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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고양이에서 근위요도 절단 후 나타나는 배뇨기전의
변화
서론: 최근 정상배뇨과정을 외요도괄약근의 수축과 이완에 따른 배뇨근의
조절(guarding reflex)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방광은 자율신
경이 지배하는 장기로 이론적으로는 수의적인 조절이 불가능하나 실제 배뇨
현상은 수의적으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뇨의 on-off mechanism이
외요도괄약근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방광이 충만되는 동안 요도내압의 지
속적인 상승이 어떤 기전으로 나타나는지를 밝히는 것은 요자제 기전을 아
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요자제 기전 중의 하나인 guarding
reflex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요도 절단
전후에 방광압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요자제 기전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수컷 고양이 12마리를 사용하였으며, 근위부요도 절단 전후
의 방광압 변화를 관찰하였다. 마취제는 척수반사 및 신경전달(neural
transmission)에 영향이 적은 á-chloralose를 사용하였다. 마취의 깊이는
맥박 및 각막반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복부정중선을 따라 하복부를 절개
하여 양쪽 요관을 분리하여 근위부에서 절단하고 카테터를 삽입하여 소변
생성에 따른 방광압의 변화를 배제하였다. 방광정부에 double lumen 카테
터를 통해 식염수를 60ml/hr 속도로 방광내 주입하며, 방광충만에 따른 배
뇨근수축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 방광압을 측정하였다.
결과: 방광충만에 따른 정상적인 배뇨근수축은 총 12마리 중 4마리에서 나
타났다.근위부요도를 절단하기 전 방광충만에 따른 배뇨근수축 반응은 11,
13, 6, 30 ml에서 각각 나타났으며, 이때의 방광압은 각각 23, 30, 43, 38
cmH2O 이었다. 방광경부 직 하방의 근위부요도를 절단하여 묶은 경우는
각각 17, 24, 18, 45 ml에서 배뇨근수축이 나타났으며, 이때의 방광압은 각
각 62, 68, 22, 40 cmH2O 이었다. 즉, 근위부요도를 절단하고 결찰하였을
때 방광충만에 따른 배뇨근수축 반응이 지연되는 현상을 보였다.
결론: 근위부요도를 절단하고 결찰한 경우에도 guarding reflex 혹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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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기전에 의한 배뇨근수축억제(pudendal nerve mediated bladder
inhibition) 현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근위부요도가 방광충
만에 따른 배뇨근수축억제를 통한 요자제 기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
로 추정된다.

핵심되는 말: guarding reflex, 외요도괄약근, 근위부요도, 요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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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배뇨과정에서 방광과 요도의 유기적 관계의 중요성
배뇨과정은 상척수, 척수 및 말초부위로부터의 정보가 통합되어 다양한
반사반응으로 나타나는 복잡한 과정이다. 이러한 배뇨반사는 방광을 기준으
로 볼 때 크게 저장기와 배뇨기로 구분된다. 저장기 동안에는 방광은 요를
저장하는 물탱크의 역할을 한다. 저장기 동안의 방광은 방광내 압력을 낮게
유지하며, 외요도괄약근은 닫혀 있다. 저장기 동안에 방광내 압력이 낮게
유지되는 기전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방광의 물리적 특성과 교감신
경과 같은 신경의 억제작용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광 저장기
동안 요도는 교감신경의 활성으로 닫혀 있다. 방광이 어느 수준까지 충만되
면 부교감신경의 활성이 증가하여 배뇨근수축이 일어나고 저장되어 있던 요
의 배출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 배뇨근수축과 함께 외요도괄약근의 이완이
일어나게 되며, 이로써 원활한 배뇨가 이루어진다.1-5 배뇨시 나타나는 요도
괄약근 이완은 부분적으로 교감신경의 억제를 통한 반응으로 생각한다. 이
와 같이 정상적인 배뇨과정은 방광과 요도가 유기적으로 함께 작용함으로써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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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Guarding reflex 의 기전
방광은 평활근으로 이루어진 장기로 자율신경인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
의 지배를 받으며 상기와 같이 요도와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다. 자율신경
의 지배를 받는 장기는 기본적으로 수의적 조절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자율
신경의 지배를 받는 다른 장기, 예를 들면 위장기관이나 심혈관계통과는 달
리 방광은 배뇨의 시작과 끝을 수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자율신경의 지
배를 받으면서 어떻게 수의적인 조절이 가능한 것일까? 이를 설명하기 위한
것 중의 하나가 guarding reflex이다. Guarding reflex란 방광이 충만되는
동안 요의 일부가 요도로 유입되면 국소적 신전수용체(local stretch
receptor)가

