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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과민성방광(overactive bladder, OAB)은 ‘요로감염이 없고 다른 명백

한 병변이 없는 상태에서 절박요실금의 유무에 관계없이 절박뇨가 있

으면서 빈뇨 및 야간뇨가 동반된 경우’를 말한다[1]. OAB의 유병률은 

유럽과 캐나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성은 12.8%, 남성은 

10.8%이었고[2], 미국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여성은 16.9%, 남

성별에 따른 과민성방광증후군 심각도와 지각된 스트레스 및 우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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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whether severity level of overactive bladder (OAB) is related to perceived stress and depression. 
Methods: Total 200 patients diagnosed with OAB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severity of OAB symptoms was estimated by the OAB symptoms score 
and the Perceived Stress Scale (PSS) and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were used to estimate stress levels and depres-
sion. Results: In the ANCOVA analysis, after adjusted for covariates, PSS increased according to the severity level of OAB (mild: 10.7 [0.8], moderate: 12.9 
[0.6], severe: 14.9 [1.5], p= 0.014, p for trend = 0.004),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severity level of OAB and CES-D. When strati-
fied by sex, both in males and females, the severity level of OAB was associated with PSS (males: p= 0.069, p for trend = 0.026; females: p= 0.170, p for 
trend = 0.070) Also, PSS and CES-D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females than in males at moderate level of OAB (PSS: male 11.1 [0.8], female 15.8 [0.9], p<  
0.001; CES-D: male 7.1 [0.9], female 12.4 [1.0], p< 0.001).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at the mild and severe 
level of OAB. Conclusions: There was significant association of PSS with increasing severity level of OAB, but there was no association the severity level 
of OAB and CES-D. Also, PSS and CES-D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females than in males at moderate level of O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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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16.0%이었다[3]. 우리나라에서는 40대 이상 성인 2,005명을 대상

으로 전화 설문을 시행한 결과 OAB 유병률은 급뇨, 빈뇨, 절박성 요실

금의 세 가지 증상이 모두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정의할 경우 7.1%이었

고, 세 가지 증상 중 한 가지 증상이라도 있는 경우로 좀 더 포괄적으

로 정의할 때 30.5%이었다[4]. OAB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

으나, 성별, 연령, 비만, 흡연, 음주, 카페인, 고혈압, 스트레스 등이 증상

에 영향을 미치고[5-7], OAB 환자들은 OAB 증상으로 인해 수면의 질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21032/jhis.2019.44.1.14&domai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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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악화되고 결국 삶의 질이 저하된다[8,9].

스트레스는 외부자극으로 신경전달물질계, 내분비계, 중추신경계

를 총체적으로 변화시켜 결국 생체의 항상성이 깨어진 상태인데[10], 

이러한 스트레스가 불안, 우울 등 심리적 증상뿐만 아니라 육체적 증

상의 위험 요인인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보고되었다[10]. 특히 비뇨기

계 임상증상 중에는 빈뇨, 요실금 등의 하부요로증상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11,12].

OAB는 2002년에 들어서 진단기준이 합의되기 시작된 이후[1] 활발

히 연구되고 있지만, 아직 OAB를 진단하는 표준 설문도구도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13-16]. 선행연구들은 스트레스가 방광을 자극하여 증

상을 악화시키고, 호전된 이후에 재발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하였

고[17], 우울증상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8-21]. 하지만, 

미국 등 서구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OAB 환자와 대조군

의 우울증 정도를 단순히 비교하는 정도였다[19,21,22]. 또한 OAB는 해

부학적 특성 등에 따라 남성보다는 여성의 유병률이 높고[5], 스트레스 

및 우울도 심리학적인 특성에 따라 여성이 더 취약한 점이 있는 등[23]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에도 OAB와 스트레스 및 우울의 관련성을 

