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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의대

이 동 환

2004년 9월 이태리 로마에서는 Multinational Interstitial Cystitis Association(MICA)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이 모임에서는 그동안 여러 나라에서 개최되어 부분 으로 이루어진 consensus를 다시 

정리하고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달라진 부분들에 한 논의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IC환우회가 결성

되어 그들도 학회에 참여하고 연자들에게 극 으로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여기서는 이 

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1st international consultation on IC Japan(ICICJ) 

－ 2003년 3월 일본에서 개최된 이 모임에서는 IC 진단기 , 임상 시험, 신약개발, 진단 proctocol

에 한 범 한 토의가 있었으며, 그 결과 8가지의 권고안을 마련하 다.

   (1) 명백한 pathologic condition 없이 pelvic pain, urgency, frequency를 호소할 땐 IC의 가능성

을 고려해 보자. 한 IC라는 용어만을 단독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IC/CPPS를 병행하여 사용하

도록 하자. (2). 증상이 severe하고 progressive한 경우에는 일단 다른 질환을 먼  생각해 보자. 

IC의 진단에서 pelvic pain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는 좀 더 연구되어야 한다. (3). bladder 

biopsy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4). cystoscopy는 진단  가치가 충분히 있다. (5). urodynamic 

study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OAB와의 감별을 해서는 도움이 된다. (6). 증상 설문지

는 IC의 진단과 증상의 정량에 도움이 된다. (7). APF(antiproliferative factor)는 진단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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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가격이 비싸 실용화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8). IC환자  40~80%에서 irritable 

bowel syndrome 이나 기타 알러지 질환과 련이 있다. 따라서 아직 기 은 불분명하지만 알러

지에 한 치료가 IC 증상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2. European Copenhagen Workshop on IC

－ 같은 해 5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모임에서는 ICS에서 정의하고 있는 painful bladder 

syndrome(PBS)이 결국 IC와 유사하다고 하며, 더 확인이 될 때 까지는 PBS/IC라는 용어를 사

용하자고 하 고, 진단에 있어서 반드시 cystoscopic exam.과 조직학 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

다. symptom과 pain을 grading하기 해 O'Leary‘s questionnaire와 Visual Analogue Score 

(VAS), voiding diary 등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에서 filling 

cystometry를 시행하도록 하고 modified KCl test는 optional한 방법으로 남겨 두었으며 detrusor 

muscle을 포함한 bladder biopsy는 inflammation, fibrosis, mast cell 등을 찰하기 해 반드시 

시행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검사에서 정상이며 다른 진단을 내릴 수 없을 경우 

PBS/IC 라는 용어를 사용하자고 하 다. 

3. Report on the 2003 NIDDK Research Symposium

－ 그동안 IC의 진단기 을 마련하기 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 왔으나 그 결과는 기 에 미치지 

못하 다. 따라서 Gillenwater등이 1988년 NIDDK IC diagnostic criteria를 발표하 으나, 이는 

진단의 폭이 무 좁고 exclusion cirteria가 무 많아 실제 환자가 많이 락됨으로서 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Christopher Payne, 2003)고 평가하 다. 진단에 있어서도 

NIDDK 기 이 발표된 이후 15년간 뚜렷한 진 이 없었으나 최근 새로운 biomarker로 등장한 

antiproliferative factor(APF)가 미래의 IC 진단에 사용될 것임을 시사하 다.

4. Basic study- IC patient questionnaire:What helped you? What harmed you?

－ 독일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348명의 등록된 IC환자를 치료한 의사들을 상으로 설문지를 통

해 환자들의 증상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과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들을 확인하 다. 이들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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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나이는 57세, 유병기간은 13년이었고 IC로 진단받기까지의 기간은 8년이었다. 환자의 91%

에서 frequency, urgency, pain 등을 호소하 고 9%에서는 pain은 거의 없었다. 한 89%는 방

용 이 100 ml 이하이었다. 이들이 설문지를 통해 알 수 있었던 효과 인 10가지 치료법은 

regular bowel movement, enough drink, rest, warm climate, low acid food, Elmiron, relax, 

fitness, comfortable clothes, amitriptylin 등 이었고, 증상을 악화시킨 것들에는 bladder distension, 

antidepressant(inducing constipation & increase body weight), alcohol, coffee, stress, nervousness, 

coldness, dark & depressing weather, sports(running, jumping), bacterial infection 등이 확인되

었다.

5. Pain management : Pharmacology in Practice-Christopher Payne(Stanford)

－ 부분의 IC환자는 심한 통증을 호소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들의 주 증상은 무시되거나 

undertreated 되고 있다. IC에서의 통증은 nociceptive, visceral, neuropathic 의 모든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따라서 치료가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러나 다음의 몇가지 원칙에 의해 치료한

다면 증상개선에 도움이 된다. 1) 모든 환자는 충분한 사  검사로 진단을 정확히 내리고 

reversible한 원인을 찾아 야 한다. 2). identified pathologic condition에 해서는 최상의 치료

를 한다. 3). 치료는 완치를 목표로 할 게 아니라 신체의 기능과 삶의 질을 회복시키는 데 

을 두어야 한다. 4). 산부인과, 장항문과, 통증크리닠 등 각 문분야의 력진료가 이루어진

다면 더욱 효과 이다. 5). 약물치료시에는 combination therapy가 가장 효과 이다.

   약물치료에 있어서 가장 먼  선택되는 first level 약제는 acetaminophen과 NSAIDs이며, 

second level 약제는 weak narcotics with first level 약제이다. 이 게 해도 조 이 되지 않을 경

우에는 좀 더 강력한 narcotics가 필요하다. 그러나 다행히도 non-narcotic agents를 combine하여 

투여하면 부분 효과를 볼 수 있다. 아직 임상 데이터가 부족하지만 만성통증에 사용될 수 있

는 약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antidepressants(amitriptylin, imipramine) 2). anticonvulsants 

(gabapentin, carbamazepine) 3). local anesthetics(lidocaine, bupivacaine) 4). GABA agonist(Baclofen) 

5). NMDA antagonist(ketamin) 

한편, IC환자가 자신이 그동안 겪은 경험을 록에 실어 길을 끌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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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ege from patient to doctor - "I speak to you not as a doctor but as a patient with fourty years 

of suffering with IC.")

－ At the beginning of my complaint I went from doctor to doctor and the procedure was always 

the same : blood test & urine-test taken and the diagnosis was : nothing is wrong with me, I 

am only too nervous and I think too much about it. As I am not hysterical nor oversensitive 

the result was : for ten years I did not consult a doctor about my bladder.

  Many many IC patients made the same experience, unless they had the good luck to find a 

doctor who believed and was interested in IC. Over the years I have met many women, so 

depressed by wrong diagnoses and treatments that they have given up completely and refuse to 

go to any hospital or doctor for help. -

결    론

IC의 진단기 도 차 변화되고 있으며 치료목표도 완치보다는 증상의 소실 내지는 완화의 차원에

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IC환자가 기고한 내용에서 보듯이 우리는 극 으로 

IC환자를 찾아 내어 한 치료를 함으로서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환자들

은 어떠한 약물치료 보다 의사들이 자신의 증상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들어 주기를 원하고 있다. 단

지 액검사와 소변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없다는 것만으로 환자를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