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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is and Management of Interstitial Cystitis/ Painful Bladder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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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ch has changed in our understanding of the interstitial cystitis/painful bladder syndrome 
(IC/PBS) over time. The International Continence Society (ICS) prefers the term Painful Bladder 
Syndrome (PBS) defined as "the complaint of suprapubic pain related to bladder filling, 
accompanied by other symptoms such as increased daytime and night-time frequency, in the 
absence of proven urinary infection or other obvious pathology". Interstitial cystitis is a clinical 
diagnosis primarily based on symptoms of urgency/frequency and pain in the bladder and or 
pelvis. The pathogenesis of IC is still not completely understood, but it is likely multifactorial. The 
major etiologic theories include abnormality of the bladder urothelium, bladder mast cell 
activation, bladder inflammation, and altered bladder innervation. The sensitivity and specificity of 
urinary markers and the potassium sensitivity test have not been prospectively studied. 
Antiproliferative factor and Tamm-Horsfall protein are novel tests that may prove to be 
worthwhile pending future studies. Management includes patient education, dietary and lifestyle 
counseling, oral therapy, intravesical therapy, and surgery. Recently, the European Society for the 
Study of Interstitial Cystitis (ESSIC) proposed a new nomenclature and classification system. This 
article discusses recent data and outlines current concepts of IC/PBS. (J Korean Continence Soc 
2008;12:9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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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간질성방 염 (interstistial cystitis; IC)은 그동안 용어와 

정의, 진단기  등에서 많은 혼동과 변화가 있어왔다. 지

까지 많은 노력과 연구들이 있었지만 아직도 어느 것 하나 

명확히 규정된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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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ntinence Society (ICS)의 정의가 가장 리 

사용되고 있다. 방 통증후군 (painful bladder syndrome; 

PBS)은 방 의 충만과 연 된 상치골부의 통증성 불편감으

로 요로감염이나 다른 명백한 병인이 없어야하고, 주간  

야간 빈뇨를 호소하는 경우로 정의하며, 간질성방 염은 구

상화 병변 (glomerulation)과 Hurner 궤양과 같은 특징 인 

방 경 소견과 비만세포 군집의 조직학  소견을 가진 방

통증후군을 말한다 (1). 논리 으로는 간질성방 염은 방

벽의 심층부 에 어떤 형태의 염증을 동반해야 하며, 방

통증후군은 방 부 에 통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

한 용어에서 오는 혼동을 정리하고자 최근 European Society 

for the Study of Interstitial Cystitis (ESSIC)에서 새로운 용어

와 진단 기 , 그리고 분류를 제시하 다 (2). 

간질성방 염의 병인에 해서는 신경원성 염증과 비만

세포, 요상피의 기능장애, 자가면역 기 , 감염, 의 변

형 등이 주장되고 있으며, 재로서는 여러 인자들이 복합

으로 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3-8).

여기서는 ESSIC의 새로운 제안과 문헌고찰을 통하여 

간질성방 염/방 통증후군의 진단과 치료에 해 살펴보

고자 한다.

본      론

  1. 진단

간질성방 염은 1987년과 1988년에 National Institute of 

Arthritis, Diabetes, Digestive and Kidney Disease (NIDDK)에

서 진단기 을 제시하 으나 무 엄격한 기 으로 인해 

임상 으로 사용되기에는 많은 문제 이 두되었다 (9). 

한 로, 임상 으로 간질성방 염으로 진단된 269명의 환

자를 후향 으로 조사한 결과 60% 이상이 NIDDK 진단기

에 부합되지 않았다 (10). 따라서 간질성방 염은 다른 

질환이 배제되면 임상  증상만으로도 진단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러나 많은 의사들은 간질성방 염을 

진단하기 해서는 특징 인 방 경소견과 조직학 소견

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어느 범 까지를 

간질성방 염으로 야하는가에 한 진단기 이 불명확

한  상태는 계속 문제 으로 남아있다. 

최근 European Society for the Study of Interstitial Cystitis 

(ESSIC)는 bladder pain syndrome (BPS)이란 용어를 사용하

기로 하고, 박뇨나 빈뇨와 같은 배뇨증상이 어도 하나 

이상 동반하며 방 과 련된 만성 골반통증, 압박 는 

불편감이 있을 때 진단하는 것으로 규정하 다. 한 그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은 배제해야 한다. 

BPS와 혼동될 수 있는 질환들을 진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방법들과 함께 Table 1에 나열하 다. 이 게 다른 

질환들을 배제하고 BPS로 진단되면 수압확장술에 따른 

방 경검사 소견과 방 조직검사 소견에 따라 분류 한다 

(Table 2). 이러한 일련의 진단과정을 도식화 하면 Fig. 1

로 정리할 수 있다 (2).

간질성방 염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칼륨민감성검사 

(potassium sensitivity test)가 소개되었는데 Parsons 등 (11)

은 성방 염, 방사선방 염의 경우 100%의 환자가 칼륨

민감성검사에 반응을 보이며 배뇨근불안정 환자에서는 

25%, 간질성방 염의 경우는 75%가 반응을 보이지만 정

상인은 4% 정도만 반응을 보 다고 보고하 다. 하지만 

칼륨민감성검사는 특이도와 민감도에 한 논란이 많아 

권장되는 검사법은 아니다. 