성별에 따라 비교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OAB 환자를 진료

하는 임상에서 약물적 처방, 정서적 지지 및 심리적 치료를 포함한 종

합적인 치료적 전략을 세울 때 환자들의 OAB와 스트레스 및 우울과

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OAB 환자들을 대상으로 OAB 증상 정도에 

따라 스트레스와 우울이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관련성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종합병원 비뇨의학과에 내원한 외래환자 중 전문의에 의

해 OAB 진단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신경인성방광, 방

광염, 방광 종양 및 결석, 복압성 요실금, 간질성 방광, 심한 골반장기 

탈출증, 기저 신장 질환, 과거 비뇨기과 및 산부인과 질환이나 수술 경

험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였다. 또한 우울증으로 진단받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제외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분산분석에서 효과

크기 0.40,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162명이

었다. 2017년 6월부터 10월까지 내원한 OAB 환자 중 제외기준에 포함

되지 않는 총 200명(남자 122명, 여자 78명)의 환자를 최종 연구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대상자들에게 모든 자료는 연구 이외에는 활용되지 않

으며, 무기명 처리되어 통계 분석되고,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

든지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한 후 서면으로 동의를 구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가 기입을 하도록 하였고, 시력약화나 고

령 등의 경우로 직접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나 연구자의 보조로 

설문지를 기재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수집 전 광주기독병원의 기관생

명윤리위원회 승인(IRB No. KCH-M-2017-05-007)을 받고 수행하였다. 

연구도구

대상자 특성 

대상자 특성은 성별, 연령, 체질량지수, 배우자, 직업, 현재흡연, 음주, 

수면시간, OAB 유병기간, 질환 여부를 조사하였다. 나이는 60세 미만, 

60-69세, 70세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체질량지수는 25 kg/m2 미만, 25 

kg/m2 이상으로 구분하였다[24].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지는 비흡연

과 현재흡연으로 구분하였으며, 음주는 1주일 평균음주량은 7잔 미만, 

7잔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일주일 동안 1일 평균 야간 수면시간은 5시

간 미만, 6-7시간, 8시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OAB 유병기간은 12개

월 이내, 13-48개월, 49개월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당뇨, 고혈압으로 

인해 약물을 복용 여부로 각각의 질환 유무를 구분하였다. 

과민성방광 

OAB는 일본의 Homma et al. [15]에 의해 개발된 것을 한국어로 번

안한 후 배뇨장애요실금학회에서 언어타당도가 증명된 한글판 과민

성방광 증상 점수 설문지(OAB symptom score questionnaire) [25]로 측

정하였다. 과민성방광 증상 점수 설문지는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빈뇨는 ‘7회 이하(0점)’에서 ‘15회 이상(2점)’, 야간뇨는 ‘0회(0

점)’에서 ‘3회 이상(3점)’, 요절박감과 절박성 요실금에 대한 문항은 ‘없

음(0점)’에서 ‘1일 5회 또는 그 이상(5점)’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으며, 총

점은 0-15점으로 3점 이상인 경우 OAB로 진단된다. OAB 심각도는 3-5

점은 경증, 6-11점은 중등증, 12-15점은 중증으로 평가된다. 본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Homma et al. [15]의 연구에서 0.74이었고, 한

글판 설문지를 사용한 Song et al. [26]의 연구에서는 0.7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71이었다.

지각된 스트레스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erceived Stress Scale, PSS)는 Cohen et al. [27]

이 개발한 도구를 번안한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28]를 사용하

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부정적 지각 5문항과 긍정적 지각 5문

항의 2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전혀 없었다(0점)’에

서 ‘매우 자주 있었다(4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지며, 4, 5, 6, 7, 8

문항은 역으로 채점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

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0.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7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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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우울은 Radloff [29]가 개발한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

pression Scale (CES-D)을 번안한 한국어판 CES-D [30]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CES-D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우울 증상의 빈도를 기록하는 

20문항의 자가 보고형 질문지로 각 문항은 ‘극히 드물었다(0점)’에서 

‘대부분 그랬다(3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

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한국어판 CES-D를 이용한 선행연구[30]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0.8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75이었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IBM Co., Armonk, NY, USA) 통계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은 빈

