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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의 판권은 대한비뇨기과학회(http://www.urology.or.kr)에 있습니다.

･  이 책의 내용 또는 일부를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대한비뇨기과학회의 서면   
동의를 받으셔야합니다.

･  대한비뇨기과학회의 동의없이 사용하실 경우 민형사항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실습학생
지침서

･  이 책의 판권은 대한비뇨기과학회(http://www.urology.or.kr)에 있습니다.

･  이 책의 내용 또는 일부를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대한비뇨기과학회의 서면   
동의를 받으셔야합니다.

･  대한비뇨기과학회의 동의없이 사용하실 경우 민형사항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위원장	 단			국			대	김형지

팀   장	 고			려			대	오미미	

저   자	 연세원주의대	김수진	 건 국 대	김아람	

	 울			산			대	문경현	 충 남 대	신주현	

	 서			울			대	이상철	 가톨릭대	조강준	

	 차의과학대	최경화	 부 산 대	한지연

감   수	 가	톨	릭	대	김준철	 전 남 대	권동득

	 경	찰	병	원	민승기		 고 려 대	박홍석

	 아	산	병	원	유달산	 연 세 대	함원식

실습학생	지침서The Korean U
rological A

ssociation

(가나다	순)

(가나다	순)



임상실습은	기본의학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학생들은	통합강의에서	배운	지식

을	근거로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임상술기와	의사소통기술을	습득하고	장차	근무

하게	될	병원조직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됩니다.	실제로	의사국가고시에서도	이론적인	시험

뿐만	아니라	임상실습에	대한	평가비중을	높여	의료인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간	녹록치	않은	의료적,	사회적	여건과	전공의	지원율	감소	등의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도	불구하고	유수의	비뇨의학교실에서는	적정한	의학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회원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후학	양성을	위하여	성심을	다해주시는	것을	익히	알고	있으

나 학생지도에	대한	표준지침서의	부재로	말미암아	병원,	시기별로	교육의	질과	양에	편차

가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환자	진료	중심의	임상환경에서	학생들의	실습교육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비구조화	되어	있어	일관성	있는	교육이	어려운	현실에서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에	표준개발위원회에서는	광범위한	조사,	검토를	통해	취합한	자료들과	기존의	임상실

습요목을	바탕으로	금번	‘실습학생	지침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지침서는	보다	구체

적이고	전문적으로	회원님들이	실습지도를	하실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줄	것으로	생각되

며	향후	다양한	현장	실습지도를	통한	경험이	축적되어	지속적으로	개정,	보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책을	발간하는	데	주축을	맡아주신	표준개발위원회의	김형지	간행이사님,	오미미	편찬

팀장님과	집필진,	자문위원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	책자의	발간이	보다	나은	의료

실습환경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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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의과대학의	병원	실습과정을	보았을	때	이전에	병원	실습을	할	때와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아주	열심히	한다는	것이고	이전보다는	좀	더	체계적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회에서도	학생들의	실습을	전담하는	교수들을	도와주고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열의를	도와	줄	실습학생	지침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에는	크게	비뇨의학과	실습	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술기와	질환으로	크게	나누었

습니다.	특히	의사국가고시에	반드시	필요한	도뇨관삽입술에	대해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기

술을	잘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질환에	대해	요약을	하여	향	후	

환자를	진료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고	비뇨의학과의	외래에서만	시행하는	여러	검사	및	

처치에	대해	중요한	것만	기술을	하였습니다.		

이	실습지침서는	최신판으로서	가장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학생들

과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님들에게	말	그대로	지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

은	현재	출간되어	있는	[비뇨기과학	5판]	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

다면	개정판에서	보완할	예정이오니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고생하신	오미미교수님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천준	회장

님,	김준철	총무이사님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장의	실습서	개발의	취지와	목적에	동

의하시고	말없이	자료	수집과	집필,	교정	그리고	감수를	해주신	많은	교수님들께	정말로	감

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실습에	열정을	가지시고	교육을	하시면서	이	번	작업에	아

낌없는	도움을	주신	각	대학의	임상실습	책임교수님,	과장님	그리고	주임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표준진료개발위원장 김형지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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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실습	(bedside	 learning)의	목표는	임상	진료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학생	블록강의

와는	달리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	습득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기본	임상술

기	지침	과	기본	진료수행지침	그리고	기본의학교육	진료역량	중심질환에	나온	비뇨의학질

환을	우선적으로	습득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임상	실습	지침서에서는	비뇨의학

과	실습	시에	습득해야	할	술기,	질환	및	외래	참관	술기의	세	가지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합

니다.	실습학생	지침서,	CPX,	OSCE동영상등을	참고하셔서	짧은	임상실습기간	동안	임상실

습을	담당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실습학생들에게	비뇨의학과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데	조금

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실습	지침서	작성을	위해	사전	조사를	해보니	실습학

생을	위한	지침서가	마련되어	있는	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학생을	위하여	실습지침서	작성

을	계획하시고	이를	실행에	옮겨	실습지침서를	발간하는	것은	대한비뇨기과학회	천준	회장

님과	표준개발위원회	김형지	위원장님의	추진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습지침서	작성에	큰	도움을	주신	김수진,	김아람,	신주현,	조강준,	최경화,	한

지연	교수님들과	감수를	도와주신	김준철,	권동득,	민승기,	박홍석,	유달산,	함원식	교수님들

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지침서	작성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각	학교의	임상실습요목

을	보내주신	고려대,	서울대,	삼성병원,	연세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임상실습	책임	교수

님	및	과장님,	그리고	주임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201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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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다루어야 할 내용을 참고하

여 실습지침서에서 다루는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실습 전에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루어야 할 술기
(1)	기본임상술기

					1.		신체	진찰

									남성	바깥	생식기관	진찰

					2.	비뇨기과	시술	

									남성	도뇨관	삽입	Male	Urethral	Catheterization

									여성	도뇨관의	삽입	Female	Urethral	Catheterization

												

다루어야 할 질환
	(1)	기본	진료수행지침	비뇨기	증상	Urinary	Symptoms

					36.	소변을	자주	봐요	Urinary	Frequency

					38.	소변	볼	때	아파요	Painful	Voiding

					39.	소변줄기가	약해요	Weak	Urine	Stream

					40.	소변이	새요	Leakage	of	Urine



(2)	기본의학교육	진료역량중심	질환	100개질환중	비뇨기과	관련	질환

					1.	배뇨곤란

					2.	배뇨통

					3.	요실금	

					4.	성매개감염

					5.	복부통증

이를 종합하면 비뇨기과 실습 시 다루어야 할 질환은 OAB (Overactive 
Bladder), BPH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요실금 (Incontinence),  
배뇨통 (Painful Urination), 성매개 감염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복부통증의 결석(Urinary Stone)입니다.

비뇨기의학과 외래 참관 술기 
1.	Cystourethroscopy

2.	Urodynamic	Study	(UDS)

				Extra	Corporeal	Shock	Wave	Lithotripsy	(ESWL)

3.		Ultrasonography	in	Urologic	Field;	Trans	Rectal	Ultrasonography	(TRUS)

				Renal,	Scrotal

4.	ESWL	(Extra	Corporeal	Shock	Wave	Lithotri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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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요실금 URINARY	INCONTIN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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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 습득 술기

학습성과목표

1)	요도에	손상을	주지	않고	오염	없이	도뇨관을	삽입할	수	있다.

