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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정상배뇨는 방광과 요도의 근육을 통합하는 pontine mic-

turition center (PMC)와 척수의 신경망에 의해 조절되어 소

변의 저장과 배출이라는 하부요로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

행한다. 방광의 기능은 심장, 혈관, 내장 같이 불수의적인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으나 이들 장기와 다르게 특징적으

로 수의적인 조절이 가능하다. 사람에서 배뇨 (micturition)

의 일차적인 목적은 방광에 충만된 소변을 비우는 것으로 

배설된 소변은 더 이상의 기능을 하지 않지만, 포유동물에

서는 역의 표시나 짝짓기에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

어 객체의 생존과 종족의 유지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

라서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배뇨에 관계된 신경조절이 

단순히 방광과 척수부위에 국한되지 않고 생명유지 및 감

정조절에 필수적인 뇌의 향을 받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1). 

임상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새로운 배뇨장애가 발생하거

나 기존의 배뇨장애가 악화되는 현상을 흔히 볼 수 있다 (2-6). 

배뇨의 신경조절에 관계된 많은 두뇌의 중추가 스트레스 

및 이와 관련된 불안 및 우울증의 발병에도 공통적으로 관

여하고, 몇 가지 신경전달물질이 공통된 기능을 매개하는 것

으로 추정되나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7-9).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밝혀진 감정과 배뇨의 가능한 상관관

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임상적용의 가능성을 검토하

고자 한다. 

본      론

    1.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인자 (stressor)에 의해 항상성이 변

화된 상태를 지칭하는데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스트레스는 

흔히 불안이 병발되고, 장과 방광의 기능이상을 동반한다. 

스트레스는 신경전달물질계, 내분비계, 중추신경계의 총체

적인 변화를 유발하며 이런 변화들의 상호작용이 우울 및 

불안증상을 발현시키고,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중추신경

계는 자율신경계와 신경내분비계를 통해 면역계에 향을 

미치고, 면역계는 싸이토카인의 분비를 통해 중추신경계에 

향을 미쳐 뇌의 행동 및 감정을 조절한다 (10). 따라서 면

역계는 내적 또는 외적 스트레스를 인식하는 감각기관으로

도 간주되고 있다. 스트레스가 유발되면 우울 및 불안의 병

태생리와 가장 관련이 높은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피질 

축과 카테콜아민-교감신경계의 활성이 유발될 수 있고 다

양한 신체증상을 나타낸다 (11).

  요실금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대조군과 우울

증의 유병률을 조사한 연구에서, 복압성요실금 환자는 대

조군과 유사하게 13%에서 우울증이 동반되었으나, 복합성 

또는 절박성 요실금환자에서는 42%에서 우울증이 동반되

었고, 특히 원발성 절박성요실금환자의 60%에서 우울증이 

동반되었다고 하 다. 이렇게 절박성요실금에서 우울증의 

높은 동반율은 다른 변수를 보정하고도 유의한 차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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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요실금의 치료가 우울증에 향을 주는지 알아

보고자 한 연구에서 요실금의 성공적인 수술적 치료 후에

도 동반된 우울증이 유의하게 개선되지 않았음이 관찰되

어, 요실금 자체가 동반된 우울증의 단순한 원인이 아닐 가

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12,13). Clomipramine 투여로 우

울증을 유발시킨 백서에서 배뇨근과반사가 관찰되고 선택

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

bitor, SSRI) 투여로 정상화되었다는 보고는 세로토닌감소

에 의해 발생되는 우울증과 과민성방광의 연관성을 암시한

다 (14). 임상적으로 요실금과 우울증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호발하며 일부 절박성요실금에서 항우울제 투여효과가 

있으므로 세로토닌감소를 매개한 공통된 병인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15,16). 스트레스는 간질성방광염의 증상기복에 

중요한 악화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자율신경계의 조절부전

도 간질성방광염의 병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과민성대장증

후군은 배변습관의 변화, 대장팽만에 대한 감각의 증가를 

특징으로 하는 기능적 질환으로 임상적으로 간질성방광염 

및 불안/우울증이 유의하게 높게 동반되었다는 많은 보고

가 있으며 (17-19),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corticotro-

pin-releasing factor (CRF)의 공통된 작용기전이 많이 연구되

었다 (20,21).