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카이제곱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PSS, CES-D 점수는 독립표본 t-검정과 분산분석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OAB 심각도에 따른 PSS와 CES-D 점수를 비

교하기 위해 관련 있는 변수들을 보정하여 공분산분석을 시행하였으

며, 각각의 OAB 심각도에서 PSS와 CES-D 점수의 남녀 차이를 파악하

기 위해 관련 있는 변수들을 보정하여 공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통

계적 유의 수준은 0.05로 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 특성에 따른 과민성방광 심각도

본 연구의 대상자는 남성이 122명(61.0%), 여성이 78명(39.0%)으로 총 

200명이었다. 대상자 특성에 따른 OAB 심각도를 비교한 결과 남성은 

경증이 42.6%, 중등증이 52.5%, 중증이 4.9%이었고, 여성은 경증이 

19.2%, 중등증이 66.7%, 중증이 14.1%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 0.001). 하지만, 연령, 체질량지수, 배우자 유무, 직업 유무, 현재

흡연, 음주, 수면시간, OAB 유병기간, 당뇨 여부, 고혈압 여부에서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대상자 특성에 따른 PSS, CES-D점수

본 연구의 대상자 전체의 PSS 점수(평균±표준편차)는 평균 8.6 ±8.8

점이었고, CES-D 점수는 평균 12.4 ±7.0점이었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

라 PSS 점수를 비교한 결과 남성에서 평균 10.0 ± 6.3점, 여성에서 평균 

16.1± 6.4점으로 여성에서 더 높았다(p< 0.001). 연령이 60세 미만인 경

우(평균 15.8 ± 6.7점)가 60-69세(평균 11.4 ±7.1점)와 70세 이상인 경우

(평균 10.6 ± 6.3점)보다 높았다(p< 0.001). 배우자가 있는 경우(평균 11.5

± 6.6점)는 없는 경우(평균 15.9 ±7.6점)보다 낮았다(p< 0.001). 수면시

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평균 9.0 ± 5.8점)는 5시간 이하인 경우(평균 

13.6 ±7.4점)와 6-7시간인 경우(평균 12.7± 6.8점)보다 낮았다(p= 0.005). 

OAB 심각도가 경증인 경우(평균 10.0 ±7.1점)는 중등증인 경우(평균 

13.2 ± 6.9점)와 중증인 경우(평균 15.7± 4.8점)보다 낮았다(p= 0.001).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CES-D 점수를 비교한 결과 남성에서 평균 

6.2 ±7.6점, 여성에서 평균 12.3 ± 9.3점으로 여성에서 더 높았다(p <  

0.001). 연령이 60세 미만인 경우(평균 11.7± 9.8점)가 60-69세(평균 7.3 ±

8.9점)와 70세 이상인 경우(평균 7.4 ±7.3점)보다 높았다(p = 0.006). 배

Table 1. OAB sever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OAB severity