적응증

1)	요폐	(urinary	retention)의	해소

2)	중환자	관리에서	시간당	요량의	정확한	측정

3)	전신마취	또는	척추마취	시	배뇨	목적

4)	방광이나	요도수술	후	부목

5)	배뇨장애

금기 

1)	요도	손상	환자

2)	요도	구멍	출혈	(urethral	meatus	bleeding)

3)	급성		전립선염	

합병증 

1)	외요도구	협착증	(meatal	stenosis)

2)	혈뇨

3)	요도	손상

4)	요도	협착	(urethral	stricture)

		5)	요로계	감염

남성 도뇨관 삽입 MALE	URETHRAL	CATHETE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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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1) 소독 장갑  9) 10cc 주사기

2) 손소독제  10) 증류수

3) 16 Fr. 또는 18Fr. 도뇨관 (Foley catheter) 11) 소독된 윤활 젤리, 리도카인 젤리

4) 도뇨 쟁반과 종지 12) 작은 구멍포

5) 소독솜 13) 곡반 (kidney basin, emesis basin)

6) 거즈 14) 소변주머니

7) 드레싱집게 15) 가위, 반창고 

8) 지혈집게 16) 주삿바늘 수거함, 의료 폐기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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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 습득 술기

 
 

시술과정과 주의사항

시술 전 확인사항 

1.  환자에게 인사를 하고 자신의 소속 신분과 이름을 소개하고, 환자의 이름과 등록번

호 내지 생년월일을 확인한다. 

2.  환자의 의무기록지를 확인하거나 환자에게 물어서 전립선 비대증, 요도협착, 요도 

손상 기왕력을 확인한다.

3. 환자에게 도뇨관 삽입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

4. 환자에게 윤활 젤리, 소독약, 반창고 알레르기가 있는지 확인한다. 

  

시술 전 환자와 의사의 준비

5.  의사는 무균적 도뇨관 삽입을 위해 소매 끝, 머리카락, 넥타이 등을 단정히 하고 가

운 단추를 잠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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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사는 손을 씻거나 손 소독을 한다.  

7.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주변에서 보이지 않은 장소에 눕히도록 한다.

8. 환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하의를 내리도록 하고 바깥 생식기를 노출시킨다.

  

시술 전 세트 준비

9.  소독된  포로 쌓여 있는 도뇨 셋트를 포의 밖에 부분만 손으로 잡아서 내부는 닿지 

않도록 무균적으로 펼친다.

10.  도뇨 세트 내에 도뇨관, 소변주머니, 곡반, 윤활젤리, 드레싱집게, 지혈집게, 구멍

포, 거즈, 소독솜, 주사기, 증류수가 있는지 확인한다.  

11. 소독 장갑을 오염되지 않도록 착용한다. 

12. 주사기에 증류수를 5cc 정도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넣는다.

13.  증류수를 도뇨관의 풍선을 부풀리는 쪽 구멍에 연결하여 도뇨관 풍선을 5cc 정도 

팽창시킨 상태에서, 물이 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다시 증류수를 전부 뽑아

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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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 습득 술기

 

14.  주사기를 도뇨관 연결 부위에서 제거하고, 주사기를 위로하여 공기를 빼어내어 

증류수 5cc 가 찬 주사기를 준비해 놓는다. 

15. 지혈집게로 소변주머니와 연결될 쪽 도뇨관 끝을 미리 막아서 준비한다. 

 16.  소변 주머니의 소변이 내려오는 위쪽은 마개를 풀어서 소변이 흐를 수 있도록 준

비하고, 소변 주머니 아래의 마개는 막고 주머니 안쪽으로 마게 끝부분을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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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뇨관 삽입 전 소독 및 준비

17.  소독솜을 피부에 바를 

때 차가울 수 있다고 설

명을 한다.  

18.  한 손으로 드레싱 집게

를 이용하여 소독솜을 

집는다.  

19.  음경은 잡지 않은 채 요

도구 입구부터 시작하

여 귀두, 음경 윗부분을 

포함한 두덩 상부 방향

까지  밀어서 소독을 한다. 음경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한 측을 먼저 소독한 후 사

용한 소독솜은 버린다.  

       새 소독솜을 집어 반대측 부분을 동일하게 소독한다. 이때 구멍포 보다 넒게 소독

하도록 주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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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 습득 술기

20.  거즈를 이용하여 한 

손으로 음경을 잡아 

올리고 요도구에서 시

작하여 음경 아래쪽, 

음낭, 회음부 까지 소

독한다. 가운데에서 

밖으로 소독하며 한측

의 소독이 끝나면 버

리고, 다른 솜으로 반

대쪽 남은 부분을 소

독한다. 구멍포 보다 넓은 부위를 소독하도록 주의한다.

21.  구멍포의 내측만 잡아서 피부에 장갑이 닿지 않도

록 주의 하면서 펼쳐 시술 부위만 드러나도록 덮

는다.

22. 곡반을 환자의 요도구멍 아래쪽에 위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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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뇨관 끝에서부터 5-8cm 부위까지 윤활 젤리를 

듬뿍 바른다.

   

도뇨관 삽입

24.  환자에게 도뇨관을 삽

입하는 동안 천천히 깊

게 숨을 쉬도록 하여 긴

장을 풀도록 한다.

25.  한 손으로는 음경을 

배에서 직각으로 견인

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도뇨관을 잡고 부드럽

게 요도로 밀어 넣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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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 습득 술기

26.  도뇨관을 끝까지 삽입한 후 지혈집게를 풀고, 가볍

게 하복부를 눌러서 소변이 도뇨관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한다. 소변이 나오는 것을 확인 후 다시 지

혈집게로 도뇨관을 막는다.

27.  도뇨관이 끝까지 들어간 상태를 유지하면서 한 손

으로 풍선 부풀리는 쪽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주

사기를 들어 준비된 증류수를 5cc정도 주입하여 

도뇨관의 풍선을 부풀린다. 주사기의 플런저가 다

시 밀려 나오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주사기를 떼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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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방광목 부분에 도뇨관 풍선이 위치하도록 저항이 

느껴질 때까지 천천히 조심스럽게 당긴다.

29.  한 손으로 도뇨관의 

끝을 잡고, 다른 손으

로 곡반을 먼저 치우

고 구멍포를 도뇨관 

밖으로 제거 한다.  

30.  한 손으로 소변주머니

의 끝이 오염되지 않

도록 주의하며 마개를 

제거한다. 도뇨관에 

달려있는  지혈집게를 

제거하면서 소변이 새

지 않도록 빠르게 소변줄 입구를 도뇨관 끝까지 밀어 넣어 꽉 조이도록 연결한다. 

이때 소변줄 끝 연결부위가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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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 습득 술기

31.  소변주머니 줄을 하복

부나 허벅지에 반창고 

또는 고정 밴드 등으로 

단단히 고정한다.

32.  소변주머니를 침상 위

치보다 낮게 위치시켜 

소변이 역류되지 않도

록 한다.   

시술 마무리

31.  환자에게 도뇨관 삽관이 다 끝났다고 말하고 통증이 있었는지 확인 하며 협조에 

감사하다고 말한다. 

32.  환자에게 언제까지 도뇨관 삽입을 하고 있게 되는지 설명하고, 이동 시 소변주머

니가 음경보다 아래에 위치하도록 교육한다.

33.  세트를 정리하고, 장갑 실린지 거즈 등은 의료폐기물통에 버리며, 손을 씻거나 소

독한다. 

34. 의무기록지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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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여성 도뇨관 삽입 FEMALE	URETHRAL	CATHETERIZATION

학습성과목표 

1)	요도에	손상을	주지	않고	오염	없이	도뇨관을	삽입할	수	있다.

 

적응증 

1)	요폐	(urinary	retention)의	해소

2)	중환자	관리에서	시간당	요량의	정확한	측정

3)	전신마취	또는	척추마취	시	배뇨	목적

4)	방광이나	요도수술	후	부목

5)	배뇨장애

 

금기 

1)	요도	손상	환자

2)	요도	구멍	출혈	(urethral	meatus	bleeding)

 

합병증 

1)	외요도구협착증	(meatal	stenosis)

2)	혈뇨

3)	요도	손상

4)	요도	협착	(urethral	stricture)

5)	요로계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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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 습득 술기

  

준비물 

1) 소독 장갑  9) 10cc 주사기

2) 손소독제  10) 증류수

3) 16 Fr. 또는 18Fr. 도뇨관 (Foley catheter)  11) 소독된 윤활 젤리, 리도카인 젤리

4) 도뇨 쟁반과 종지 12) 작은 구멍포

5) 소독솜 13) 곡반 (kidney basin, emesis basin)

6) 거즈 14) 소변주머니

7) 드레싱집게 15) 가위, 반창고

8) 지혈집게 16) 주삿바늘 수거함, 의료 폐기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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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과정과 주의사항

시술 전 확인사항 

1.  환자에게 인사를 하고 자신의 소속 신분과 이름을 소개하고, 환자의 이름과 등록번

호 내지 생년월일을 확인한다. 