  임상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배뇨증상이 동반

되는 경우가 흔하여 1964년 Engel이 uropsychiatry라는 용어

를 제시하기도 하 으나 (22) 주목을 받지 못하 다. 근래에 

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증의 병인이 점차 규명되면서 배뇨

장애와의 강한 상관관계에 CRF와 세로토닌 등 공통된 신경

전달물질 변화가 매개되었을 가능성이 제시되어 다시 관심

을 끌고 있다 (9,23,24). 두뇌의 활동은 많은 조절인자의 

향을 받아 신경세포와 신경망들이 전기적 혹은 화학적으로 

정보를 상호 전달하여 나타난다. 두뇌의 신경망은 매우 복

잡하게 얽혀있어 이론적으로 두뇌의 한 가지 또는 몇 가지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이 궁극적으로 교뇌배뇨중추에 흥

분성 또는 억제성으로 향을 주어 배뇨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중추신경계에서 배뇨에 향을 주는 신경전달물질은 

흥분성, 억제성, 혼합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흥분성 신경전

달물질은 glutamine acid, substance P, nitric oxide, ATP 등이 

있고,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은 gamma aminobutyric acid

(GABA), glycine, opioid peptide 등이 있다. 하지만 CRF, 세

로토닌, norepinephrine (NE), dopamine, acetylcholine 등은 수

용체의 아형과 작용위치에 따라 흥분성 또는 억제성으로 

작용한다 (25,26). Dopamine은 중추신경에서 투여부위와 방

법에 따라 방광기능에 수축과 이완의 작용을 모두 보여 배

뇨조절에 대한 dopamine의 작용은 여러 단계에서 복합적으

로 작용하고, opioid peptide는 방광수축을 억제하지만 수용

체 아형에 따라 작용기전이 다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신

경전달물질 중 CRF와 세로토닌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 

    2. Cortocotropin-releasing factor 

  CRF는 41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neuropeptide로 1981

년 화학적 구조가 규명된 이후에 (27) 활발한 연구가 지속

되어 스트레스에 대한 내분비계, 자율신경계, 면역계 및 행

동반응에 대한 조절물질로 규명되고 있다. CRF는 호르몬으

로서의 기능과 신경전달물질로서의 기능을 모두 갖는다. 

CRF는 시상하부의 부뇌실핵 (paraventricular nucleus)에서 생

성되어 뇌하수체 전엽의 수용체와 결합 후 부신피질자극호

Figure 1. Schematic representa-

tion of the endocrine, behavioral, 

autonomic and immunologic res-

ponses to stress mediated by cen-

tral corticotropin-releasing factor

(CRF) neurons. HIP: hippocam-

pus, AMY: amygdala, PVN: para-

ventricular nucleus, AP: anterior 

pituitary, ACTH: adrenocortoco-

tropin hormone, E: epinephrine, 

NE: norepineph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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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몬 (ACTH)의 생성과 유리를 증가시키고 시상하부-뇌하