p-value
Mild Moderate Severe

n (%) 67 (33.5) 116 (58.0) 17 (8.5)
Sex 0.001
   Male 52 (42.6) 64 (52.5) 6  (4.9)
   Female 15 (19.2) 52 (66.7) 11 (14.1)
Age (y) 0.639
   <60 19 (32.2) 37 (62.7) 3 (5.1)
   60-69 23 (34.3) 39 (58.2) 5 (7.5)
   ≥70 25 (33.8) 40 (54.1) 9 (12.2)
BMI (kg/m2) 0.376
   <25 40 (30.3) 81 (61.4) 11 (8.3)
   ≥25 27 (39.7) 35 (51.5) 6 (8.8)
Living with a spouse 0.421
   Yes 52 (32.5) 96 (60.0) 12 (7.5)
   No 15 (37.5) 20 (50.0) 5 (12.5)
Job 0.302
   Yes 34 (31.2) 68 (62.4) 7 (6.4)
   No 33 (36.3) 48 (52.7) 10 (11.0)
Current smoking 0.062
   Yes 41 (28.9) 86 (60.6) 15 (10.6)
   No 25 (43.9) 30 (52.6) 2 (3.5)
Alcohol intake (drinks/wk) 0.323
   <7 54 (31.8) 100 (58.8) 16 (9.4)
   ≥7 13 (43.3) 16 (53.3) 1 (3.3)
Sleeping hours (hr) 0.307
   ≤5 16 (24.6) 42 (64.6) 7 (10.8)
   6-7 37 (36.6) 55 (54.5) 9 (8.9)
   ≥8 14 (41.2) 19 (55.9) 1 (2.9)
Duration of symptoms (mon) 0.613
   ≤12 13 (31.7) 23 (56.1) 5 (12.2)
   13-48 24 (31.2) 45 (58.4) 8 (10.4)
   >48 30 (36.6) 48 (58.5) 4 (4.9)
Diabetes 0.269
   Yes 19 (43.2) 21 (47.7) 4 (9.1)
   No 48 (30.8) 95 (60.9) 13 (8.3)
Hypertension 0.707
   Yes 28 (31.5) 52 (58.4) 9 (10.1)
   No 39 (35.1) 64 (57.7) 8 (7.2)

All values are presented as n (%)
OAB, overactive bladder; BMI,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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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민성방광 심각도에 따른 PSS, CES-D 점수 비교

OAB 심각도에 따른 PSS 점수(평균[표준오차])를 분석한 결과, 경증

에서 평균 10.0 (0.8)점, 중등증 평균 13.2 (0.6)점, 중증 평균 15.7 (1.7)점

으로 OAB 심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PSS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 0.001, p for trend< 0.001). 단순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했던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수면시간을 보정한 후에도 OAB 심각

도가 증가함에 따라 PSS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경

증: 평균 10.7 [0.8]점, 중등증: 평균 12.9 [0.6]점, 중증: 평균 14.9 [1.5]점, 

p = 0.014, p for trend = 0.004). 하지만, OAB 심각도와 CES-D 점수 사이

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OAB 심각도에 따른 PSS 점

수를 성별로 층화하여 분석한 결과 남성은 관련 변수를 보정한 후에

도 OAB 심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PSS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경증: 평균 8.7 [0.8]점, 중등증: 평균 10.6 [0.7]점, 

중증: 평균 14.0 [2.5]점, p = 0.069, p for trend = 0.026). 여성도 관련 변수

를 보정한 후 OAB 심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PSS 점수가 증가하는 경

향이 경계적 유의성을 보였다(경증: 평균 13.4 [1.6]점, 중등증: 평균 16.4 

[0.8]점, 중증: 평균 17.8 [1.9]점, p= 0.170, p for trend = 0.070). 하지만, OAB 

심각도에 따른 CES-D 점수는 남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Table 3). 

과민성방광 심각도에 따른 PSS와 CES-D 점수의 남녀 차이

단순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연령, 배우자 유무, 수면시간을 

우자가 있는 경우(평균 7.4 ±7.9점)는 없는 경우(평균 13.5 ±10.6점)보다 

낮았다(p< 0.001). 수면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평균 4.5 ± 5.0점)는 5

시간 이하인 경우(평균 10.8 ± 9.5점)와 6-7시간인 경우(평균 8.6 ±8.9점) 

보다 낮았다(p= 0.003) (Table 2).

Table 2. The value of PSS and CES-D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PSS p-value CES-D p-value