2.  환자의 의무기록지를 확인하거나 환자에게 물어서 신경인성 방광, 전립선 비대증, 

요도협착, 요도 손상 기왕력을 확인한다.

3.  환자에게 도뇨관 삽입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

4. 환자에게 윤활 젤리, 소독약, 반창고 알레르기가 있는지 확인한다. 

  

시술 전 환자와 의사의 준비

5.  의사는 무균적 도뇨관 삽입을 위해 소매 끝, 머리카락, 넥타이 등을 단정히 하고 가

운 단추를 잠근다. 

6. 의사는 손을 씻거나 손 소독을 한다.  

7.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주변에서 보이지 않은 장소에 눕히도록 한다.

8. 환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하의를 내리도록 하고 바깥 생식기를 노출시킨다.

시술 전 세트 준비

9.  소독된  포로 쌓여 있는 도뇨 셋트를 포의 밖에 부분만 손으로 잡아서 내부는 닿지 

않도록 무균적으로 펼친다.

10.  도뇨 세트 내에 도뇨관, 소변주머니, 곡반, 윤활젤리, 드레싱집게, 지혈집게, 구멍

포, 거즈, 소독솜, 주사기, 증류수가 있는지 확인한다.  

11. 소독 장갑을 오염되지 않도록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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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 습득 술기

12. 주사기에 증류수를 5cc 정도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넣는다.

13.  증류수를 도뇨관의 풍선을 부풀리는 쪽 구멍에 연결하여 도뇨관 풍선을 5cc 정도 

팽창시킨 상태에서, 물이 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다시 증류수를 전부 뽑아

내도록 한다. 

14.  주사기를 도뇨관 연결 부위에서 제거하고, 주사기를 위로하여 공기를 빼어내어 

증류수 5cc 가 찬 주사기를 준비해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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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혈집게로 소변주머니와 연결될 쪽 도뇨관 끝을 미리 막아서 준비한다. 

16.  소변 주머니의 소변이 내려오는 위쪽은 마개를 풀어서 소변이 흐를 수 있도록 준

비하고, 소변 주머니 아래의 마개는 막고 주머니 안쪽으로 마게 끝부분을 넣는다. 

  

도뇨관 삽입 전 소독 및 준비

17. 소독솜을 피부에 바를 때 차가울 수 있다고 설명을 한다.  

18. 한 손으로 드레싱 집게를 이용하여 소독솜을 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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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 습득 술기

19.  음부를 잡지 않은 채로 소음순 바깥쪽부터 시작하여 대음순과 회음부를 소동하면 

중앙에서 바깥방향으로 소독하며 사용한 소독솜은 버린다. 새 소독솜을 집어 반

대측 부분을 동일하게 소독하며 구멍포 보다 넓은 부위를 소독한다. 

20.  장갑 낀 다른 한 손으로 소독된 소음순을 벌리고, 

새 소독솜을 이용하여 요도구멍에서부터 소음

순 쪽 방향이 바깥쪽 방향으로, 또는 위에서 아래 

(샅, perineum, 회음부) 방향으로 소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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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구멍포의 내측만 잡아서 피부에 장갑이 닿지 않도록 주의 하면서 펼쳐 시술 부위

만 드러나도록 덮는다.

22. 곡반을 환자의 요도구멍 아래쪽에 위치시킨다.

23. 도뇨관 끝에서부터 5-8cm 부위까지 윤활 젤리를 듬뿍 바른다.

  

도뇨관 삽입

24.  환자에게 도뇨관을 삽입을 시작한다고 설명하고 

긴장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25.  한 손으로는 소음순을 벌리고 다른 손으로는 도뇨

관을 잡고 부드럽게 요도로 밀어 넣으며 소음순이 

도뇨관에 닿지 않도록 주의 한다.  

26.  도뇨관을 끝까지 삽입

한 후 지혈집게를 풀고, 

가볍게 하복부를 눌러

서 소변이 도뇨관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한다. 

소변이 나오는 것을 확

인 후 다시 지혈집게로 

도뇨관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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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 습득 술기

27.  도뇨관이 끝까지 들어간 상태를 유지하면서 한 손

으로 풍선 부풀리는 쪽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주

사기를 들어 준비된 증류수를 5cc정도 주입하여 

도뇨관의 풍선을 부풀린다. 주사기의 플런저가 다

시 밀려 나오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주사기를 떼어 

낸다.

 

28.  방광목 부분에 도뇨관 풍선이 위치하도록 저항이 

느껴질때까지 천천히 조심스럽게 당긴다.

29.  한 손으로 도뇨관의 끝

을 잡고, 다른 손으로 

곡반을 먼저 치우고 구

멍포를 도뇨관 밖으로 

제거 한다.  

30.  한 손으로 소변주머니

의 끝이 오염되지 않

도록 주의하며 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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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거한다. 도뇨관에 달려 있는  지혈집게를 제거하면서 소변이 새지 않도록 빠

르게 소변줄 입구를 도뇨관 끝까지 밀어 넣어 꽉 조이도록 연결한다. 이때 소변줄 

끝 연결부위가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 한다. 

31. 소변주머니 줄을 하복부나 허벅지에 반창고를 단단히 고정한다.

32.   소변주머니를 침상 위치보다 낮게 위치시켜 소변이 역류되지 않도록 한다.   

시술 마무리

31.  환자에게 도뇨관 삽관

이 다 끝났다고 말하고 

통증이 있었는지 확인 

하며 협조에 감사하다

고 말한다. 

32.  환자에게 언제까지 도

뇨관 삽입을 하고 있

게 되는지 설명하고, 

이동 시 소변주머니가 

방광 위치 보다 아래

에 위치하도록 교육한다.

33.  세트를 정리하고, 장갑 실린지 거즈 등은 의료폐기물통에 버리며, 손을 씻거나 소

독한다. 

34. 의무기록지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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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수 습득 질환

최종학습 성과

1)		요실금을	호소하는	사람에게서	병력청취와	신체진찰을	통해	요실금의	원인을	알아낼	수	

있다.	

2)	요실금을	호소하는	사람에게서	원인에	따른	적합한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다.

실습학습 목표

1)	요실금을	정의하고	종류에	따른	주요	증상을	설명할	수	있다.

2)	요실금의	원인에	따른	발병기전과	위험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3)	요실금을	호소하는	사람에게서	적절한	신체진찰을	할	수	있다.

4)	요실금을	호소하는	사람에게서	필요한	검사를	선택하고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5)	요실금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치료	방법을	계획하고	교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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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병태생리

일반적으로 방광 또는 요도의 기능장애가 원인이나 (표 1),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될 

경우 치료될 수 있는 일시적인 요실금도 있다. (표 2) 이외 흔하지 않은 원인으로 비뇨

기계 누공 또는 이소성 요관 같은 해부학적 원인이 있을 수 있다. 

표	1.	요실금의	병태	생리

방광	원인

1.	절박	요실금	(Urge	Incontinence)
							배뇨근	과활동성	(Detrusor	over	Activity)	

				-	신경인성	(Neurogenic	Origin)
				-	비신경인성	(Nonneurogenic	Origin)

							유순도	감소	(Poor	Compliance)

2.	범람	요실금	(Overflow	Incontinence)

방광출구	원인

3.	복압	요실금	(Stress	Urinary	Incontinence)
				-	해부학적	요인	:	방광목의	운동성	증가	(Mobility	of	the	Bladder	Neck)	
				-	내인	요도	조임근	기능부전	:	방광목	기능	저하	(Bladder	Neck	Dysfunction)	

표	2.	일시적인	요실금의	원인	(DIAPER)

Cause Comment

섬망	(Delirium)
요실금은	섬망에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급성	섬망이	
치료되면	요실금도	호전되는	경향이	있다.	

