 감각 신경의 변화를 뉴로미터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13와 

De Laet K12 등이 보고한 과민성방광에서의 전류인지역치의 범위에 

비해서는 높고, Kenton K 등이 보고한 값에 비해서는 낮았다.14 

하부요로 감각의 정량적 측정에 있어 명확한 측정기준이나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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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연구의 전류인지역치와 기존 연구자에 

의한 결과를 비교하기는 어렵다. 기존 연구와 전류인지역치 값의 

차이가 생기는 원인으로 우선 연령을 고려해 볼 수 있다. Ukimura O 

등13과 De Laet K12 등이 보고한 자료에서는 실험군의 연령이 평군 

40세 미만이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평균 64세 이었다. 연구 

방법에서도 기존과 차이가 있었다. Ukimura O 등은 카테터 끝부분을 

방광 후벽에 위치하였으며 검사시 50mL의 소변이 방광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하였다.13 De Laet K 등의 연구에서는 방광을 

완전히 비운 뒤 따뜻한 생리식염수 60mL를 주입하였다.12 De Wachter 

S와 Wyndaele JJ가 이미 언급했듯이 전기 자극 당시 카테터 끝부분의 

위치와 방광 내 물의 양이 전류인지역치 값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절박 빈도와 요절박 용적과 전류인지역치 값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해 본 결과, 250Hz로 자극하였을 때 전류인지역치가 낮을수록 

요절박 빈도는 높았으며, 요절박 용적은 낮았다.(그림 2,3) 이는 

250Hz의 자극을 가할 경우, 반응 역치가 낮을수록 총 배뇨 중 

요절박을 느끼는 빈도가 높고, 기능적 방광용적에 비해 적은 양의 

소변에서 요절박 증세를 호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250Hz에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Aδ섬유는 기계적 신호와 압력 신호를 전달한다. 

250Hz에서 전류인지역치가 낮다는 것은 Aδ섬유가 

과민(hypersensitive)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민해진 

Aδ섬유는 평균보다 낮은 방광용적에서 절박 증세를 인지한다. 이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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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절박 증세를 인지하는데 있어 2000Hz. 5Hz에 각각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Aβ, C섬유보다는 Aδ섬유가 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방광 내 구심성 회로를 구성하는 섬유가 

Aδ와 C섬유이기에 250Hz와 5Hz 모두에서 요절박 빈도, 요절박 

용적과 전류인지역치 값 사이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느나, 250Hz에서만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요절박을 

호소하는 데에는 통증에 의한 신호보다는 방광용적 변화에 따른 

압력변화에 의한 신호가 주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과민성방광군과 비과민성방광군 간에 방광이 충만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방광감각 호소시의 방광 용적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이 

때의 전류인지역치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과민성방광군에서 참지 

못할 정도의 배뇨요의 시 방광용적은 비과민성방광군에 비해 낮게 

측정되었다. 하지만 최초 배뇨요의, 강한 배뇨요의 시 방광용적은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는 일정 방광용적을 기준으로 그 

이하에서는 방광용적과 배뇨요의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음을 의미하며, 

이는 방광 내 일정한 압력이 가해지기 전까지는 요의를 감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과민성방광군에서는 비과민성방광군보다 낮은 

방광 용적에서 참지 못할 정도의 방광감각을 호소하였다. 이런 

차이는 기계적 수용체나 압력수용체를 통한 감각의 전달, 즉 Aδ섬유 

신경의 과민성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De Wachter S 등11과 De Laet K 

등12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정상 방광 감각(최초 배뇨요의, 

강한 배뇨요의, 참기 힘든 배뇨요의)시의 방광용적은 전류인지역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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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요절박 증세는 과민성 환자군과 비과민성 환자군 간의 감각신경 

기능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고 한다. 하지만 요절박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다른 2가지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하부요로의 

감각신경 기능에는 차이가 없으나 대뇌에서 동일한 감각 신호에 대해 

다르게 반응하는 경우이다. Griffiths 등은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fMRI;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을 이용하여 

과민성방광 환자군에서는 방광 충만 시 정상군과는 다른 대뇌반응을 

보인다고 하였다. 25,26 방광조절기능이 낮은 환자에서 방광용적이 

많은 큰 경우 눈확이마피질(orbitofrontal cortex)을 제외한 

대뇌피질의 반응이 증폭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요절박은 

방광으로부터의 감각을 받아들이는 대뇌 영역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방광점막이 요절박의 원인이 되는 경우이다. Liu L 