수체-부신피질 축의 기능을 조절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내

분비 반응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호르몬으로서의 기능을 

나타낸다 (Figure 1). CRF를 함유하고 있는 신경원들이 시상

하부 이외에도 피질 전역에 분포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반

응을 조절한다. CRF를 함유하는 신경원들은 NE가 풍부하

고 싸움-회피반응 (flight-or-fight response)을 조절하는 청반

핵 (locus ceruleus)과 세로토닌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주요우

울증 (major depression)의 발생에 중요한 봉선핵 (raphe nu-

cleus), 내장성통증과 감정적스트레스를 전달하는 중추인 

편도 (amygdala), 기억에 관여하는 해마 (hippocampus)에 분

포한다. 포유동물에서 CRF가 작용하는 수용체는 CRF re-

ceptor 1 (CRF-R1)과 CRF receptor 2 (CRF-R2)가 존재하는데 

두 수용체 모두 G protein-coupled receptor로, 중추신경에서

의 분포와 약리작용이 다르다. 스트레스반응에 대한 CRF 

수용체의 역할은 선택적인 CRF 길항제의 개발로 규명되어

왔다 (Table 1). CRF-R1이 변연계에 집되어 있는 반면, 

CRF-R2는 주로 척수와 뇌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있다. 두 

수용체 분포의 차이는 수용체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암시

하는데 CRF-R1은 주의력, 행동기능, 감정의 의식적인 경험, 

감정과 연관된 학습과 기억에 관련되어 있다. 불안, 우울증 

환자에서 뇌혈관장벽을 잘 통과하는 CRF-R1 길항제의 임

상시험결과 우울과 불안에 치료효과가 있고 부작용도 적어 

새로운 계통의 항우울제로 사용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28,29). CRF-R2의 기능은 섭식, 방어, 심혈관계 향과 관

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뇌혈관장벽을 효율적으로 통과

하는 CRF-R2 길항제가 없어 연구에 제한이 있다 (30). 

  Barrington's nucleus에 존재하는 많은 neuron들이 CRF에 

면역반응을 보이고, CRF 신경말단이 요천수의 preganglionic 

lumbosacral neuron에 위치하므로 CRF가 이 신경회로의 주

된 신경전달물질로 작용하여 배뇨에 향을 줄 것으로 추

정된다. 마취된 쥐를 이용한 CRF의 배뇨에 대한 초기실험

에서 Barrington's nucleus의 화학적자극으로 증가된 방광내

압이 CRF의 거미막밑 (intrathecal) 투여로 감소되었고, CRF 

길항제투여로 증가하 다 (31). 그러나 metabolic cage를 이

용한 자유로운 상태의 쥐에서 실행한 실험에서는 CRF 작용

제는 방광수축을 증가시키고, 길항제로 이러한 방광수축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 CRF의 방광수축에 대한 역할이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 다 (32). 이러한 혼란스러운 결과는 마취

의 향이나 CRF 작용제와 길항제의 투여용량 및 실험방법

의 차이 때문이며 CRF의 작용은 방광에 대한 직접적인 

향보다 PMC를 경유해 나타난다고 판단된다. PMC의 많은 

신경원이 뇌의 주요 NE핵인 청반핵으로 투사된다. 청반핵- 

NE시스템은 오랫동안 각성과 집중에 관여하고 청반핵신경

원은 방광이나 장의 팽창에 의해 활성화된다고 알려져 있

다. 수면 중에 배뇨중추가 억제되어 방광용적, 배뇨량이 증

가하므로 각성상태가 방광기능에 큰 향을 준다. 따라서 

Kiddoo 등은 마취를 하지 않은 백서의 방광기능검사를 판

독할 때 각성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 는

데, 이들은 방광내압과 뇌파검사를 동시에 측정하여 각성

현상이 배뇨에 선행되어 나타나고, CRF 작용제가 각성상태

의 배뇨반사를 척수에서 억제시키고 CRF 길항제로 반대효

과를 보인다고 하 다 (33). 따라서 각성상태와 배뇨의 상관

관계에 CRF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고, PMC의 CRF 

조절이 배뇨에 향을 준다는 결과는 아직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 많으나, 이를 목표로 한 치료적 접근의 가능성을 열

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cyclophosphamide 방광내 

주입으로 방광염이 유발된 쥐에서 처음으로 suburothelial 

plexus와 요천수 부교감신경핵에서 CRF에 면역반응을 보이

는 신경섬유를 관찰하여, CRF가 방광의 감각신경을 통한 

과민성방광의 발생에도 관여될 가능성을 보 다 (34). 요약

하면 CRF는 스트레스반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CRF- 

R1 수용체를 매개하여 불안과 관계있다고 할 수 있다. 불안 

또는 우울과 동반된 일부 과민성방광 환자는 CRF의 증가가 

공통된 병인일 수 있고, 이런 경우 CRF 길항제가 새로운 

치료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35-38).