감염	(Infection) 증상이	있는	감염은	요로를	자극하여	요실금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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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성	질염	
(Atrophic	vaginitis)

질염은	요로감염때	보일	수	있는	요실금	증상과	복압성	요실금을	
유발한다.	

정신과적	질환
(Psychological)

우울증은	때때로	요실금과	연관이	있다.	

소변	과다	생성	
(Excessive	urine	production)

수분	섭취	과다,	당뇨,	고칼슘혈증,	심부전,	말초	부종	등은	
다뇨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요실금을	악화	시킨다.	

움직임	제한	
(Restricted	mobility)

환자가	적시에	화장실에	갈	수	없는	경우	요실금이	유발되거나,	
악화될	수	있다.

분변	매복	
(Stool	impaction)

대변이	차	있는	환자는	요실금을	유발할	수	있으며,	대변	실금을	
동반	할	수	있다.

Pharmacologic	

진정제	(Sedatives)
알코올	및	 long	acting	벤조디아제핀은	이차적인	요실금을	
유발할	수	있다.

이뇨제	(Diuretics)
방광의	용적을	초과하는	활발한	이뇨	작용은	억제되지	않은	
배뇨근	수축을	유발하여	절박	요실금을	유발할	수	있다.

항콜린제	
(Anticholinergics)

다양한	약제들이	항콜린	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항	콜린제	
부작용으로	빈뇨와	요실금을	포함한	요정체가	나타날	수	있다.

알파	아드레날린	작용제	
(Alpha-adrenergics)

방광목	및	근위부	조임근의	긴장도는	알파	아드레날린	작용제에	
의해	증가되며,	특히	전립선	질환이	있는	남성의	경우	요실금이	
나타날	수	있다.

알파차단제	
(Alpha-antagonists)

방광목의	평활근	및	근위부	조임근의	긴장도는	알파	아드레날린	
차단제에	의해	감소한다.	이러한	약물로	고혈압	치료를받는	
여성은	복압요실금이	발상하거나	악화될	수	있다.

American Urological Association, Medical Student Curriculum, Incontinenc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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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요실금의 종류 및 원인

1. 절박 요실금 (Urgency incontinence)

방광의 기능인 저장과 배출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요절박 (Urgency)과 절박 요실금

을 유발할 수 있다. 절박 요실금 환자는 갑작스런 배뇨 충동을 느끼게 되어 소변이 누출

되는 것을 막지 못하는데, 실제로 소변이 누출될 때까지도 소변이 마렵다는 생각이 들

지 않을 때도 있다. 절박 요실금은 빈뇨, 야간뇨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정상적인 배뇨 

과정에서는 배뇨근압이 증가되는 동안 요도 조임근이 열리도록 되어 있으나 절박 요실

금의 경우, 정상 배뇨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뇨근압이 증가하는 상황이 생겨 요

도 조임근이 열리게 되고 이로 인해 요 누출이 발생한다. 이러한 배뇨근압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비정상적인 방광 수축 (배뇨근 과활동성), 방광의 부피 증가에 따른 압력 증

가 (유순도 감소)로 인한 것일 수 있다. 또한 신경계질환이나, 특발성 원인에 의한 배뇨

근 과활동성이 있을 수 있다. 

배뇨근 과활동성은 노인에서 매우 흔하며, 방광출구폐색과 관련이 높으며, 방광의 유

순도 감소는 방광의 탄성 감소 또는 신경 조절 활동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다. 절박 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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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환자는 갑작스런 배뇨 충동을 느끼게 되어 소변이 누출되는 것을 막지 못하는데, 실

제로 소변이 누출될 때까지도 소변이 마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도 있다. 절박 요실

금은 빈뇨, 야간뇨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절박 요실금으로 인해 새는 소변의 양은 환자

의 방광 수축 억제 능력과 요도 길이에 따라 서로 다르다. 

2. 복압 요실금 (Stress Urinary Incontinence)

복압 요실금은 여성 요실금의 가장 흔한 원인이며, 요실금의 80-90%에 해당한다. 갑

작스럽게 복압이 증가하는 상황 (기침, 재채기, 줄넘기 등)에서 방광의 수축 없이 소변

이 누출되는 증상이 나타난다. 방광바닥과 근위부 요도의 해부학적 지지 부족 및 이에 

관련된 근위부 요도의 과다 이동성, 요도조임근 자체의 기능저하 등이 원인이며, 복압

이 가해질 때 방광에 비해 방광바닥과 근위부 요도의 압력 전달이 약해져서 나타난다. 

정상적으로 요도폐쇄압력은 방광충만, 자세의 변화, 복압상승 등과 같은 변화에 의해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요도조임근은 반사적으로 이러한 변화에 반응하여 요도저항을 

항진시키고, 이를 통해 요실금을 막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요도가 이러한 본래의 기능

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복압 요실금이 발생한다.

복압 요실금은 분만 등으로 생긴 골반근육의 약화와 골반 이완으로 방광과 요도의 

과활동성 (처지는 것)이 원인이 되는 해부학적 복압 요실금과, 소변이 새지 않도록 막아

주는 내인 요도 조임근의 기능부전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혼합 요실금 (Mixed Urinary Incontinence)

절박 요실금과 복압 요실금이 혼합된 요실금으로 복압 요실금 환자의 약 30%에서 절박 

요실금이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압 요실금 환자가 수술적 치료를 받을 경우 수

술 후 75% 정도는 절박 요실금이 호전되지만, 25%는 지속 또는 악화되거나, 수술 전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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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절박 요실금이 새로 생기는 경우도 있다. 복압 요실금 환자의 치료 시 절박 요실금 여

부를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며, 이는 치료 방향과 치료 결과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4. 범람 요실금 (Overflow incontinence)

범람 요실금은 소변 배출이 불완전 하거나 (근치적자궁적출술 등 후 신경 손상) 방광 

출구가 폐색될 경우 (전립선 비대증, 심한 골반탈출증 등) 방광 내 소변 양이 방광 용적

을 초과하게 될 때 소변이 요도 밖으로 넘쳐 나오며 발생한다. 범람 요실금 환자는 매우 

잦은 빈뇨와 잔뇨감, 요점적 (dribbling)을 호소한다.

III. 요실금의 진단

요실금의 진단은 주관적 자료인 병력, 과거력 등을 알기 위한 문진과 객관적 자료인 

신체검사, 소변 검사, 요도폐쇄압 측정, 요누출 시 복압 측정, 요역동학 검사, 요도방광

내시경, 요도방광조영술, 등이 있고 배뇨일지 (72시간 배뇨양상 기능검사)와, 패드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1. 병력 청취

I. 주 증상 확인

    - 요실금 발생 시점, 발생하는 상황, 빈도

    - 요실금의 종류 : 절박, 복압, 혼합, 범람 요실금

    - 중증도 : 일상 생활 지장여부, 패드 착용 여부, 패드 교체 빈도

    - 동반된 배뇨증상 : 빈뇨, 절박뇨, 야간뇨 및 배뇨통, 혈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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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색 증상 (불완전 요배출, 세뇨)

    - 골반장기탈출증 증상 : 재발성 방광염, 질내 압박감, 밑 빠짐 호소

II. 신경계 원인 감별

    - 척수 질환, 추간판 탈출증, 척추 협착

    - 뇌질환, 파킨슨증, 다발성경화증, 당뇨병

    - 배변 활동 이상 여부, 이외 신경 질환

III. 이전 치료법에 대한 반응 

IV. 이전 병력 

    - 당뇨, 신경 질환 등

    - 골반 수술, 비뇨의학과 수술, 산부인과 수술, 이외 의학적 문제

    - 분만력  : 질식분만 vs. 제왕절개, 분만 횟수, 난산, 분만시 손상

    - 폐경 여부

V. 약물 복용력 : 표 2 참고

VI. 음식 섭취 : 카페인, 알코올

VII. 병력 청취 시 유의 사항 :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함.

환자의 불편도에 따라 치료 여부 및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 

2. 소변 검사 

방광염에 의해 요실금 증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별.