자극되어

요도의

외요도괄약근이

수축되고

외음부신경

(pudendal nerve)을 통한 배뇨근수축억제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즉, 방
광이 충만되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외요도괄약근의 활성이 점차 증가하여 배
뇨근수축을 억제하고 요자제를 유지하게 된다. 반대로 외요도괄약근이 이완
되면 배뇨근수축억제 작용이 사라지게 되고, 부교감신경의 활성으로 배뇨근
수축이 일어나 요의 배출이 일어나게 된다. 이 개념의 특징은 배뇨의 onoff mechanism이 하부요로 특히 외요도괄약근의 수축과 이완에 있다고 보
는 것이다.6
(1) Guarding reflex의 보기
첫째, 외요도괄약근의 활성은 배뇨 직전에 최고에 도달하며, 배뇨과정에
서 하부요로에 나타나는 첫번째 반응은 배뇨근수축 현상에 앞서 외요도괄약
근의 이완이다. 이는 배뇨의 시작이 외요도괄약근의 이완으로부터 시작됨을
보여주는 예이다. 또한 요를 배출하는 배뇨 중에 배뇨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배뇨근수축억제가 나타나기에 앞서 외요도괄약근의 수축이 먼저 나타나고,
방광내압은 외요도괄약근 수축으로 잠깐 동안 증가하였다가 이내 배뇨근수
축억제 작용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Fig. 1).6,7 이는 배뇨의 시작과 끝
이 외요도괄약근에 의해 조절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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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신경학적 이상이 없는 정상인에서 배뇨중단 검사. 방광압을 측정한 것이 상
부에 나타나 있고, 하부에 외요도괄약근의 EMG가 표시 되어있다. 배뇨를 시작하는
경우 방광압 상승 이전에 외요도괄약근 활성 소실이 먼저 나타나고, 배뇨를 중단하는
경우도 외요도괄약근 활성이 증가하고 나서 방광압이 서서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
고 있다(From Park: Br J Urol, 1997).