등27

본 연구에서의 한계점은 과민성방광군과 정상군과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대조군이었던 

은 요절박이 있는 환자의 방광삼각 점막에서 TRPV1 mRNA의 발현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TRPV1 수용체의 증가는 온도나 capsaicin 

등의 과민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감각신경의 변화없이도 하부요로의 기능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과민성방광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방광점막과 방광의 감각신경 그리고 대뇌감각에 대한 평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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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민성방광군은 복압성 요실금이나 방광류 등 해부학적 변화가 

있는 경우였다. 대조군 선별 과정에서 신경학적 이상을 가진 환자나 

관련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를 배제시켰기에 전류인지역치의 차이는 

두 군 간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추후 

해부학적 이상도 없는 정상군과 비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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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비과민성방광군에 비해 과민성방광군에서 전류인지역치 값이 낮았다. 

250Hz에서의 전류인지역치가 낮을수록 기능적 방광용적과 비교해 

낮은 방광용적에서 요절박을 호소하였다. 특정 용적까지는 두 군 

간의 방광감각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특정용적을 넘게 되면 

과민성방광군에서 보다 낮은 용적에서 방광감각을 호소하였다. 

결과적으로 Aδ섬유의 병적 변화에 의한 과민감각이 과민성방광환자 

진단에 중요한 인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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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acy of current perception threshold in diagnosis of 

overactive blad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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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Jang Hwan Kim) 

 

 

PURPOSE: Urgency is very important in diagnosing overactive 

bladder (OAB).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rrectly identify 

whether the symptom that patients complain of is urgency and 

if so, the degree of severity, through patient interview or 

self-reported questionnaire. Because this symptom is 

perceived by sensory nerves of the lower urinary tract, we 

evaluated the differences in sensory nerve function between 

patients with and without OAB.  

MATERAILS AND METHODS: Thirty-three female patients 

were divided into 2 groups: 22 with OAB and 11 without. 

Current perception threshold (CPT) values were measured 

from the bladder mucosa in all patients using neuroselective 

electrical stimulation at frequencies of 2000, 250, and 5 Hz; 

and differences in CPT values were evaluated between the 2 

groups. In OAB patients, data from 3-day bladder diaries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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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point urgency rating scale were recorded, and the 

correlation between CPT values at all 3 frequencies and total 

number of urgency episodes / total number of voids and mean 

volume of urgency episodes / functional capacity was 

investigated. Conventional urodynamic test was done in all 

patients and we evaluated the association between CPT 

values at all 3 frequencies and bladder volumes at first desire 

to void (FDV), strong desire to void (SDV), and compelling 

desire to voids (CDV).  

RESULTS: There was no age difference between OAB (mean, 

64.0±9.5 years) and non-OAB (mean, 67.4±11.4 years, 

p=0.36) patients. CPT values at 2000, 250, and 5 Hz were 

2.36±1.35 mA, 1.21±0.70 mA, and 0.87±0.59 mA in the OAB 

group and 4.14±1.48 mA, 2.06±0.73 mA, and 1.43±0.65 mA in 

the non-OAB group, respectively. All CPT values in OAB 

patients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non-OAB 

patients (p=0.002, 0.004, 0.009). Total number of urgency 

episodes / total number of voids and mean volume of urgency 

episodes / functional capacity from bladder diaries were 

correlated with CPT values at 250 Hz (γ= -0.432, p=0.045, 

γ=0.504, p=0.017).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FDV and 

SDV between the OAB and non-OAB groups, but bladder 

volume at CDV (318.6±136.9 mL) was significantly lower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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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B patients than that of non-OAB patients (443.6±124.2 mL, 

p=0.02). Bladder volume at 3 bladder sensations was not 

correlated with CPT values at all frequencies.  

CONCLUSIONS: CPT values in OAB patients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non-OAB patients. The lower 

the CPT values at 250 Hz were, the more the patients with 

OAB felt urgency in total voids, and lower bladder volume at 

urgency was compared to functional capacity. There was no 

difference in bladder volume at FDV and SDV but a significant 

difference at CDV. This may be because that the sensory 

nerve for OAB is hypersensitive, which is an important 

criterion that characterizes th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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