3. 신체 검사

요실금을 유발할 수 있는 해부학적 이상이나, 신경학적 이상을 관찰.

환자에게 검사 방법과 목적에 대하여 검사 전 충분히 설명을 하고, 환자가 수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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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지 않도록 주변과 격리된 진찰실에서 신체 검사를 시행함. 검사 후에는 검사복 등

으로 진찰 부위를 가려주는 등 환자를 위한 배려가 필요함.

    1) 소아 : 엉치뼈 주위로 지방척수막 탈출증이 의심되는 덩이가 만져지는지 확인.

    2) 복부 진찰 :  아랫배 통증, 하복부 팽만 (요폐색으로 인한 방광 팽만) 등을 감별

    3) 신경 검사 : 돌제거술자세 (Lithotomy position)에서 감각, 운동, 반사 검사를 시행.

        - 항문의 tone : Suprasacral lesion – 증가됨 / Sacral lesion – 감소됨

        - 음부 감각 : pudendal afferent limb 확인

        - Bulbocarvernous reflex : Spinal shock 환자 상태 판단

           Sacral micturition center S2-4, 

           Pudendal afferent/efferent limb 가 온전한지 판단

           : 망울해면체근 또는 귀두 자극 시 항문 조임근이 반사적으로 수축함. (정상)

망울해면체근

항문	괄약근의	수축

    4) 골반 진찰 : 

        -   앞 질벽을 관찰한 후 환자가 힘을 주는 동안 방광탈출증 여부, 자궁목의 위치 

및 이동 정도를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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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광 탈출증 

        - 앞 질벽을 관찰한 후 뒷질벽을 관찰하여 직장탈출증 등 확인.

    5) 복압상승 요실금 유발 검사 : 

        -  돌제거술자세에서 방광을 생리 식염수로 채우고 환자가 기침을 하게 하거나, 

배에 힘을 주도록 하여 요 누출이 생기는지 관찰.

        -   누운 자세에서 새지 않으면 앉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다시 시도함.

        -  방광탈출증이 있을 경우, 손가락으로 환원시킨 후 검사를 시행하여 요 누출여

부를 확인.

    6) Q-Tip TEST : 

        -  소독한 면봉에 윤활제를 바른 후 요도를 통하여 방광 입구까지 면봉을 삽입한 

후 환자가 배에 힘을 주었을 때 면봉이 올라가는 각도를 측정하여 요도의 과

활동성을 확인.

        -  면봉 끝을 기준으로 수평일 때와 배에 힘을 주었을 때 30˚ 이상 차이가 나면 

요도의 과활동성이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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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에 힘을 주지 않은 상태 배에 힘을 준 상태

복합성 요실금 Q-tip Test

    7) 배뇨일지 (72시간 배뇨양상기능검사) : 

        -  3일간의 배뇨양상 (배뇨량, 배뇨시간, 배뇨 횟수, 절박뇨, 요실금, 기상, 취침시

간)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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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패드 검사 : 

        - 요실금 정도를 판단.

        - 일반적으로 1시간 동안 활동 후 패드에 새어 나온 소변의 무게를 측정함.

    9) 요역동학 검사 : 

        -  요역동학 검사는 신경 원인에 의한 요실금이나, 이전 요실금 수술 후 증상이 

재발한 경우, 요실금 증상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등에 시행할 것을 권

하고 있음. 

        - 얻을 수 있는 정보 

           ① 요실금 종류 : 복압성 요실금 vs 절박성요실금 동반된 혼합성 요실금

           ② 원인 : 요도의 과운동성 vs 내인 요도 조임근의 기능 부전

               -  복압 요누출압 (Valsalva Leak Point Pressure) : 방광을 채운 상태에서 복 

압을 서서히 증가시켜 요 누출이 발생하는 시점의 방광 내압

                  <60cmH2O : 내인 요도 조임근 부전

                  60-90cmH2O: 내인 요도 조임근 기능의 장애요소가 있음.

                  >90cmH2O : 내인 요도 조임근 기능 정상

           ③ 객관적 지표 제공 : 

                 배뇨 속도 (Urine flow), 잔뇨량 (Residual Volume), 방광내압 (Vesical 

Pressure), 최고요도폐쇄압 (Maximal Urethral Closure Pressure), 요누출

압 (Valsalva Leak Point Pressur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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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방광요도경 검사 : 필수적인 검사는 아니나 하부 요로의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시행 

IV. 요실금의 치료

1. 일시적 요실금

표 2의 원인에 의한 일시적인 요실금의 경우, 각 원인의 제거가 필요하다.

전신질환의 경우 질환에 대한 치료가 기본적으로 병행되어야 하며, 요로감염의 경우 

필요시 적절한 항생제의 사용이 필요하다. 소변이 다량 발생하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만성 변비 등으로 인해 방광으로부터의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고 저류되는 경우 원

인 질환을 치료 시 요실금이 호전된다. 약물에 의한 경우, 약물을 끊거나 조절할 시 요

실금이 호전될 수 있다. 원인 질환이 치료되고 난 뒤에도 지속되는 요실금의 경우 방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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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요도에 다른 원인이 동반되어 있지 않은지 추가 검사를 통해 확인한다.

2. 절박 요실금

1) 행동 요법 : 

   - 새기 전에 미리 소변을 보도록 교육.

   - 수분 섭취 제한, 방광에 자극이 가는 음식 회피 (카페인, 알코올 등)

   -   방광 훈련 :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일정한 시간에 소변을 보도록 교육 (Timed 

voiding)

   - 골반근육운동 : 항문과 골반근육을 수축 및 이완하는 것을 반복

2) 약물 치료 : 

   - 항콜린제, 항무스카린제

   - 베타-3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작용제 

3) 수술적 치료 : 

   - 배뇨근 내 보툴리눔 독소 주입

   - 천수신경 자극기 삽입

4) 간헐적 도뇨 (Clean Intermittent Catheterization) : 

   -  방광유순도가 낮은 환자에서 항콜린제와 함께 사용하여 높은 방광 내압을 낮출 

수 있음. 

3. 복압 요실금

소변이 새는 양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주 새지 않고, 적은 양의 소

변만 새는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할 수 있으며, 증상이 심화됨에 따라 약물 치료 또는 

수술적 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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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존적 행동 요법: 

   -  골반저 운동 (케겔 운동) : 외요도 조임근의 폐쇄 기능을 회복 시키고 방광목 및 

요도의 과활동성을 감소시켜 해부학적 복압성 요실금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음.

      질 콘, 바이오 피드백, 전기 자극기를 사용하여 골반저 운동을 시행할 수 있음.

[전기	자극기]

 2) 약물 치료 : 

   - 알파 아드레날린 작용제 (슈도 에페드린)

       : 방광목과 근위부 요도에는 알파 수용체가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알파 아드레날

린 작용제를 복용하여 평활근의 수축을 유도하여 최고요도폐쇄압을 상승시킴.

   - 삼환계 항우울제 (이미프라민)

      : 알파 작용제 및 항콜린제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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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호르몬 (프레마린, 에스트리올)

3) 페사리 (Pessaries) : 

   -  수술적 치료를 원하지 않거나, 전신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질내 삽입하여 방광목

을 지지함.