둘째, 신경학적 이상이 없으면서 방광이 충만되는 동안에 불수의적인 배
뇨근수축 현상을 보이는 배뇨근불안정 환자의 경우에 방광이 충만하는 동안
에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외요도괄약근 활성의 지속적인 증가 소견이 보이지
않고, 대신에 외요도괄약근 활성의 소실이 간헐적으로 관찰되는 것이다.8-9
이러한 외요도괄약근 활성의 간헐적인 소실은 배뇨근수축억제 작용의 약화
현상을 초래하여 비억제성배뇨근수축(uninhibited bladder contraction) 현
상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한다.
셋째, 근치적 전립선적출술 후에 나타나는 요실금 환자의 경우도 배뇨근
불안정이 주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이는 수술 후 외요도괄약근의 약화
로 인한 gurding reflex의 약화가 배뇨근불안정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
하기도 한다.10,11
넷째, 실제 요류역동학검사를 시행하여 방광충만시 요도내압을 측정한
경우 요도내압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요도내
압의 증가가 어떤 기전으로 나타나는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2) Guarding reflex 이론의 문제점
첫째, guarding reflex 이론의 출발은 방광이 충만되면서 요도내로 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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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이 있게 되고, 요도내 신전수용체를 자극함으로써 guarding reflex를
활성화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12 그러나 Barrington13은 요도의 원위부에서
요도내로 요의 흐름을 만드는 경우, 혹은 전부요도를 확장하는 경우는 오히
려 배뇨근의 수축반응을 유도한다고 하였다. 또한 실험을 통하여 요도내 식
염수를 관류하면 배뇨근수축을 유발하며, 관류를 중단하면 배뇨근수축이 억
제됨을 보이고, 긴장성 요실금 환자에서 비억제성배뇨근수축이 관찰되는 것
도 방광이 충만될 때 요도내로 비정상적인 요의 흐름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추정하였다.14 이는 서로 상치되는 결과이다.
둘째, guarding reflex에 의하면 방광이 충만되는 동안 외요도괄약근의
활성으로 요도내압의 지속적인 상승이 관찰된다고 한다. 그러나 외요도괄약
근은 횡문근으로 fast twich fiber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외요도괄약근은
쉽게 피로하며 60-70 초 이상 수축상태를 지속할 수 없다.15 이는 요도내
압의 지속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외요도괄약근의 수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
으며, guarding reflex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전이 존재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기전에 대하여 밝혀진 것은 아직 없다. 다만, 방광 충
만시 요도내압 상승은 상천수 부위의 완전 척수 손상의 경우에도 나타난다
고 하며, 따라서 guarding reflex는 천수 부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
된다.1 그러나 완전척수손상의 경우 방광충만시 요도내압상승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다.16
2. 가설
배뇨과정 중 방광이 충만되는 동안 요도내압의 상승이 관찰되며 이는
요자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과정은 우리가 인지할 수 없
는 불수의적인 기전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fast
twich fiber로 구성되어 있고, 체신경의 지배를 받는 외요도괄약근의 수축
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방광과 요도의 다른 일차적인
반응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단순히 방광충만에 따른 요도내 요의
흐름으로 인한 반응은 아닐 것으로 생각하며, 방광과 요도 사이에 다른 연
결고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외요도괄약근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주로
횡문근으로 이루어져 있어 지속적인 수축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방광충만
에 따른 지속적인 요도내압 상승은 다른 인자가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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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평활근으로 이루어진 내요도괄약근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Shafik15는 정상 배뇨 중에 수의적으로 배뇨를 중단할 경우에는 외요도괄약
근이 수축하여 내요도괄약근의 이완을 억제하고 배뇨근수축을 억제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내요도괄약근을 lidocaine으로 마취한 경우는 외요도괄약근
의 수축으로 일시적인 배뇨근수축억제 효과가 나타나지만 곧 불수의적인 배
뇨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는 외요도괄약근 수축으로 일시적인 내요도괄약
근 수축작용이 나타나지만 곧 외요도괄약근이 피로하여 이완되면 내요도괄
약근의 지속적인 수축이 마취에 의해 차단되어 배뇨근수축억제 효과가 사리
지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방광이 충만되는 동안 나타나는 요도
내압의 상승은 일시적인 배뇨중단 기전과 같은 수의적인 반응이 아니며 무
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생리반응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배뇨중단 기전과는
다른 기전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광과 요도 사
이의 유기적인 밀접한 연관성에 착안하여 방광과 요도의 직접적인 연계성이
존재할 것으로 가정하고 방광과 요도 사이의 연결을 절단하여 차단함으로써
나타나는 방광압의 변화를 통하여 요자제 기전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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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
실험동물은 사람과 방광 및 요도의 신경분포가 비슷한 2.5-6.5 kg의
성년기 수컷 고양이 12마리를 사용하였다. 실험은 방광경부 직 하방 근위부
요도를 절단하기 전과 후에 방광충만시 나타나는 방광압의 변화를 관찰하였
다.

실험동물은

미국

National

Academy

of

Sciences(NAS)의

ILAR(Institute of Laboratory Animal Researc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규정을 충족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연
구센터 실험동물부의 Laboratory Animal Manual 99-00 version17에 준해
다루어 졌다. 고양이는 먼저 ketamine HCl (Ketaset, 15mg/kg, i.m.)을
이용하여 전마취를 시행하였으며, 0.7-1% halothane-N2O로 기도삽관 마
취를 시행하였다. 마취의 깊이는 각막반사의 소실 및 통증 자극에 대한 맥
박의 변화가 없음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복부정중선을 따라 하복부를 절개
하여 방광과 요도를 노출 시켰다. 방광내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벽근육
이나 복부장기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절개선을 연장하여 복벽 및 복부
장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양쪽 요관을 분리하여 근위부에서 절단
하여 카테터를 삽입하여 소변을 밖으로 배출시켜 소변 생성에 따른 방광압
변화를 배제하였다. 방광정부에 6Fr. double lumen 카테터를 삽입하고
purse string suture를 시행하여 이를 통해 방광내 식염수 주입 및 방광내
압을 측정하였다. 체온은 heat lamp를 이용하여 37-38°C로 유지하고,
cephalic vein을 통하여 5% dextrose를 정맥주사 하였으며, 실험하는 동안
맥박 및 혈압을 관찰하였다. 수술적 처치를 마친 후 halothane-N2O마취를
끊고, 척수반사 및 신경전달에 영향이 적은 á-chloralose(Sigma Chemical,
St Louis, MO, USA; initial dose, 40-50mg/kg i.v.)로 마취를 유지하였으
며, 필요에 따라 á-chloralose(5mg/kg, i.v.)를 추가로 주입하였다.
2. 방광충만에 따른 배뇨근반사시 방광압측정
방광압 측정을 위해서 Biopac(Biopac System, Santa Barbara, CA,
USA) 기계에 압력측정 라인을 대기압에서 평형을 맞춘 후, 방광정부에 삽
입된 double lumen 카테터를 통하여 식염수를 60ml/hr 속도로 방광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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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며 방광충만에 따른 배뇨근수축 반응이 나타날 때가지 방광압을 측정하
였다. 방광충만에 따른 방광압을 측정한 후 같은 고양이에서 방광경부 직
하방 근위부 요도를 신경 및 혈관손상을 주지 않고 분리하여 절단한 후 결
찰하여 같은 방법으로 방광압을 측정하였다(Fig. 2). 배뇨근수축은 방광압
이 최소 20 cmH2O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하였다.