Total 8.6±8.8 12.4±7.0
Sex <0.001 <0.001
   Male 10.0±6.3 6.2±7.6
   Female 16.1±6.4 12.3±9.3
Age (y) <0.001 0.006
   <60a 15.8±6.7 (a>b,c) 11.7±9.8 (a>b,c)
   60-69b 11.4±7.1 7.3±8.9
   ≥70c 10.6±6.3 7.4±7.3
BMI (kg/m2) 0.495 0.767
   <25 12.6±6.9 8.8±8.7
   ≥25 11.9±7.2 8.4±9.1
Living with a spouse <0.001 <0.001
   Yes 11.5±6.6 7.4±7.9
   No 15.9±7.6 13.5±10.6
Job 0.102 0.761
   Yes 13.1±6.6 8.8±8.7
   No 11.5±7.4 8.4±9.0
Current smoking 0.192 0.731
   Yes 12.8±7.0 8.8±8.5
   No 11.3±6.9 8.3±9.7
Alcohol intake (drinks/wk) 0.556 0.818
   <7 12.2±7.0 8.6±8.4
   ≥7 13.1±7.3 9.0±10.8
Sleeping hours (hr) 0.005 0.003
   ≤5a 13.6±7.4 (a,b>c) 10.8±9.5 (a,b>c)
   6-7b 12.7±6.8 8.6±8.9
   ≥8c 9.0±5.8 4.5±5.0
Duration of symptoms (mon) 0.735 0.962
   ≤12 12.7±6.2 8.9±8.8
   13-48 12.7±7.8 8.7±8.6
   >48 11.9±6.6 8.4±9.1
Diabetes 0.657 0.468
   Yes 12.0±6.9 7.8±7.9
   No 12.5±7.1 8.9±9.0
Hypertension 0.745 0.764
   Yes 12.6±6.4 8.4±7.6
   No 12.2±7.5 8.8±9.7
OAB severity 0.001 0.123
   Milda 10.0±7.1 (a<b,c) 6.8±9.0
   Moderateb 13.2±6.9 9.5±8.6
   Severec 15.7±4.8 9.8±8.6

All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PSS, Perceived Stress Scale;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
pression Scale; BMI, body mass index; OAB, overactive bladder.

Table 3. Comparison of PSS and CES-D according to OAB severity

Variables
OAB  

severity
PSS CES-D

Unadjusted Adjusted1 Unadjusted Adjusted1

Total Mild 10.0 (0.8) 10.7 (0.8) 6.8 (1.1) 7.7 (1.0)
Moderate 13.2 (0.6) 12.9 (0.6) 9.5 (0.8) 9.2 (0.7)
Severe 15.7 (1.7) 14.9 (1.5) 9.8 (2.1) 8.5 (2.0)
p-value 0.001 0.014 0.123 0.485
p for trend <0.001 0.004 0.059 0.384

Male Mild 8.9 (0.9) 8.7 (0.8) 5.9 (1.1) 5.9 (1.0)
Moderate 10.6 (0.8) 10.6 (0.7) 6.2 (0.9) 6.1 (0.9)
Severe 13.5 (2.6) 14.0 (2.5) 9.7 (3.1) 10.5 (3.0)
p-value 0.134 0.069 0.519 0.357
p for trend 0.048 0.026 0.441 0.354

Female Mild 14.0 (1.7) 13.4 (1.6) 10.0 (2.4) 9.7 (2.4)
Moderate 16.5 (0.9) 16.4 (0.8) 13.5 (1.3) 13.6 (1.2)
Severe 16.9 (1.9) 17.8 (1.9) 9.9 (2.8) 10.6 (2.7)
p-value 0.383 0.170 0.283 0.279
p for trend 0.221 0.070 0.861 0.686

All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tandard error).
OAB, overactive bladder; PSS, Perceived Stress Scale; CES-D, Center for Epi-
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1Adjusted by age, living with a spouse and sleeping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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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한 후 각각의 OAB 심각도에서 PSS 점수(평균[표준오차])의 남녀 

차이를 분석한 결과, OAB 심각도가 중등증인 경우 남성은 평균 11.1 

(0.8)점, 여성은 평균 15.8 (0.9)점으로 여성에서 PSS 점수가 더 높았다

(p< 0.001). 하지만, OAB 심각도가 경증 및 중등증인 경우에는 남녀 간

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관련 변수를 보정한 후 각각의 OAB 심각도

에서 CES-D 점수의 남녀 차이를 분석한 결과 OAB 심각도가 중등증

인 경우 남성은 평균 7.1 (0.9)점, 여성은 평균 12.4 (1.0)점으로 여성에서 

CES-D 점수가 더 높았으나(p< 0.001), OAB 심각도가 경증 및 중증인 

경우에는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4).