4) 수술적 치료 : 

     [방광목의 활동성이 증가한 복압성 요실금]

      ①  슬링 수술 : 복압 요실금의 형태나 정도와 관계없이 일차적 수술방법으로 시

행됨.

            a. 무장력 질테잎 수술 (Tension-free Vaginal Tape, TVT) 

                  치골 상부에서부터 요도를 감싸고 반대쪽 치골 상부까지 폴리프로필렌 테

잎을 걸어줌으로써 중부 요도를 지지해줌. 유지력이 길고, 복압성 요실금 

정도가 심한 환자들에게 효과적이나 방광천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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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경폐쇄공 테이프 술식 (Trans-Obturator Tape, TOT) : 

                  서혜부쪽의 경폐쇄공으로 폴리프로필렌 테잎이 들어가 요도를 감싸고 반

대쪽 경폐쇄공으로 테잎이 나옴으로써 중부 요도를 지지함. 방광천공의 부

작용이 적고 TVT에 비하여 수술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음. 테잎을 삽입

하는 방향에 따라 In-Out, Out-In 등 수술방법이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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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압력 재조절이 가능한 슬링 (Re-Adjustable Sling)

                 : 폴리프로필렌 테잎과 압력을 조절하는 본체 기계 (Varitensor) 및 이를 

조절하는 탈부착 가능한 조절기 (manipulator)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술

을 마친 후 일상 생활을 하며 압력을 조절 한 뒤 조절기를 제거한 뒤 상처

를 최종적으로 봉합하며, 향후 요실금의 재발 또는 저류 등이 있을 시에 조

절기를 재 연결하여 테잎의 압력을 재조정할 수 있음. 주로 이전 슬링 수술 

후 재발한 환자 등에서 사용됨.

            d. 앞 질벽 슬링수술, 근막을 이용한 슬링수술

     [내인 요도 조임근 부전 원인의 복압 요실금]

      ① 슬링 수술

      ② 요도 주위 주사

      ③ 인공요도 괄약근 삽입



대한비뇨기과학회・5554・The Korean Urological Association

2. 필수 습득 질환

4. 혼합 요실금

혼합 요실금의 약 절반에서 절박 요실금 치료를 받은 후 요실금이 안정화 된다고 보

고되어 있다. 항콜린제에 반응을 하지 않던 절박 요실금이더라도, 복압 요실금에 대한 

수술적 치료 후에는 항콜린제에 좋은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 

5. 범람 요실금

방광을 효과적으로 비우는 것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범람의 원인인 전립선비대증, 요

도협착 등에 대하여 경요적 전립선 절제술 또는 요도 절개술 등이 필요하다. 여성의 경

우 골반장기탈출증의 치료가 필요하다. 방광수축력 저하의 경우 간헐적 도뇨를 통해 방

광을 효과적을 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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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습성과

1)	저장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에게서	과민성방광을	진단할	수	있다.

2)	과민성방광	환자의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다.	

실습학습목표

1)	배뇨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에게서	병력청취를	통해	저장증상과	배뇨증상을	감별할	수	있다.

2)	저장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에게서	과민성방광을	진단할	수	있다.

3)	과민성방광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에게서	다른	원인을	감별할	수	있다.

4)	과민성방광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에게서	적절한	신체진찰을	할	수	있다.

5)	과민성방광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에게서	필요한	검사를	선택하고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6)	과민성방광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에게서	적합한	치료를	계획하고	교육할	수	있다.

7)	과민성방광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에게서	생활습관	교정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8)	배뇨와	관련된	방광과	요도의	조절기전을	설명할	수	있다.

9)	과민성방광의	병태생리와	관련약물을	설명할	수	있다.	

2.2 과민성방광 OVERACTIVE	BLAD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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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정의

2002년 국제요실금학회 정의에 의하면 과민성방광은 요절박을 핵심증상으로 절박

성요실금이 동반될 수 있으며, 보통 주간 빈뇨와 야간뇨가 동반되고 이러한 증상을 일

으킬 수 있는 요로감염이나 다른 명백한 질환이 없을 경우로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과

민성방광의 진단에 있어서 요절박이 필수적인 요소이며 요절박은 강하고 갑작스러운 

요의를 느끼면서 소변이 마려우면 참을 수 없는 증상으로 정의된다. 

II. 병인

원인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배뇨근과활동성이 대표적 원인이다. 

III. 진단

1) 병력 청취

과민성방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증상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 간단한 질문들로 이

루어진 설문지를 통해 과민성방광 유무 및 정도를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으며 (그림 1) 

이외 증상 지속 기간, 비뇨기과적 혹은 부인과적 병력, 이뇨제 복용 등 빈뇨와 야간뇨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의 복용 여부, 방광 자극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변비, 요로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배뇨통, 가능한 원인, 즉 신경학적 원인이나 대사적 원인 등에 대한 조

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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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검사

여성의 경우 골반장기 탈출증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회음부 내진을 시행하고, 

항문 괄약근 상태 및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한다. 남성의 경우는 직장 수지검사를 통해 

전립선 크기, 항문 괄약근 상태 등을 평가한다.

 3) 요 검사

요로 감염은 과민성방광 진단 시 반드시 구별해야 할 질환이다. 요검사는 필수적인 

검사이며, 요 검사에서 혈뇨가 확인되면 추가적 비뇨기과적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당

이나 단백뇨가 확인되면 신장 검사가 필요하다. 방광 자극 증상이 심하면 방광암의 가

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요세포 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4) 72시간 배뇨양상 기능검사

배뇨일지를 통해서 하루 중 배뇨 시간, 배뇨량, 배뇨 횟수, 수분 섭취량, 요실금 발생 

횟수 등 다른 검사로는 알 수 없는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일에서부터 7일까지 기

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3일 정도 연속적으로 기록한다.

5) 요역동학 검사

모든 과민성 방광 환자에서 요역동학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증상이 복

합적인 경우, 신경질환이 동반되었거나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조기 치

료에 실패한 경우에는 요역동학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6) 기타 검사

추가적으로 방광요도경 검사와 방사선학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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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과민성방광	증상점수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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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치료

1) 행동치료

① 환자교육

     환자가 하부요로 및 골반저근의 생리와 역할, 본인의 질환에 대해 이해하고 그 기

능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골반저근을 강화하고 요절박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골반저근 운동법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

여 골반저운동과 같은 보존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한다.

② 방광훈련/시간제 배뇨

     방광훈련은 환자가 요절박 또는 절박성요실금이 발생하기 전에 배뇨를 하도록 의

도적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을 유지하며 배뇨하는 것을 말하며, 대개 2-3시간 간격

으로 배뇨하게 한다.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면 점차 배뇨 간격을 넓힌다. 약물 치료 

및 골반저근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생활습관 및 식이습관 변화

     흡연, 비만, 변비, 카페인, 산성 음료, 술, 탄산음료 등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

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과도한 수분섭취 제한은 소변이 농축되어 방광이 자극되

며, 과도한 수분섭취는 소변의 양을 증가시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며 적절한 수

분섭취가 바람직하며 하루 1.5L 정도의 소변량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④ 요절박 억제

     절박성요실금 환자의 경우 요절박이 있을 때 앉아서 다리를 모으고 골반저근을 수

축하여 요절박을 억제한 후 화장실로 가는 것으로 절박성요실금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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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골반저재활

① 골반저근훈련 (그림 2)

     과거에 케겔운동이라 불리던 방법으로 전문가에 의해 교육을 받아 시행하는 반복

적인 수의적 골반저근 수축을 말한다. 훈련 초기에는 빠르고 강한 골반저근 수축

을 유도하며 장기간 시행하면 신경의 적응을 유발하여 골반저근이 비대해지고, 골

반저근 수축의 시기와 조화를 향상시킨다.

그림	2.	골반저근훈련	(출처: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홈페이지)

양쪽다리를	벌린	채로	운동을	하여야	운동이나	다리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골반근육	수축운동은	
방귀를	참는	생각으로	항문을	위로	당겨	올려서	조여주며	이때	1에서	5까지	천천히	세고나서	힘을	풀어
준다.	이	동작이	익숙해지면	질근육도	의로	당겨	올려주는	방법으로	조여준다.	수축할	때	숨을	참지	않
는다.	운동을	할	때	엉덩이나	아랫배에	손을	대고	힘이	들어가	있지	않았는가	확인해	본다.

1.		양쪽	다리를	어깨넓이	만큼	벌린채로	똑바로	바
닥에	누워서	아랫배와	엉덩이의	근육은	편안하게	
이완시킨	상태로	5초간	골반근육을	수축한다.

2.		똑바로	바닥에	누워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숨을	들
어	마시며	엉덩이를	서서히	들면서	골반근육을	5초간
한다.	이어서	어깨,	등,	엉덩이	순서로	바닥에	내리면서	
힘을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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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	무릎과	손바닥을	댄후	
숨을	들이	마시면서	등을	
동그랗게	하고	5초간	골반
근육을	수축한다.	이어서	
숨을	내쉬면서	원상태로	
돌아간다.