A.

Filling
Pressure
transducer

bladder

urethra

B.

Filling
Pressure
transducer

bladder

urethra

Fig. 2. 방광압 측정을 위한 실험모형도. A. 근위부요도를 절단하기 전 B. 근

위부요도를 절단하여 결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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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
모든 결과들은 평균과 표준오차를 구하였으며, 각 측정군간의 통계적 판
정은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p값이 0.05 이하일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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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방광충만에 따른 정상적인 배뇨근수축은 총 12마리 중 4마리에서 나타
났으며, 나머지 8마리는 정상적인 배뇨근수축이 나타나지 않았다. 정상적인
배뇨근수축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는 알 수 없는 고양이 자체의 신경학적 손
상이나 마취과정에서의 잘못으로 비억제성방광수축 양상을 보이거나 정상적
인 배뇨근수축이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데이터 분석은 방광충
만에 따른 정상적인 배뇨근수축이 관찰된 4마리에서 시행하였다.
근위부 요도를 절단하기 전 방광충만에 따른 배뇨근수축반응은 11, 13,
6, 30 ml에서 각각 나타났으며, 이때의 방광압은 각각 23, 30, 43, 38
cmH2O 이었다(Fig. 3A). 방광경부 하방의 근위부 요도를 절단 한 후에 묶
은 경우는 각각 17, 24, 18, 45 ml에서 배뇨근수축이 나타났으며, 이때의
방광압은 각각 62, 68, 22, 40 cmH2O 이었다(Fig. 3B).
근위부요도를 절단하지 않은 경우는 방광이 평균 15±5ml 충만되었을
때 배뇨근수축이 나타났으며, 근위부요도를 절단하여 결찰한 경우는 평균
26±7ml 충만되었을 때 배뇨근수축이 나타나, 요도절단 후에 방광충만에 따
른 배뇨근수축 반응이 지연되는 현상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p<0.05; Fig. 4). 근위부요도를 절단하기 전과 후의 배
뇨근수축 유발시 측정한 방광압의 차이는 각각 34±4, 48±11 cmH2O로 통
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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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근위부요도 절단 전후의 방광압 변화. A. 4 마리 고양이에서 마취 후
방광정부에 삽입한 카테터를 통하여 60ml/hr 속도로 생리식염수로 방광을 채우며
요도절단 전에 시행한 cystometry(a-d) B. 근위부 요도를 절단한 후 결찰하고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 cystometry(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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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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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cutting

After cutting

Fig. 4. 근위부요도 절단 전후의 방광충만시 배뇨근수축 유발 방광용적 평균

비교. 근위부요도를 절단하였을 때 배뇨근수축을 유발하는 방광용적이 의미
있게 증가하였다(∗ p<0.05, paired t-test).

Bladder Pressure (cm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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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cutting

Fig. 5. 배뇨근수축 유발시 근위부요도 절단 전후의 방광압 평균 비교.