최근엔 보다 쉽고 객 인 검사로서 생체표식자 는 

요 표식자들에 해 심이 매우 높으며 표 으로는 성

장인자  요 단백질의 두 종류로 압축된다. Antiproli- 

ferative factor (APF), heparin binding-epidermal growth factor 

(HB-EGF), epidermal growth factor, 그리고 IL-6에 한 연

구가 있었으며 특히 APF와 glycoprotein-51 (GP-51)에 간질

성방 염의 진단 표식자로 많은 의미를 두고 있다 (12). 

그 외에도 α-fetoprotein, Tamm-Horsfall protein (THP), 방

표면인자 (bladder surface factor)와 같은 단백질에 한 보

고들도 있다. 

간질성방 염도 립선비 증처럼 증상 수표로 환자의 

증상을 먼  확인하여 환자가 어느 정도의 통증을 가지고 

있으며 불편한 가를 객 화 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다. 재 

간질성방 염의 증상 설문지는 University of Wisconsin IC 

Scale, O'Leary-Sant IC Symptom Index and IC Problem 

Index 그리고 Pelvic Pain and Urgency/Frequency (PUF) 

Scale 등이 있으며 O'Leary-Sant symptom and problem index

가 주로 사용 된다 (13-15).

  2. 치료

간질성방 염에 한 치료법은 일반 으로 비특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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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fusable diseases for bladder pain syndrome
Confusable disease Excluded or diagnosed bya

Carcinom a and carcinom a in situ

Infection w ith
  Com m on intestinal bacteria
  Chlamydia trachomatis, Ureaplasma urealyticum
  Mycoplasma hominis, Mycoplasma genitalium
  Corynebacterium urealyticum, Candida species
  Mycobacterium tuberculosis
  H erpes sim plex and hum an papillom a virus
  Radiation
  Chem otherapy, including im m unotherapy w ith  

cyclophospham ide
  A nti-inflam m atory therapy w ith tiaprofenic acid
  Bladder-neck obstruction and neurogenic outlet obstruction
  Bladder stone
  Low er ureteric stone

U rethral diverticulum
U rogenital prolapse
Endom etriosis
Vaginal candidiasis
Cervical, uterine, and ovarian cancer
Incom plete bladder em ptying (retention)
O veractive bladder
Prostate cancer
Benign prostatic obstruction
Chronic bacterial prostatitis
Chronic non-bacterial prostatitis
Pudendal nerve entrapm ent

Pelvic floor m uscle-related pain

Cystoscopy and biopsy

Routine bacterial culture
Special cultures

D ipstick; if "sterile" pyuria culture for M. tuberculosis
Physical exam ination
M edical history
M edical history
M edical history
U roflow m etry and ultrasound
Im aging or cystoscopy
M edical history and/or hem aturia: upper urinary tract
im aging such CT or IVP
M edical history and physical exam ination
M edical history and physical exam ination
M edical history and physical exam ination
M edical history and physical exam ination
Physical exam ination
Postvoid residual urine volum e m easured by ultrasound  
scanning
M edical history and urodynam ics
Physical exam ination and PSA
U roflow m etry and pressure-flow  studies
M edical history, physical exam ination, cultrue
M edical history, physical exam ination, cultrue
M edical history, physical exam ination, nerve block m ay  
prove diagnosis
M edical history, physical exam ination

CT=com pute tom ography; IV P=intravenous pyelogram ; PSA =prostate-specific antigen.
a The diagnosis of a confusable disease does not necessarily exclude a diagnosis of BPS.

Table 2. European Society for the Study of Interstitial Cystitis classification system
Cystoscopy w ith hydrodistention

N ot done N orm al G lom erulationsa H unner's lesionb

 Biopsy
   N ot done XX 1X 2X 3X
   N orm al XA 1A 2A 3A
   Inconclusive XB 1B 2B 3B
   Positivec XC 1C 2C 3C
 a Cystoscopy: glom erulations grade 2-3.
 b W ith or w ithout glom erulations.
 c H istology show ing inflam m atory infiltrates and/or detrusor m astocytosis and/or
   granulation tissue and/or intrafascicular fib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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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 SELECTION
patient with chronic pelvic pain, pressure or discomfort perceived to be related to the urinary bladder accompanied by at least 

one other urinary symptom such as persistent urge to void or frequency


EXCLUSION OF CONFUSABLE DISEASES

medical history, physical examination, urinanalysis, urine cultures, PSA in males ＞ 40 yrs, uroflowmetry, post-void residual 
urine volume by ultrasound scanning, cystoscopy and biopsy


CLASSIFICATION OF BPS

cystoscopy with hydrodistention1 and biopsy if indicated

Symbol 1: cystoscopy findings

X: not done
1: normal
2: glomerulation grade II or III
3: Hunner's lesion (with or without glomerulations)