4.		엉덩이를	깔고	앉은	상태
에서	양	발끝이	외축으로	
향한	상태에서	골반근육을	
5초	동안	수축하면서	양	
발끝을	내축으로	향하게	
한다.

5.	마리를	가부좌하고	앉은	자세에서	골반항문,		질을	서서히	조여준다.

6.		선채로	양팔꿈치를	붙이고	의자나	탁자를	이용해서	몸의	균형을	잡

는다.	이	상태에서	양발꿈치를	들면서	운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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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바이오피드백

     바이오피드백은 질이나 항문에 측정기구를 삽입하여 골반저근의 압력이나 근전

도를 모니터를 통해 직접 확인함으로써 환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골반근이 제대로 

수축하고 있는지를 인지하게 하는 방법으로, 환자 스스로 골반저근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이다 (그림 3).

골반저훈련은 구두 교육에 의해 느낌으로 시행하는 운동이므로 정확한 운동치료가 

되지 못할 수 있어 성공률이 낮고 동기 유발에도 문제가 있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가 많다. 이에 반해 바이오피드백은 특정한 근육만을 정확하게 반복 훈련하고 강화 정

도를 확인함으로써 강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교육받은 대로 정확한 골반저운동을 

진료실 밖에서도 꾸준히 시행하는 것이 치료 성공에 중요한 요소이다. 치료의 표준화는 

정립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30분 이상 지속하고 1주 2회 이상의 치료를 1

개월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그림	3.	바이오피드백	(제3판	배뇨장애와	요실금	p.	144)
(A)	바이오피드백	장비와	측정기구(탐색자와	패치)	

(B)	바이오피드백	검사	화면(위:	골반저근	근전도,	아래:	복부근육	근전도)
					(Courtesy	of	Laborie	Medical	Technologies	Canada	ULC)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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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약물치료 (그림 4)

① 항무스카린제

     배뇨근의 수축은 부교감신경의 말단에서 분비된 아세틸콜린이 배뇨근의 무스카

린 수용체에 작용하여 일어난다. 아세틸콜린은 요저장기에도 방광의 긴장도를 유

지한다. 또한 무스카린 수용체는 배뇨반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로상피, 요로

상피하 신경 및 간질세포에도 분포한다. 사람의 방광에는 모든 아형의 무스카린 

수용체가 존재하지만 M2 및 M3 수용체가 가장 많으며 M2 수용체가 M3 수용체에 

비해 3:1 정도로 많으나 M3 수용체가 배뇨근 수축에 주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무스카린제는 배뇨근의 무수카린 수용체에 결합하여 아세틸콜린과 수용체의 

결합을 방해하여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방광 이외의 조직에 

분포하는 무스카린 수용체 아형은 침샘에 M1, M3 수용체, 위장관계에 M2, M3 수

용체, 대뇌에 M1 수용체, 홍체에 M3 수용체, 심장에 M2 수용체이며 이로 인한 부

작용으로 잔뇨량 증가, 구갈, 변비, 두통, 시각장애 등이 있으며 협우각 녹내장의 

경우 금기이다. 

② 베타3 작용제

     사람의 배뇨근에는 베타 수용체가 분포하며 이들을 자극하면 adenylyl cyclase를 

활성화하거나 BKCa 통로에 작용하여 방광이 이완된다. 또한 요로상피에 분포하

는 베타 수용체를 자극하면 배뇨근을 억제하는 물질을 분비하여 방광이 이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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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과민성방광	치료	약물의	기전	

배뇨근	수축

아세틸콜린

배뇨근	이완

무스카린수용체

베타	3수용체 노르에피네프린

참고문헌

제5판	비뇨기과학	p.	410-413

제3판	배뇨장애와	요실금	p.	144	그림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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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립선비대증 BENIGN	PROSTATE	HYPERPLASIA

최종학습 성과

1)		하부요로증상을	호소하는	남성에게서	병력청취와	신체진찰을	통해	전립선비대증을	진

단할	수	있다.	

2)	전립선비대증의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다.

실행학습 목표

1)	전립선비대증의	증상을	설명한다.

2)	전립선비대증의	진단법을	설명한다.

3)	전립선비대증의	치료	방법을	열거한다.

4)	전립선비대증의	수술	적응증을	열거한다.

5)	전립선암이나	전립선염등과	감별	진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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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립선비대증의 정의

조직학적 전립선증식 또는 전립선요도의 긴장도 증가에 의한 하부요로증상이 발생하는 

상태 

II. 전립선비대증의 유병율

전립선비대증은 60대 이후에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80대의 경우 90%에서 조직

학적 전립선비대증이 관찰된다. 그러나 치료가 필요한 임상 증상을 보이는 전립선비대

증은 조직학적으로 전립선비대증이 관찰되는 남성의 20-50% 정도 이다. 조직학적인 

전립선비대는 40대 이후에 시작되지만, 주로 임상 증상을 보이는 전립선비대증 환자는 

주로 50대 이후에 발생한다. 

III. 전립선비대증의 증상 

전립선비대증에 의해 배뇨시 하부요로증상 (Lower urinary tract symptom, LUTS) 

으로 정의되어 있는 다양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하부요로증상 (LUTS) 

- 배뇨증상 (Voiding symptoms): 약뇨, 잔뇨감, 간헐뇨, 복압배뇨

- 저장증상 (Storage symptoms): 빈뇨, 요절박, 야간뇨 

- 배뇨후증상 (Postvoiding symptoms): 요점적 (dribb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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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전립선비대증의 진단

1) 병력청취
하부요로증상에 대한 파악과 함께 하부로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인 당뇨, 파킨슨

병, 뇌졸증 등과 같은 내과 및 신경계 질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과거 수술력, 일반

적인 건강 문제, 성생활 문제, 약물 복용력 등을 조사해야 한다. 동반 증상으로 혈뇨 여

부, 성기능장애, 전립선암 가족력 등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한다.

2) 하부요로증상 평가
국제전립선증상점수 (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IPSS)

환자의	증상을	정량화	할	수	있는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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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검사

직장수지검사, 전립선을 직접 만져 전립선비대증 뿐만 아니라 전립선암, 급/만성전립

선염 등 전립선에 발생하는 질환은 진단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전립선의 크기, 모양, 표

면, 딱딱한 정도, 압통 유무, 주위조직, 정낭 등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4) 검사실검사

요검사, 전립선특이항원검사 (Prostate specific antigen: PSA), 혈청크레아티닌

5) 요류검사와 배뇨후잔뇨량 측정

 요배출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간단하며 비침습적인 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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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속검사

<정상요속> <전립선비대증요속>

전립선비대증	환자의	요류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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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직장초음파검사

전립선비대증의 평가에 있어서 전립선의 크기와 부피를 측정하고 전립선암 여부를 

평가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그림.	초음파	검사

7) 선택적 진단검사

요역동학검사, 요도방광내시경검사, 요세포검사, 상부요로영상검사, 역행성요도조영

술, 전립선생검

V. 전립선비대증의 치료

1) 약물 치료

 전립선 평활근의 이완을 통한 기능적 폐색 치료 약물 - 알파차단제 

 전립선 크기의 감소를 통한 해부학적 폐색 치료 약물 - 5알파환원효소억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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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술 치료

 적응증 

    -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요폐

    - 전립선비대증에 의한 신부전

    - 재발성 요로감염

    - 혈뇨

    - 방광 결석

수술 방법

    - 개복전립선절제술 

         현재 전립선의 크기가 매우 커 개복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경요도 전립선절제술

         전립선비대증 치료의 표준적인 방법으로 내시경을 환자의 요도를 통해 방광과 

전립선요도에 삽입하여 비대된 전립선 조직을 전기칼로 제거하여 요도를 압박

하고 있는 전립선 조직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

         레이저를 이용하여 비대된 전립선 조직을 태워 없애거나 절제하는 수술법으로 

대표적인 방법으로 KTP 레이저를 이용한 광선택적전립선기화술과 홀뮴 레이저

를 이용한 전립선적출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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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습 성과

1)		배뇨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병력	청취와	신체	검사를	통해서	진단	계획을	수립하고	다른	

질환과	감별	할	수	있다.	