고  찰

본 연구는 OAB 심각도와 스트레스 및 우울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종합병원 비뇨의학과에서 OAB 진단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OAB 심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PSS 점수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OAB 심각도와 CES-D 점수 사이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각각의 OAB 심각도에서 

PSS, CES-D 점수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OAB 심각도가 

중등증일 때 PSS와 CES-D 점수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본 연구 결과 OAB 환자들의 PSS 점수는 평균 8.6 ±8.8점이었고, 

CES-D 점수는 평균 12.4 ±7.0점이었다. Lai et al. [19]은 미국 OAB 환자

들을 대상으로 PSS 점수를 분석하였는데 평균 17.0점으로 본 연구보

다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OAB 환자들의 73%가 여성이었기에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39%만이 여성이

고, 여성의 PSS 점수는 16.1± 6.4점이었다. Coyne et al. [20]은 캐나다, 독

일,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 5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뷰를 시

행한 EPIC 데이터를 이용하여 OAB 환자들의 CES-D 점수를 분석하

였는데, OAB 환자들 중 CES-D 점수가 21점 이상인 경우는 11.4%이었

다. 본 연구에서는 CES-D 점수가 21점 이상인 경우는 11.0%로 선행연

구 결과와 비슷하였다. 

본 연구 결과 OAB 심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PSS 점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OAB 심각도와 스트레스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자 미국에서 시행된 연구결과[19], OAB 환자군(51명), 간질성 방광염/

방광통증증후군(27명), 대조군(30명)으로 세 군을 나누어 비교했을 

때, OAB 환자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으

며, 증상 중에서도 특히 요실금 증상이 스트레스 수준과 양의 상관관

계가 있었다. 또한, 국내 OAB 여성 환자 106명을 대상으로 OAB 심각

도와 심리적 스트레스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7]에서도 OAB 심각도

와 심리적 스트레스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 선행연구에서는 단

순 상관분석만을 시행하여 OAB 심각도와 심리적 스트레스의 관련성

을 보고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혼란변수들을 보정한 이후에도 OAB 

심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PSS 점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였다. 이러한 OAB 심각도와 스트레스 사이의 관계는 OAB의 주요 

증상인 급뇨, 빈뇨, 야간뇨, 요실금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그리고 성생

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회활동 및 대인관계가 축소되고[6] 신체적,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결국 삶의 질까지 저하되는 것으로 

설명된다[31]. 특히 OAB로 인해 발생한 여러 사회적, 심리적 스트레스

는 더욱 방광을 자극하여 증상을 악화시키고, 호전된 이후에도 재발

하는 원인이다[17].

본 연구 결과 OAB 심각도와 CES-D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

련성이 보이지 않았다. 선행연구들 중에서 본 연구처럼 OAB 환자들을 

대상으로 OAB 심각도와 우울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대만 사람들을 대상으로 OAB 증상이 있는 811명과 OAB 증상

이 없는 2,433명을 추적 관찰한 코호트연구에서 OAB 증상이 있는 사

람들은 OAB 증상이 없는 사람에 비해 우울증 발생 위험이 2.1배 높았

다[32]. 미국에서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20,000명의 응답자를 조사

한 결과 OAB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OAB 증상이 없는 사람들보다 우

울 및 불안 관련 점수가 낮았고[33], 미국, 영국, 스웨덴의 3개국에서 인

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30,000명의 응답자를 조사한 결과 OAB와 비슷

한 하부요로증상이 있는 사람들의 우울 정도가 하부요로증상이 없는 

사람들보다 높았다[18].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51명의 OAB 환자군과 연

령을 일치시킨 대조군 29명을 비교한 결과, OAB 환자군의 우울점수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우울증이 있는 OAB 환자들은 우울증이 