근위부요도 절단 전후에 배뇨근수축에 따른 방광압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paired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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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배뇨과정에는 방광과 요도의 유기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최근
에는 요도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으며, 소아에서 다른 신경학적
이상이 없이 나타나는 배뇨장애 환자의 경우도 요도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18 배뇨장애라는 용어도 이 질환이 방광이 충만되
는 동안 요도괄약근의 불안정성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
가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Guarding reflex 이론 역시 방광의 역할 뿐 아니
라 요도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배뇨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배뇨기의
중요성 뿐 아니라 저장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방광이 충만되는 동안
요도에도 변화가 생기며 이 변화를 감지하여 방광이 충만되는 동안에는 배
뇨근이 수축하는 것을 억제하게 됨을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경우도 배
뇨과정에서의 방광과 요도의 유기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특히 방광
이 충만되는 동안에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하여 요자제 기전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광충만기의 초기에는 방광벽에 존재하는 신전수용체를 통하여 그 자
극이 골반신경을 통하여 제2-4 천수에 도달한다. 이 자극은 lateral
spinothalamic tract을 통해 올라가 subcortical micturition center에 의한
배뇨근수축억제 작용이 무의식상태에서 이루어진다. 방광용적이 증가하면서
방광충만감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면 이 자극은 대뇌피질에 도달하게 되며,
이러한 초기 배뇨감을 느끼는 시기에 비로소 대뇌피질에 의한 의식상태에서
배뇨근억제 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한다. 방광이 더욱 충만되어 자극
이 더욱 강해지면 대뇌피질에 의한 배뇨중추를 통한 배뇨근억제 작용 뿐만
아니라 골반저근의 수의적 수축에 의한 요도압 상승을 통해 배뇨를 억제한
다.19 그러나, á-chloralose 마취하에 방광을 충만시키는 경우는 대뇌피질에
의한 뇌간의 배뇨중추 억제작용이 약화되어 배뇨중추를 통한 배뇨반사는 영
향을 적게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방광충만에 따른 방광내 수용체가
역치를 넘어서 활성화되면 배뇨근은 대뇌피질에 의한 억제작용 없이 수축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정상 상태에서 방광이 충만되는 경우는 대뇌피질
에 의한 배뇨중추억제 작용과 guarding reflex에 의하여 배뇨근수축억제작
용이 나타나 방광내 수용체의 역치는 변하게 된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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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같이 α-chloralose 마취하에서는 대뇌피질의 활성은 억제되고 자율
신경 반사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20 따라서, 본 실험과 같이 αchloralose를 이용한 마취하에서는 방광충만시 보이는 요자제 기전은 전적
으로 guarding reflex에 의존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Guarding reflex는 방광이 충만할 때 방광내 신전수용체가 활성화되어
혹은 근위부요도로 요의 흐름이 나타나 외요도괄약근이 활성화되어 배뇨근
수축억제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12,21 Shafik15는 정상배
뇨 중에 수의적으로 배뇨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외요도괄약근은 횡문근으로
이루어져 쉽게 피로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요도내압 상승을 통한 요자제 기
전은 평활근으로 이루어진 내요도괄약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Kiruluta 등22은 고양이 실험에서 요도절단 후에도 방광충만시 나타나는 요
도내압 상승이 관찰됨을 보이고, 방광충만시 나타나는 요도내압 상승은 방
광삼각부의 충만에 따른 확장 때문으로 설명하고 반사궁을 통한 반응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요도절단 전후에 방광내압을 측정하여 비교하였으며, 요
도절단 후에 방광충만에 따른 배뇨근수축 반응이 뚜렷이 지연되는 것을 관
찰하였다. Guarding reflex의 이론 중의 하나는 방광이 충만되는 동안 요도
로 요의