Symbol 2: biopsy findings

X: not done
A: normal
B: inconclusive
C: inflammatory infiltrates, granulation tissue, detrusor 
mastocytosis or intrafascicular fibrosis

1 in the same session as the cystoscopy above if possible

Fig.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proposed approach for the diagnosis of bladder pain syndrome (BPS)

Table 3. Level of evidence and grade of recommendation

 Level Type of ev id ence
 1a
 1b
 2a
 2b
 3
 4

M eta-analysis of random ized trials
A t least one random ized  trial
O ne w ell-designed controlled  stud y  w ithout random ization
O ne other type or w ell-designed quasi-experim ental stud y
N on-experim ental stud y  (com parative study, correlation study, case reports)
Expert com m ittee, expert opinion

 Grade N ature of recom m endation based on
 A
 B
 C

Clinical studies of good quality and consistency including at least one random ized trial
W ell-conducted clinical studies w ithout random ized  trials
A bsence of directly applicable clinical stud ies of good quality

며 경험 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증상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고 하겠다. 일단 간질성방 염으로 진단되면 다음 단

계로 질환에 해 이해를 시키고 교육을 통해 먼  환자

를 안심시키는 것이 요하다. 질병 진행의 증거가 없으면 

치료는 증상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한다 (16). 환자들  

일부는 수주 혹은 수개월 내에 자연 으로 호 되고 완치

되기도 한다 (17). 환자들은 간질성방 염이 비진행 이고 

비악성 질환임을 알아야하며,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음을 

인식해야한다. 자립 략, 자연치유 그리고 보존  는 수

술  치료 등에 한 정보는 환자들로 하여  자신의 치

료방향에 따른 조 과 선택이 많음을 인식하게 할 수 있

다. 한 간질성방 염은 방 막의 방어막, 감각신경, 

비만세포의 기능 등의 변화가 유기 으로 이루어져 발생

하므로 이 세 부분에 한 치료  근도 시도할 수 있다. 

재 간질성방 염/방 통증후군의 치료는 행동요법에

서부터 약물치료, 방  내 약물주입요법, 수술  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Fall 등 (18)은 2003

년부터 2007년까지의 논문을 조사하여 간질성방 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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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 Peroral m edical treatm ent of BPS/IC

Type of 
evidence

N ature of 
recom m endation Com m ent 

A nalgesics
Corticosteroids
H ydroxyzine
Cim etidine
A m itriptyline
PPS

A ntibiotics
Prostaglandins
L-A rginine
Cyclosporin A
Duloxetine
O xybutynin/tolterodine
G abapentin
Suplatast tosylate
Q uercetin

2b
3

1b
1b
1b
1a

1b
3

1b
1b
2b
3
3
3
3

C
C
A
B
A
A

C
C
C
A
C
C
C
C
C

Indications lim ited to cases aw aiting further treatm ent
Corticoids not recom m ended as long-term  treatm ent
Standard treatm ent but lim ited efficacy in RCTs
Insufficient data
Standard treatm ent
Standard treatm ent
D ata contradictory
Lim ited role in the treatm ent of BPS/IC
Insufficient data on BPS/IC, adverse effects
Effect in BPS/IC uncertain
RCT: superior to PPS but m ore adverse effects
N o effect, tolerability poor
Lim ited indication in BPS/IC
Prelim inary data so far
Prelim inary data so far
Prelim inary data so far

BPS/IC=bladder pain syndrom e/interstitial cystitis; RCT=random ised controlled trial; PPS=Pentosan polysulfate  
sodium .

Table 5. Intravesical, interventional, alternative, and surgical treatment of interstitial cystitis

Type of 
evidence

N ature of 
recom m endation Com m ent

Intravesical anaesthetics
Intravesical PPS
Intravesical heparin
Intravesical hyaluronic acid
Intravesical chondroitin sulfate
Intravesical D M SO
Intravesical bacillus C alm ette-G uérin
Intravesical Clorpactin
Intravesical vanilloids
Bladder distention
Electrom otive drug adm inistration
Transurethral resection coagulation and laser
N erve blockades/epidural pain pum ps
Sacral neurom odulation
Bladder training
M anual and physical therapy
D iet
A cupuncture
H ypnosis
Psychological therapy
Reconstructive surgical treatm ent

3
1b
3

2b
2b
1b
1b
3

1b
3
3

na
3
3
3
3
3
3

3
na

C
A
C
B
B
A

N ot recom m ended
N ot recom m ended

C
C
B

A /B
C
B
B
B
C
C

N o data
B
A

O bsolete
D ata contradictory

H unner lesions only
For crisis intervention, effect on pain only
N ot recom m ended beyond clinical trials
Patients w ithout pain

D ata contradictory

Largely varying data U ltim a ratio, experienced  
surgeons

PPS=pentosan polysulfate sodium ; D M SO =dim ethyl sulfoxide; na=type of evidence not applicable because random ised controlled  
trials are unethical in such surgical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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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Interstitial cystitis association dietary recommendations Foods to Avoid (WWW.ICHELP.ORG)