Table 1. Synthetic selective and nonselective CRF receptor 1 
(CRF-R1) and CRF receptor 2 (CRF-R2) antagonist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CRF-R1 CRF-R2 Nonselective
antagonist antagonist antagonist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CP-154, 526 Antisauvagine-30 α-Hel-CRF9-41

R121919 K31440 D-Phe-CRF12-41

R121920 K41498 Astressin

CRA1000 Astressin2-B Astressin-B

CRA1001

SSR125543A

NBI 27914

NBI 35965

DMP 695

Antalarmin

DMP 904

SN00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양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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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배뇨장애 및 요실금학회지4

    3. 세로토닌

  세로토닌은 대부분 억제성으로 작용하는 신경전달물질

로 수면, 섭식, 성행위, 불안, 우울, 심혈관계 반응, 체온조

절, 통증 등 기본적인 생리현상과 관계있다. 임상적으로 세

로토닌은 우울증, 정신분열증, 강박장애, 불안장애, 수면장

애, 성장애, 충동조절장애, 스트레스장애 등 여러 신경정신

질환의 원인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39-41). 특히 세로

토닌의 활성도 감소는 우울증의 중요한 병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신경원의 시냅스전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억제하여 시

냅스내의 함량을 증가시켜 수용체와의 결합을 촉진시키는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가 우울, 불안장애, 강박장애 등에 

효과적인 치료약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다른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 장기와 마찬가지로 방광도 

중추성 세로토닌수용체의 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구조적으로 다른 14종의 세로토닌 수용체가 존재하나 분류

상 제1형에서 7형까지 구분한다. 이 중 5-HT3 수용체만이 

이온성 수용체이고, 나머지는 모두 대사성 수용체이다. 배

뇨에 관여하는 중추신경계의 세로토닌 수용체 중 제1형 

(5-HT1A), 7형 (5-HT7), 2형 (5-HT2), 3형 (5-HT3)이 중요한 역

할을 한다 (42-44). 대부분의 연구가 이들 수용체를 경유한 

부교감신경의 방광기능의 조절과 체성신경의 외요도괄약

근 기능조절에 집중되어 있다. 세로토닌 수용체는 방광수

축에 억제성으로 작용한다고 생각되었으나, 일부 수용체 

(5-HT1A와 5-HT7)는 흥분성으로 작용한다는 보고도 있다 

(42). 세로토닌 수용체에 대한 실험결과는 사용된 동물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초기에 세로토닌수

용체의 방광에 대한 작용의 이해는 주로 고양이를 통해 이

루어졌으며 비교적 일관성 있는 실험결과를 보 다. 그러

나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고양이와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 현재 guarding reflex가 있어 사람과 유사한 

배뇨를 보이는 기니피그도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 Cornelis-

sen 등은 serotonin reuptake transporter (5-HTT) knockout mice

를 이용한 실험을 바탕으로 여성에서 우울증과 과민성대장

증후군의 연관성을 세로토닌 감소로 설명하고 있다 (45). 5- 

HT2수용체의 외요도괄약근에 대한 역할이 쥐와 고양이에

서 차이를 보이는데, 외도요괄약근 기능이 두 동물에서 다

르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즉 쥐에서 외요도괄약근은 소

변의 배출에 관여하고, 기니피그에서는 소변의 저장에 관

여한다. 쥐에서는 배뇨초기에 외요도괄약근이 활성화되는

데 이러한 현상이 배뇨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

면 기니피그는 사람과 유사하게 외요도괄약근의 활성도가 

배뇨 전에 증가하고 (guarding reflex), 배뇨 중에 감소하며 

배뇨 후에 다시 증가되어 신경배뇨조절에 대한 연구의 적

절하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쥐의 배뇨는 세로토닌의 억제

성 또는 흥분성 작용에 민감하게 반응하나, 고양이의 경우 

사람과 같이 세로토닌의 억제성 작용에 민감하여 방광을 이

완시키고 요도괄약근을 수축시킨다는 설명도 있다 (44). 