없는 OAB 환자들보다 OAB 심각도가 높았다[21]. 이처럼 대부분의 선

행연구들이 OAB 환자와 대조군의 우울증 정도를 단순히 비교하여 

관련성을 평가하였기에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데 주의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OAB 심각도와 우울과의 관련성이 보이지 

Table 4. Comparison of PSS and CES-D between male and female in each 
OAB severity

Variables Mild Moderate Severe

PSS
   Male 9.6 (0.8) 11.1 (0.8) 16.8 (2.2)
   Female 11.6 (1.6) 15.8 (0.9) 15.1 (1.4)
   p-value 0.292 <0.001 0.589
CES-D
   Male 6.5 (1.2) 7.1 (0.9) 15.3 (4.4)
   Female 8.0 (2.4) 12.4 (1.0) 6.8 (2.9)
   p-value 0.590 <0.001 0.198

All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tandard error). 
All values are adjusted by age, living with a spouse and sleeping hour.
OAB, overactive bladder; PSS, Perceived Stress Scale; CES-D, Center for Epi-
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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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는데, 이는 본 연구가 선행연구들처럼 OAB 환자들과 대조군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OAB 환자들을 대상으로 OAB 심각도와 우울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하였기에 연구방법에서 차이가 있었고, 또한 우

울증으로 약물을 복용하거나 진단을 받은 환자는 제외하고 연구를 시

행하였기에 우울 정도가 심각한 환자들이 빠져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각각의 OAB 심각도에서 PSS, CES-D 점수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OAB 심각도가 중등증인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PSS와 CES-D 점수가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 선행연구 결과, OAB 증상 

중 절박성 요실금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고[3], OAB 심각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6,31]. 이는 본 연구에서 OAB 심각도가 중증인 경우

는 여성이 14.1%, 남성이 4.9%로 여성의 심각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비슷하였다. 하지만 선행연구 중 본 연구처럼 OAB 심각도에 따라 스트

레스 및 우울의 남녀 차이를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Melottil et al. 

[34]은 기존에 수행된 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OAB와 우울 및 불안과의 

관련성이 남녀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메타 분석을 시행

하였다. 저자들이 세 연구 데이터[33-36]를 활용하여 메타 분석한 결과, 

OAB와 우울과의 관련성은 남녀 차이가 없었으나(OR, 0.96; 95% CI, 

0.77-1.21), OAB와 불안과의 관련성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았다(OR, 

1.54; 95% CI, 1.40-1.73). 이는 OAB 환자들의 우울증 발생이 성별보다는 

요실금 유무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34], 또한 요실금 증상이 있는 

경우 남성의 불안감이 여성보다 더 높았는데, 남성은 요실금 증상 때문

에 장시간의 회의와 같은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부담이 심하고, 이로 

인해 조기퇴직이나 해고 등의 두려움이 불안감을 높이는 것으로 사료

된다[22]. 본 연구에서 OAB 심각도가 중증인 경우, 비록 통계적인 유의

성은 없었지만, 남자에서 더 높은 PSS와 CES-D 점수를 보인 것도 증상

이 심한 경우 이러한 불안감의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소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므로 OAB 전체 환

자를 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고, 단면연구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다. 또한 OAB와 스트레스 및 우울과

의 관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혼란변수를 보정하고자 하였으나 모든 

혼란변수를 조사하지 못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국내 연구

가 부족한 OAB 환자들을 대상으로 OAB와 스트레스 및 우울과의 관

련성을 파악한 것, 또한 OAB 심각도는 비슷하더라도 스트레스와 우

울의 정도가 남녀 간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데 의의가 크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미국에서조차 OAB 

환자들의 겨우 절반 정도만이 OAB로 인해 생긴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는 선행연구 결과[37]를 볼 때, 국내 OAB 환자들

이 스트레스 및 우울 등 심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

인 개입이 필요하고, 향후 OAB와 심리적인 상태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전향적인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결  론

OAB 환자들의 OAB 심각도가 높아질수록 인지하는 스트레스도 증

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남성과 여성에서 모두 비슷하였다. 

또한 OAB 심각도가 비슷하더라도 여성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정도가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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