M ilk/ Dairy  Prod ucts
   aged cheeses, sour cream , yogurt and chocolate
Vegetables
   fava beans, lim a beans, onions, tofu, soy beans &  soy-based products, and tom atoes
Fruits
   apples, apricots, avocados, bananas, cantaloupes, citrus fruits, cranberries, grapes,
   nectarines, peaches, pineapples, plum s, pom egranates, rhubarb, straw berries and
   juices m ade from  these fruits
C arbohydrates and  Grains
   rye and sourdough bread
M eats and Fish
   aged, canned, cured, processed or sm oked m eats and fish, anchovies, caviar,
   chicken livers, corned beef, and m eats that contain nitrates or nitrites
N uts
   m ost nuts
Beverages
   alcoholic beverages (including beer and w ine); carbonated drinks such as sodas;
   coffee or tea and fruit juices, especially citrus or cranberry juice
Seasonings
   m ayonnaise, ketchup, m ustard, salsa, spicy foods (especially such ethnic foods as
   Chinese, Indian, M exican and Thai), soy sauce, m iso, other soy-based condim ents,
   salad dressing and vinegar, including balsam ic and flavored vinegars
Preservatives and A d ditives
   benzol alcohol, citric acid, m onosodium  glutam ate (M SG ), artificial sw eeteners such
   as aspartam e (N utrasw eet) and saccharine, foods containing preservatives and
   artificial ingredients and colors
M iscellaneous
   tobacco, caffeine, diet pills, junk foods, recreational drugs, cold and allergy m edications
   containing ephedrine or pseudoephedrine, and certain vitam ins

통증후군의 치료제와 방법들에 해 Oxford Scale (Table 

3)로 증거의 수  (level of evidence)과 권고의 등  (grade 

of recommendation)을 정리하 다 (Table 4) (Table 5).

  1) 행동요법

배뇨일지는 환자와 임상의 모두에게 증상의 증도를 

객 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정보  방  재교육의 기

를 제공한다 (19). 방 훈련은 배뇨량의 증가와 빈뇨증상

의 완화를 보인다. 그러나 지속 인 방  충만감은 여 히 

문제가 될 수 있으며 (20), 빈뇨보다 통증을 주로 호소하

는 환자들은 방 훈련 단독만으로는 순응도가 떨어진다.

  2) 물리치료

골반  물리치료는 기능성 골반-회음부 증후군을 치료

하는 한 분야로 고려되나 (21) 간질성방 염에서의 효과를 

나타내는 무작  조 연구는 없다. 바이오피드백과 연부

조직 마사지는 골반 의 근육이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2). 직  근막 이완법,  운동과 가정 운동 로그램, 

경질 Theile 마사지와 근 도 바이오피드백 등과 같은 다

양한 방법으로 성공률을 보고한 소규모의 비 조군 연구

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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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Intravesical therapy for interstitial cystitis

A gent proposed  m echanism  of action Initial regim en
H ydrodistention Ischem ia to subm ucosal bladder plexus

W idespread m ast cell content exhaustion
M axim um  cystom etric capacity,
  80cm H 2O  for 8 m inutes

DM SO A nti-inflam m ation
D esensitization of afferent pathw ays
Blockade of afferent pathw ays

Every 1 to 2 w eeks, four to eight
  total instillations

BCG Im m une m odulation W eekly instillations for 6 w eeks
H yaluronic acid G A G  replacem ent

Free redical scavening
Im m une m odulation

W eekly instillations for 4 to 6
  w eeks

Resiniferatoxin D esensitization of bladder afferents Single treatm ent
M ultiagent A dditive effect of individual agents

Synergism
W eekly for 6 w eeks

Table 7. Oral therapy for interstitial cystitis

A gent Proposed m echanism  of action Dosage
Pentosan polysulfate G A G  replacem ent 100m g three tim es a day O R 200m g tw ice

  a day
U p to 300m g three tim es a day

H ydroxyzine Inhibition of m ast cell release
A nticholinergic activity
Sedation

10m g at bedtim e
U p to 75m g per day

A m itriptyline A nticholinergic activity
Sedation
Inhibition of serotonin and
  noradrenaline reuptake

10m g at bedtim e
U p to 75m g per day

G abapentin U nknow n 100m g at bedtim e
U p to 3600m g per day in divided doses

N arcotics(oxycodone) Central analgesia 5 to 10m g every 4 hours PRN  (im m ediate
  release) 10m g tw ice a day (long-acting)
A dditional dosing as per pain specialist

  3) 음식조

간질성방 염 환자의 다수는 특정음식과 음료 섭취로 

증상이 악화된다 (23). 부분은 산성음료, 커피, 매운 음

식, 알코올음료 등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환자마다 증상을 

유발하는 음식이 다르므로 모든 환자에서 이들 음식을 

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피해야할 음식 종류에 

한 임상 조연구도 없는 실정이다. Interstitial Cystitis 

Association (ICA)에서 권고하는 피해야 할 음식들을 Table 

6에 나열하 다. 