  선택적 세로토닌억제제 (SSRI)는 NE의 재흡수에 비해 세

로토닌의 재흡수를 10배 이상 억제하기 때문에 명명되었다 

(46). SSRI는 또한 삼환계항우울제처럼 sodium 이온통로의 

억제효과를 보이지 않고, 알파수용체, 무스카린수용체, 히

스타민수용체와의 낮은 친화력 때문에 임상적으로 부작용

이 적고 고용량도 사용될 수 있다. SSRI계열 약물들의 서로 

다른 독특한 약리작용은 SSRI가 세로토닌 이외의 다른 신

경전달물질의 수용체에도 작용하는 이차적인 수용체와의 

결합 특성에 주로 기인된다고 생각한다 (47). 즉 SSRI계열 약

물들은 세로토닌재흡수 억제효과뿐만 아니라, NE, dopamine

의 재흡수 억제효과와 serotonin 2C 자극효과, 항콜린효과도 

같이 나타내므로 이들 수용체에 대한 작용정도에 따라 임

Table 2. Secondary binding properties of the clinically available 
SSRI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Citalopram

only true SSRI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Fluvoxamine

Sigma

CYP1A2

CYP2C19

CYP3A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aroxetine

Muscarinic cholinergic

Nitric oxide synthethase

CYP2D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Fluoxetine

Norepinephrine reuptake

Serotoni-2X

CYP2D6

CYP3A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ertraline

Dopamine reuptake

Norepinephrine reuptake

Sigma

(CYP2D6 at high dose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감정이 배뇨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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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인 적응증이 약간씩 다르다고 보고되고 있다 (41,47). 

현재까지 6종의 SSRI가 개발되었으나 (48,49) 이 약물들 중 

세로토닌 수용체에만 작용하는 순수한 SSRI는 citalopram이 

유일하다 (Table 2). 

  세로토닌 수용체의 분포와 역할이 뇌와 척수 부위에 따

라 다르고, 방광의 기능에 직접 향을 줄 수 있는 NE 재흡

수 억제와 항콜린작용에도 작용하기 때문에 순수한 SSRI가 

요저장증상의 장애에 더욱 효과적인지는 평가하기 어렵다. 

세로토닌과 NE의 재흡수를 동시에 억제시키는 duloxetine

은 횡문요도괄약근의 활성과 방광용적을 증가시키는 효과

가 있어 복압성요실금의 치료약물로 사용되고 있다. 이론

적으로는 세로토닌 감소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우울증과 

과민성방광에는 순수한 SSRI인 citalopram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Citalopram은 S형과 R형 거울상체의 복합물로 구성

되어 있다. 활성 S형 거울상체가 R형 거울상체보다는 강력

하게 세로토닌 재흡수를 억제하지만 혈중농도는 S형이 전

체 혈중 약물 농도의 24∼49% 정도로써 상대적으로 비활성 

R형 거울상체의 농도가 높다 (50). 최근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R형 거울상체를 배제한 S형 거울상체인 

escitalopram이 개발되어, 다른 SSRI에 비해 치료용량과 부

작용이 감소되었고 작용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며 노인에게

도 안전한 약물이다 (51,52). 

    4. 감정의 교뇌배뇨중추의 조절

  PMC 상부의 배뇨조절기전은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으나 

periaqueductal gray (PAG)는 배뇨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다. PAG의 내측부는 척수로부터 투사되고, 외측부는 PMC