흐름이

생기고

그 결과로 요도의 신전수용체가 활성화되어

guarding reflex가 시작된다고 설명하고 있다.6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요도
를 절단하여 결찰함으로써 방광이 충만되는 동안 요도로의 요의 흐름을 차
단하였으므로, 이 이론에 따르면 guarding reflex의 시작을 차단한 경우가
되어 방광이 충만되는 동안의 배뇨근억제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본 실험결과와는 반대로 배뇨근수축이 더 빨리 나타나야 할 것이다. 다른
보고에서도 요도내 요의 흐름이나 요도의 확장은 오히려 배뇨근수축을 자극
하는 인자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요실금 환자에서 배뇨근불안정
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원인이 비정상적인 방광의 해부학적 구조
로 방광 충만시 요도로 요의 누출이 발생함으로써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
다.15 따라서 본 실험의 결과는 단순히 요도로의 요의 흐름이 guarding
reflex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근위부요도를 절단하여 결찰한 후에도 방광충만에 따른 배뇨근수
축이 억제되는 것으로 보아 근위부요도 내압의 상승이 배뇨근수축을 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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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guarding reflex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Kiruluta 등22은 방광충만시 나타나는 요도압 상승이 요도
절단 후에도 나타나며 방광삼각부의 신전수용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
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요도절단 후에 요도압 상승에 따른 방광압의 변화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본 실험은 근위부 요도를 절단하여 결찰 한 후에 방광
압의 변화를 관찰하여 요도 절단 후에도 배뇨근수축억제 현상이 나타남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Kiruluta 등22의 주장처럼 guarding reflex는 방광삼각
부의 확장에 따른 반사궁을 통한 반응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혹은 그 기전
은 아직 모르지만 근위부요도 내압의 상승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생각한
다.
그리고 근위부요도를 절단하여 결찰한 경우에 방광충만에 따른 배뇨근수
축 반응이 지연되어 나타났다. 이는 근위부요도 절단 혹은 결찰이 방광충만
에 따른 배뇨근수축억제 기전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같은
고양이에서 요도 결찰 전후에 방광압을 측정하는 관계로 시간경과에 따른
근육의 피로현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요도절단 전의 방광압 측정을 2회
이상 반복한 경우에도 결과에 차이가 없었으며, 요도절단 후의 방광압 측정
에서도 반복 시행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단순히 피로 현상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 요도를 절단만 하고 결찰하지 않은
경우에 시행한 방광내압의 변화를 관찰하지 못하여 요도 절단에 따른 변화
인지 혹은 근위부요도를 결찰하여 나타난 변화인지는 알 수 없다. 또한 마
취의 기술적 어려움으로 마취 정도에 따른 배뇨근의 변화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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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요도절단 전후에 방광내압을 측정하여 비교하였으며, 요도를 절단하고
결찰하였을 때 방광충만에 따른 배뇨근수축 반응이 뚜렷이 지연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단순히 요도로의 요의 흐름이 guarding reflex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방광충만 초기에 자극의 정
도가 크지 않은 경우는 근위부요도 결찰로 배뇨근수축을 억제할 수 있었으
나 방광이 더욱 충만되어 자극의 정도가 커지는 경우에는 더 이상 배뇨근수
축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이는 근위부요도 절단 혹은 결찰이 방광충만에 따
른 배뇨근수축억제 기전을 강화시키는 것을 시사한다.
근위부요도를 절단하고 결찰한 경우에도 guarding reflex 혹은 다른 기
전에 의한 배뇨근수축억제 현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외요
도괄약근 보다는 근위부요도가 방광충만에 따른 배뇨근수축억제를 통한 요
자제 기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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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nge of the micturition mechanism after
cutting proximal urethra in the cat
Young Sig Kim
Brain Korea 21 Project for Medic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ang Won Han)
Introduction: Recently many reports have explained the normal micturition
mechanism as the contraction and relaxation of external urethral sphincter
(guarding reflex). Despite most of the neural circuits involved in controlling
lower urinary tract function being autonomic, micturition and storage are under
precise volitional control. For this reason many reports have proposed a
hypothesis that a physiological on-off swich for bladder activiy is at the external
urethral sphincter. We think that knowing the mechanism of a progressive and
involuntary increase in a intraurethral pressure during bladder filling helps to
understand the urinary continence mechanism. We made a comparision
between the cystometry before cutting proximal urethra and after cutting, and
we tried to propose the mechanism of urinary continence during bladder filling.
Materials and Methods: Experiments were performed on 12 male cats
weighing 2.5 to 6.5kg. Alpha chloralose anesthesia (40-50mg/kg) was
maintained after induction with ket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anesthesia
was assessed by the the corneal reflex and pulse rate. To perform urodynamic
measurement, the bladder and proximal urethra were exposed through a
midline abdominal incision. To prevent the bladder from filling with urine,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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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eters were tied distally and cut, and the proximal ends were drained
externally. A double lumen catheter was inserted through the bladder dome,
and used to fill or drain the bladder and monitor intravesical pressure.
Results: Of the 12 male cats, 4 showed normal bladder contraction during
bladder filling. Normal detrusor contraction during bladder filling before cutting
of the proximal urethra was noticed in the 11, 13, 6 and 30 ml bladder filling.
Detrusor contraction during bladder filling after cutting and ligation of the
proximal urethra was noticed in the 23, 30, 43 and 38 ml bladder filling,
respectively. Detrusor contraction during bladder filling was delayed after
cutting and ligation of the proximal urethra.
Conclusion: The inhibitory mechanism of detrusor contraction (guarding
reflex) during bladder filling persisted and was reinforced after the proximal
urethra was cut and ligated. Consequently, we suppose that the proximal
urethra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guarding reflex .
Key Words: guarding reflex, external urethral sphincter, proximal urethra,
contin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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