  4) 방  수압확장술 (bladder hydrodistention)

간질성방 염의 최  치료로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수압을 이용하여 방 을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일시 으로 

증상이 호 될 수 있지만 구 인 것은 아니며 반복시술

이 필요할 수도 있다. Hanno와 Wein (24)은 8분 동안 

80cmH2O의 수압으로 방 확장을 시행하여 방 용 이 큰 

군에서는 12%, 방 용 이 은 군에서는 26%에서 효과



김영호

106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지

가 있었다고 하 다. 그러나 6개월 이상 증상호 이 지속

되지는 않았다. 방 확장을 시행한 후에 소변 내 

antiproliferative factor (APF)와 heparin-binding epidermal 

growth factor가 정상화되었다는 보고도 있으나 증상이 호

되는 기 은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 (25). 최근 방  수

압확장술을 시행한 185명의 환자를 후향 으로 조사한 보

고에 의하면 시술 후 객 인 지표나 환자의 증상에 의

미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아 방  수압확장술은 진단 인 

의미는 있지만 치료  역할은 제한 이라 하 다 (26).

  5) 약물치료 (Table 7)

(1) Pentosan polysulfate sodium (PPS)

헤 린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방 막을 덮

고 있는 액다당류의 합성제제로써 투여 시 방 막층

을 보호하여 소변 내에 존재하는 독성 물질로부터 방

막을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Parsons 등 (27)은 148명의 간

질성방 염 환자를 상으로 PPS에 한 이 맹검 약-

조군 연구를 시행하여 약군의 16%에 비해 32%의 호

을 보 으며 통증의 감소도 약군의 18%에 비해 PPS

로 치료한 군에서는 38%의 성 을 보고하 다. 최근 

Nickel 등 (28)은 380명의 환자를 상으로 PPS 용량을 증

가시켜 치료한 결과 용량에 따른 치료반응엔 차이가 없었

으며 투여 기간에 따라서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 용량보

다는 투여 기간이 요하다고 보고하 다. 

(2) Amitriptyline

추  말 의 항콜린작용과 신경 말단부에서 세로토

닌과 노르아드 날린의 재흡수를 억제하며, 추에서 항히

스타민작용에 의한 진정효과를 나타낸다. 삼환계항우울제

인 amitriptyline은 취침 시에 25mg으로 투여하기 시작하여 

차 증가하여 100mg까지 증량시킨다. van Ophoven 등 

(29)은 50명의 간질성방 염 환자에서 amitriptyline에 한 

이 맹검 약- 조군 연구를 시행하여 4개월 후 만족도

가 약군의 4%에 비해 amitriptyline으로 치료한 군에서는 

63%의 성 을 보고하 다. 그 이후에 20개월의 장기간 성

을 보고하 는데 평균 사용 약물용량은 55mg이었고, 

64%의 반응률을 보 다 (30).

(3) 항히스타민제 (antihistamines)

비만세포는 간질성방 염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

로 생각되고 있다. 항히스타민제는 비만세포의 탈과립 

(degranulation) 시 분비되는 히스타민 등의 통각물질을 억

제함으로서 증상의 호 을 기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체로

의 흡수율이 낮아 치료효과는 미약한 편이다. Theoharides 

등 (31)은 H1-항히스타민제인 hydroxyzine으로 간질성방

염 환자를 치료한 결과 40%에서 증상의 호 을 보 으며 

이 환자들  55%가 알러지 과거력이 있었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향 , 무작 , 약- 조군 연구에서는 의미

있는 효과를 보이지 못하 다 (32). Seshadri 등 (33)은 9명

의 간질성방 염 환자를 상으로 한 달간 cimetidine으로 

치료하여 6명 (66%)에서 증상이 호 되었다고 보고하 다.

(4) Cyclosporine

면역억제제로서 T-세포의 활동과 cytokine의 분비를 억제

한다. Forsell 등 (34)은 cyclosporine으로 간질성방 염 환자 

11명  10명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 으나 치료를 

단하면 증상이 재발되었다. 최근 cyclosporine과 PPS를 비

교한 무작  연구에선 6개월 치료 후 반응률이 cyclosporine 

치료군에서 75%로 PPS (19%)보다 효과 이라고 보고하

다. 그러나 부작용은 cyclosporine 군에서 많았다 (35).

(5) 진통제

장기간의 한 통증치료는 간질성방 염과 같은 만성

통증성 질환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신경병증성 통증

에 사용하는 항우울제, 항 간제, 마약성진통제 등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아세토아미노펜, 아스피린 그리고 비스테로

이드항염증제 등도 효과 이다. Sasaki 등과 Hansen은 항

간제인 Gabapentin의 효과를 보고하기도 하 다 (36,37).

(6) Misoprostol

경구 로스타 란딘 유사물질로 Kelly 등 (38)은 9개월

에 48%의 환자에서 증상개선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 다.