로 투사되므로 방광의 신호가 PMC로 전달되기 전에 PAG

에서 조절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접한 뇌의 구조물이 

천수-PAG-PMC에 향을 줄 수 있다. 즉 척수의 외측세포

군을 통하여 방광충만에 대한 신호를 지속적으로 PAG에 

전달하고 PAG에서는 PMC로 투사되는 신경을 활성화시켜 

배뇨반사를 촉진시킬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Figure 2). 시

상하부와 preoptic area의 일부 신경은 직접 PMC에 향을 

줄 수 있으나 amygdala, bed nucleus of the stria terminalis, 

시상하부, orbital and medial prefrontal cortex로부터 신호는 

PAG를 경유하여 PMC의 배뇨에 대한 on off 스위치를 작동

시킨다 (53-55). 전술한 PAG에 향을 줄 수 있는 뇌구조물

은 변연계의 일부이거나 변연계와 접한 관계가 있으며 

배뇨행위가 적당한 상황인지를 뇌피질의 향을 받아 끊임

없이 판단하게 된다. 배뇨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방

광충만감이 PAG를 자극하더라도 뇌피질은 PAG의 조절을 

통해 PMC를 억제하여 소변을 참게 된다. 변연계는 대뇌피

질과 뇌간 사이에 위치하는 신경세포의 집단으로 생존에 

관계되는 감정작용에 관여한다. 변연계의 주된 구조물은 

스트레스, 우울증과 관련되어 가장 광범위하게 연구된 해

마 (hippocampus)와 감정 기억과 접한 관계가 있는 편도 

(amygdala)이다. 따라서 해부학적 신경회로의 관점에서 보

면 감정의 배뇨에 대한 향은 대뇌피질과 변연계의 PAG

를 통한 PMC의 조절이라 요약할 수 있다 (56-58). 그러나 

인간의 감정은 매우 복잡한 신경회로와 신경전달물질의 상

호작용으로 발생하므로 밝혀진 부분보다 밝혀져야 될 부분

이 더욱 많다.

  뇌척수액은 배뇨에 대해 억제성으로 작용하는 GABA가 

풍부하고, 교뇌상부의 대뇌를 제거한 (decerebration)한 고양

이에서 적은 방광용적으로도 쉽게 배뇨반사가 관찰되며, 

뇌혈관질환에서 빈뇨와 급박뇨가 흔히 동반되므로, 두뇌

(brain)는 총체적으로 배뇨반사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

한다고 생각된다 (16).

  방광에 대한 뇌와 척수의 조절은 주로 동물실험과 뇌병변

환자의 사례를 통해 연구되었다. 10여 년 전부터 배뇨에 관

계된 뇌의 해부적 부위에 따른 활성도의 변화를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rized tomography,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 같

Figure 2. Diagram of possible connections between various 

forebrain and brainstem structures involved in the influence of 

emotion over micturition. Many brain structures can influence the 

sacral cord-PAG-PMC micturiton system. From PMC, projections 

are sent to locus ceruleus, which is rich in norepinephrine (NE) and 

dorsal raphe nucleus, which is rich in serotonin (5-HT). PAG: 

periaqueductal gray, PMC: pontine micturi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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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능적 뇌 상을 통해 분석하려는 시도도 병행되고 있

고, 배뇨에 PMC 이하의 척수반사뿐만 아니라 뇌의 고위중

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혀졌다 (59). 방광내압검사와 

fMRI를 동시에 시행한 연구에서 정상인에서 방광충만 시 

orbitofrontal cortex부위가 활성화되었으나 급박요실금을 보

인 환자에서는 이 부위의 활성도가 저하되고 뇌의 다른 부

위가 활성화되었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보고되었다 (60). 뇌

구조물의 상대적인 활성도에 대한 기능적 연구에 대해 이

러한 뇌 상은 단지 전기화학적신호의 총합이고 신경망의 

상호연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동물실험 결과와 상호 보완하여 해석하면 감정과 

배뇨에 관계된 뇌기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

각한다. 

결      론

  심리적인 장애가 배뇨장애를 초래하는 일부질환의 발병

에 관여하고 하부요로증상의 호전과 악화에 향을 준다는 

보고들이 축적되면서 감정과 배뇨의 상관관계에 관심을 갖

게 되었고 스트레스, 우울 및 불안에 관계된 배뇨장애가 뚜

렷한 실체를 갖는 정신신체의학의 한 분야로 점차 인식되

고 있다.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뇌의 역과 배뇨를 조절하는 뇌의 

역이 해부학적으로 많은 부분이 중복되나, 더 많은 연구

가 필요한 분야이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방

광충만에 대한 신호는 지속적으로 PAG에 전달되고 PAG에

서는 PMC로 투사되는 신경을 활성화시켜 배뇨반사를 촉진 

시킬 것인지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결정은 감정의 중추인 

변연계를 포함한 뇌피질의 조절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모

든 신체질환이 심리적인 향을 받지만 특히 불안 및 우울

에 연관된 배뇨증상의 기전으로 CRF 및 세로토닌이 중요한 

조절자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CRF 길항제 및 SSRI의 임상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감정과 배뇨조절에 관여하는 공통

된 신경회로 및 신경전달물질에 대한 이해가 축적되어 이

를 목표로 한 치료법이 개발된다면 임상적으로 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증에 기인한 배뇨장애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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