(7) Nifedipine

칼슘통로차단제로서 평활근의 수축과 세포매개면역을 억

제한다. Fleischmann 등 (39)은 10명의 환자  5명에서 4개

월 내에 50% 이상의 증상 수가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



간질성방광염/방광통증후군의 진단과 치료 

Vol. 12, No. 2, 2008 107

(8) L-arginine

소변 내 NO (Nitric Oxide)가 감소되어 있고 방  내강

의 NO는 증가되어 있다는 것이 보고된 후 NO 공여체인 

L-arginine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효

과가 있다고 밝 지지는 않았다.

(9) Montelukast

Leukotriene D receptor antagonist로 천식치료제로 알러지

와 염증반응에 여하기 때문에 간질성방 염에 이용될 

수 있다. Bouchelouche 등 (40)은 10명의 간질성방 염 환

자에서 3개월간 매일 투여하여 유의한 증상감소의 효과를 

보고하 다.

(10) Suplatast tosilate

Cytokine의 생성을 억제하는 새로운 면역조 제로 간질

성방 염 환자에서도 그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41).

  6) 방  내 주입요법 (Table 8)

방  내 주입요법은 방  내에 고농도를 유지하면서 

신  부작용을 일 수 있다. 그러나 도뇨  삽입이 필요

하며 그로 인한 통증과 감염의 험이 있고 치료비 상승

의 부정 인 면도 있다.

(1) Dimethyl sulfoxide (DMSO)

하부요로의 구심성 통각 신경로의 탈민감, 항염증작용, 

진통작용, 근이완작용  콜라겐 용해 등의 다양한 약리학

 기 을 가지고 있어 간질성방 염의 치료에 유용하다 

(42). DMSO는 1-2주 간격으로 4-8회 치료하며 방  내 주

입한 후 15-20분 뒤에 배뇨시키는 방법이 리 사용되고 

있다. 50-80%의 증상호 이 보고되나 이  35-40%에서는 

재발을 한다. Rössberger 등 (43)은 28명의 환자를 상으

로 최소 6회의 DMSO 치료를 한 결과 16-72개월까지 효과

가 지속되었으며 부작용도 흔하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 

DMSO 단독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엔 hydrocortisone, 

heparin 그리고 sodium bicarbonate와 병합치료를 할 수 있

으나 그 효과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2) Bacillus Calmette-Guérin (BCG)

BCG는 국소 인 면역반응 조 , 즉 type1 T-조력세포의 

자극을 통해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Peters 등 

(44)은 BCG를 총 6주 동안 매주 주입한 후 평균 8개월의 

추 찰에서 약군의 27%에 비하여 60%의 환자에서 호

이 있었다고 보고하 으며, 장기간 추 찰 결과 89%

의 환자가 부작용 없이 지속 인 증상 개선의 효과가 유

지되었다고 하 다. 그러나 이 후에 발표된 보고들에서는 

BCG의 효과가 18% 정도로 낮으며 지속기간도 약군과 

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재로서는 부정 이라 할 

수 있다 (45-48). 

(3) Hyaluronic acid

Hyaluronic acid는 비황산화 액다당류로서 GAG의 성

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막 하 결체조직에 풍부하게 존재

한다. 간질성방 염 환자에서 hyaluronic acid의 작용기 은 

hyaluronate의 보충, 자유라디칼 제거, 면역반응조  등이 

알려져 있다.

Morales 등 (49)은 기존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간질성방

염 환자 25명에서 4주 동안 매주 hyaluronic acid를 방  내

로 주입한 결과, 12주째에 71%의 환자에서 반응이 찰되었

다고 보고하 으며, Porru 등 (50)은 hyaluronic acid 6주 치료

에서 10명의 환자  30%의 환자가 치료에 반응을 보 다고 

하 다. Riedl 등 (51)은 126명의 환자를 상으로 hyaluronic 

acid를 환자의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 방  내에 주입한 결과, 

103명 (85%)에서 증상호 을 보 고, 67명 (55%)은 증상이 

거의 사라졌으며 부작용은 없었다고 하 다.

(4) Resiniferatoxin (RTX)

RTX는 vanilloid receptor agonist로 감각신경말단부에서 

신경 달물질인 substance P, 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CGRP) 등을 분비하여 방  내 감각신경을 탈감작시켜서 

통증감각을 마비시키는 작용을 한다. Lazzeri 등 (52)은 18

명의 환자를 상으로 무작  약- 조군 연구에서 RTX

를 방  내 주입한 군에서 치료 한 달 뒤에 빈뇨가 12.4회

에서 7.1회로, 야간뇨는 3.7회에서 1.7회로 감소하 으며, 

통증정도도 약군에 비해 의미 있게 감소하 다고 보고

하 다. 그러나 Payne 등 (53)의 보고에선 용량에 따른 차

이는 있으나 반 인 호 은 보이지 않았다.

(5) Heparin

Parsons 등 (54)은 48명의 간질성방 염 환자를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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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3개월 동안 일주일에 3회씩 heparin을 방  내에 주입

하여 56%의 환자에서 증상개선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하면서 heparin이 방 막을 보호하는데 효과 이라고 하

다.

(6) Chondroitin sulfate

Steinhoff (55)는 18명의 환자를 상으로 4주간은 주 1

회, 그리고 12개월간 월 1회 40ml를 방  내에 주입하여 

13명을 추 찰 한 결과 46,2% (6명/13명)에서 좋은 반응

을 보 으며, 30.8% (4명/13명)에서 부분 반응을 보 다고 

보고하 다.

(7) Liposomes

방 막의 방어막효과를 해 liposome의 방  내 주

입을 시도할 수 있다. Fraser 등 (56)은 쥐 모델에서 방  

내 liposome 주입으로 방 의 과활동성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 으며 간질성방 염 환자의 새로운 치료법이 될 

것이라고 하 다. 

  7) Multimodality therapy

간질성방 염은 여러 원인 인자들이 복합 으로 여하

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복합치료로 서로 다른 약물들에 의

한 추가효과와 상승작용에 한 가능성을 기 할 수 있다. 

Wammack 등 (57)은 37명의 환자를 상으로 삼환계 항우

울제인 doxepine (75mg)과 COX 억제제인 piroxicam (40mg)

을 함께 투여하여 5명은 부작용으로 치료를 단하 으나 

나머지 환자의 81%에서는 증상이 완 소실 되었고 19%에

서는 증상이 의미 있게 호 되었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무작 , 약- 조군 연구가 아니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Leppilahti 등 (58)은 진단  방  수압확장술 후에 4주간 매

주 hyaluronic acid 방 주입을 하여 환자 부분에서 증상

의 호 이 있었다고 보고하 다. Ghoniem 등 (59)은 단일 

약제의 방  내 주입술로 반응이 없었던 간질성방 염 환

자 25명을 상으로 DMSO, methylprednisolone 그리고 

heparin sulfate의 복합치료를 매주 6주간 시행하여 92%에서 

평균 8.1개월의 증상완화가 있었다고 보고하 다. Whitmore 

등 (60)은 gentamicin, heparin, bupivacaine, sodium bicarbonate 

그리고 hydrocortisone의 칵테일요법을 시행하기도 하 다. 

Davis 등 (61)은 PPS를 경구투여와 방  내 투여를 동시에 

시행한 군이 경구투여만 한 군보다 성 이 좋았다고 하

으며, 그 외에도 보툴리 스독소 배뇨근 주사와 방  수압

확장술 (62), 방  수압확장술과 방  내 hyaluronic acid 주

입술 (63) 등의 복합치료가 보고되고 있다.

  8) Botulinum-A Toxin

보툴리 스독소는 신경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선택 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보툴리 스독

소의 배뇨근 주사는 배뇨근과반사를 효과 으로 차단하고, 

배뇨근 약근 기능부조  배뇨근 활동성에서의 외요도

약근 주사는 요도의 활동성을 하하여 임상에 용되

고 있다 (64). 쥐 모델에서 보툴리눔이 dorsal root ganglia

로부터 substance P의 분비를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간질성방 염에 한 시도가 진행 이다. Giannantoni 등 

(65)은 보툴리 스독소의 배뇨근 주사 후 1년의 성 을 보

고하 는데 3개월까지는 통증과 빈뇨 등의 증상이 의미있

는 호 을 보 으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효과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유 자 치료 (gene therapy)

방 의 통증을 억제하는 목 으로 방 의 말  신경에 

통증 억제작용이 있는 유 자를 주입하는 치료가 연구되

고 있다. Preproenkephalin (PPE)은 방 의 통증을 완화시키

는 것으로 알려진 enkephalin opioid의 구물질로서 방

의 말 신경까지 PPE를 달시키고자 하는 유  치료법

으로 Herpes simplex virus-preproenkephalin (HSV-PPE)를 방

에 주사하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66).

  10) 천수신경조 술 (sacral neuromodulation)

천수신경을 자극함으로써 불안정한 신경반사를 억제하

고 정상 인 배뇨로 되돌릴 수 있다고 보고됨에 따라 

박뇨, 특발성 만성요폐, 골반통, 간질성방 염에서도 그 

시행이 확 되고 있다. 천수신경조 술은 일시  자극 즉, 

경피  제 3, 혹은 제 4 천수신경근을 자극한 후 반응이 

있는 자에게 구이식을 하는 두 단계로 구성된다.

 Fall과 Lindstrom (67)은 간질성방 염 환자에서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을 시행하여 궤양



간질성방광염/방광통증후군의 진단과 치료 

Vol. 12, No. 2, 2008 109

이 동반된 군에서는 54%, 동반되지 않은 군에서는 26%에

서 증상의 호 이 있었다고 보고하 다. Maher 등 (68)은 

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15명의 간질성방 염 환자

에서 7-10일간 percutaneous sacral nerve stimulation을 시행

하여 평균 배뇨량은 90ml에서 143ml로 증가하 으며 빈뇨 

 야간뇨는 20회에서 11회, 6회에서 2회로 감소하 으며 

상환자의 73%가 구  신경조 기를 삽입하 다. 

Comiter (69)는 구  천수신경조 기 (InterStim)를 삽입

한 17명의 간질성방 염 환자에 한 향  연구에서 평

균 14개월의 추  조사 결과 빈뇨와 야간뇨가 각각 17.1회

에서 8.7회, 4.5회에서 1.1회로 감소하 으며 평균 배뇨량

도 111ml에서 264ml로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Peters와 

Konstandt (70)는 구  천수신경조 기를 이식받은 21명

의 간질성방 염 환자들을 보고하며, 20명은 15개월에 

등도 혹은 목할 만한 증상개선을 보 으며 진정제의 사

용양도 1/3로 감소하 다고 하 다. 최근의 두 보고에서도 

천수신경조 술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71,72). 그러나 

천수신경조 술은 간질성방 염에 있어서 신뢰할 만한 치

료법이지만, 장기간의 추 찰, 부작용 그리고 재수술의 

빈도 등에 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11) 수술  치료

수술  선택은 보존  치료가 실패한 경우에 고려해 볼 

수 있다. 배뇨곤란, 지속 인 통증의 가능성  수술의 반

복 가능성과 같은 수술  재술의 결과에 해서 논의되

어야 한다. 

간질성방 염의 수술  치료에서 궤양소작술 는 제

술, 부분방 제술, 방 성형술 (cystoplasty), 방 삼각부 

상부 는 하부 방 제술 (supratrigonal or subtrigonal 

cystectomy), 방 제술  비실 형 (cystectomy with 

continent pouch) 요로 환술 등이 포함된다. 

방  내 궤양의 경요도 제술이나 기나 이 소작

법으로 동통을 조 할 수 있다. Peeker 등 (73)은 Hunner 

궤양이 있는 103명의 환자를 상으로 경요도 제술을 

시행한 결과 92명에서 증상이 개선되었으며, 40%는 3년 

이상 증상호 이 지속되었다고 보고하 다. Neodymium: 

yttrium-aluminum-garnet (Nd:YAG) 이 를 이용한 연구에

서도 의미있는 증상의 개선이 보 다 (74). 그러나 Hunner 

궤양이 발견되는 환자가 많지 않고 이  치료 시 장천

공의 험이 있어 제한 으로 사용되고 있다 (75). 

방 박리술 (cystolysis) 혹은 말  탈신경수술과 교감/부

교감 탈신경술은 모두 장기 으로 증상이 재발할 뿐만 아

니라 배뇨장애를 래할 수 있어 간질성방 염에 해서

는 응증이 되지 않는다 (76,77). 

방 확 술 는 방 성형술은 수년 동안 불응성 간질

성방 염에서 시행되어 왔다. 회장방 성형술의 최  보고

는 매우 좋은 결과를 보 으나 이후의 보고들의 성공률은 

25-100%로 다양한 결과를 보 다 (78,79). 방 삼각부 하

부 방 제술은 방 삼각부 상부 방 제술에 비해 이

득이 없었으며, 문합부의 출, 착, 역류 등으로 방 요

 재문합술이 요구되거나 자가도뇨가 필요할 정도의 배

뇨장애를 래할 수도 있다 (80). 방 제술과 요도 제

술은 단순 혹은 비실 형 요로 환술로 다른 모든 치료에 

반응하지 않을 때 최후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81). 

Lotenfoe (82)는 방 제술이나 요도 제술을 시행한 22

명의 불응성 간질성방 염 환자를 분석한 결과 마취 하 

방 용 이 400ml 미만이거나 고령에서 수술결과가 좋았

다고 보고하 다.

결      론

재 간질성방 염/방 통증후군에 해서 확실한 것은 

거의 없으며, 진단에 있어서도 방  불편감 혹은 통증, 빈

뇨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모든 원인질환을 배제하는 

것이 요하다. 정 검사로 배뇨일지, 미경  요검사  

요배양검사, 방 경검사가 포함된다. 응증이 된다면 요

세포검사, 요역동학검사, 방사선학  검사, 방  조직검사 

혹은 복강경 검사 한 요구될 수 있다. 새로운 간질성방

염 진단 표식자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증상설문지는 후를 추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원인

은 다요인성으로 요상피 기능장애와 신경원성 염증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기 이 주장되고 

있다. 이환율은 미국 여성인구의 0.5%로 개인의 삶에 미

치는 향은 다른 많은 만성통증질환과 비슷하다. 치료는 

질환을 이해하는 것부터 자활치료, 경구제 투여, 방  내 

약물투여 그리고 수술  치료 등이 있다. 근거 심 치료

로는 무작 연구에 기 한 amitryptyline, hydroxyzine, 

ElmironⓇ, cyclosporine A, 방  내 DMSO 주입법, 그리고 

방  내 궤양의 경요도 제술이나 기나 이 소작법 

등이 있다. 그러나 진통제, 소염제, 기  자극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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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기타의 경구 는 방  내 약물치료, 심지어 수

술 등을 포함한 많은 치료법들이 리 시행되며, 특히 천

수신경조 술과 방  내 보툴리 스독소 주입과 같은 새

로운 치료법을 포함하는 치료의 가능성은 확 되고 있다. 

이러한 치료법에 한 엄격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 간질

성방 염/방 통증후군 환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와 치

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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