2)		배뇨통이	있는	환자의	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진단명을	유추하고	치료	계획을	세워	설명	

할	수	있다.	

실습학습 목표

1)	비뇨기계	감염	및	염증성	질환의	원인,	병태생리를	이해하여	진단과	치료원칙을	수립한다.

2)		배뇨통	환자의	세균뇨,	재감염	(reinfection),	재발감염(relapse),	지속세균뇨,	복합감염

(complicated	UTI)을	감별	할	수	있다.		

3)		급성방광염의	증상과	요검사	소견을	나열하고	치료원칙을	설명한다.

4)		여성의	질과	요도의	해부학적	근접성과	젊은	여성에서의	성교	후	발생하는	방광염의	상

관관계를	설명하고,	처치에	대하여	기술한다.

5)	급성전립선염의	증상과	신체검사	소견을	기술한다.

6)	만성비세균성	전립선염의	원인을	열거하고,	치료방법을	기술한다.

7)	만성전립선염을	분류한다.

2.4 배뇨통, 하부 요로감염 DYSURIA,	PAINFUL	URINATION,	LOWER	URINARY	TRACT	INFECTION



76・The Korean Urological Association

실습학생 지침서

I. 전형적 임상양상

  
요로감염은 요로상피에 세균이 침범하여 발생하는 염증성 반응으로 주로 직장내 세

균의 상행성 감염에 의해 발생 한다.  급성방광염은 대부분 하부요로계의 해부학적, 기

능적 이상 없이 세균이 침입하여 생긴 단순 감염이다. 단순급성방광염은 대부분 성적으

로 활발한 젊은 여성에서 발생한다.  1차 요로감염의 경로는 항문-회음-요도-방광으로 

옮겨 가는 상행성 감염이다. 이런 단순방광염은 신장의 감염으로 상행될 경우가 드물지

만 상행되는 경우 신우, 신배, 신간질의 급성 세균감염을 발생 할 수 있으며 전신 증상

을 동반하게 된다. 

남성에서 요로생식기 중 고환, 부고환, 전립선 등의 생식기에 염증이 발생 할 수 있으

며 이중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은 방광자극증상, 하부요로폐쇄증상, 회음부 및 성기 통증, 

고열, 오한, 근육통, 관절통과 같은 전신증상을 나타나므로 임상 증상으로 진단이 될 수 

있다.   

1) 상부요로감염 

고열, 오한, 옆구리 통증, 오심, 구토와 같은 위장관계 증상, 전신 무력감 

2)  하부 요로감염

배뇨통, 빈뇨, 급박뇨, 배뇨후 통증, 잔뇨감, 배뇨곤란을 포함한 하부요로배뇨증상, 허

리아래통증, 치골상부통증, 혈뇨, 소변에서 악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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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병력 청취  

과거력 확인 : 증상 최초 발생 시점, 이전에도 동일증상 있는지 확인, 같은 증상으로 

치료 기왕력, 과거력, 가족력, 생활 습관, 음주, 흡연 여부, 지금 혹은 전에 복용한 약물의 

종류, 용량, 부작용, 최근 성관계 기왕력, 이전 요로결석, 수술 기왕력 확인 

주증상 확인 :  배뇨 통증 발생 시점 (갑자기 발생했는지, 서서히 발생했는지)  

 배뇨통의 구체적인 증상 (처음부터 지속되는 통증인지, 배뇨후 통증인

지 확인)   

반복적인 배뇨통인지 확인

병태생리 확인 : 배뇨 곤란 확인 (요폐  증상 확인, 배뇨시 걸리는 느낌 있는지 확인) 

                         소변색 확인 (혈뇨 유무, 탁하거나 거품 있는지 여부)

                         빈뇨, 요절박, 야간뇨, 요주저, 요점적, 잔뇨감 증상

                         하복부 통증, 옆구리 통증 유무 확인 

                         회음부, 골반 통증, 남성 환자의 경우 고환 부고환 통증 유무 확인  

          

III. 이학적 검사 임상 술기 및 수행 

1)  치골 상부 촉진: 방광부위 촉진하여 소변이 과도하게 차여 있는지 확인하며 압통이 

있는지 확인 한다. 

2) 갈비척추각타진: 양측 옆구리를 주먹을 가볍게 쥐고 두드리면서 통증이 있는지 확인

3) 남성 바깥생식기관 관찰: 고환과 부고환 통증, 압통, 부음 확인, 음낭 피부 발적 확인 

4) 남성 항문직장 검사: 전립선 촉진 통증, 압통, 열감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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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성 바깥생식기관 진찰 및 골반 내진 검사: 질 분비물 양상 관찰하고 냄새 확인 

6) 젖은도말표본 검사 (wet smear test): 질염 동반 유무 감별을 위한 검사

IV. 감별진단

감염 원인 

- 단순/ 만성/ 재발성 방광염

- 간질성 방광염/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

- 성매개 감염균에 의한 요도염 

- 급성 신우신염

- 급성/ 만성 전립선염 

- 세균성, 바이러스성, 캔디다성 질염, 위축성 질염

폐쇄 원인 

- 요로결석 (방광, 요관, 요도 결석) 

- 요도협착, 전립선 비대증 

- 요도게실  

- 비뇨기계 종양

- 비뇨기계 선천 질환 

기타 질환 

- 과민성방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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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진단 

1) 임상병리검사

• 상부/ 하부 요로감염시 공통 

    현미경적 소변 검사, 소변 세균배양 검사: 농뇨, 세균뇨 (>100,000 CFU/mL), 혈뇨 

• 상부 요로감염의 경우 

    일반혈액 검사 – 백혈구 특히 중성구 증가, C-반응단백의 증가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 상승가능 

2) 영상학적 검사   

① 배설성 요로 조영술: 

      대부분 정상 일수 있으나 금성 신우 신염의 경우 신장의 크기가 염증 반응으로 붓

게 되며 신장실질의 혈관이 수축함에 따라서 음영이 정상에 비해 지연되거나 신

우신배 조영제가 출현이 늦어짐  

② 신장초음파 검사 : 

     저반향의 병변 부위 관찰되거나 신장 실질이 부어 있고 집뇨계가 압박을 받은 소견  

③ 복부  CT 검사 :

     급성 신우신염 조영제가 신실질로 저하된 결손 perfusion deficits 

     신농양 Ring sign 

     전립선 농양  Prostate abscess formation

④ 단순 엑스레이 검사 KUB, 조영제 미사용 CT :

     gas 가 신장 방광 주변 관찰 (기종성 신우신염, 방광염)

⑤ DMSA 신스캔 검사

     perfusion de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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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치료 

원인 질환 및 세균배양 검사에 맞추어서 항균제 선택 치료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

권고안 참조)

표	1.	급성	방광염의	경험적	항생제	요법		

항생제	 용법	(경구)	 기간

Fosfomycin	trometamol	 3g	1회 1	일	

Nitrofurantoin	macrocrystal 100mg	2회	 3일	

베타	락탐	항생제	

Amoxicillin-clavulanate
250/125mg	3회
500/125mg	2회

7일

Cefaclor 250mg	3회 7일

Cefdinir 100mg	3회 5-7일	

Cefpodoxime	prexetil	 100mg	2회 5-7일

퀴놀론계	항생제	

Ciprofloxacin	
500mg	2회
500mg	1회	서방정	

3일

Tosufloxacin 150mg	2회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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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수 습득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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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습 성과

1)	성매개	감염	환자의	병력	청취와	신체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2)	성매개	감염을	진단하고	세부	진단에	다른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실습학습 목표

1)	임균성,	비임균성	감염의	증상,	검사	소견	차이점을	비교한다.

2)	각	진단에	따른	항생제	사용	계획을	수립한다.	

2.5 성매개 감염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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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수 습득 질환

임질 (Gonorrhea), 매독 (Syphilis), 무른 궤양 (chancroid), 고샅부육아종 (Granuloma 

inguinale), 임균요도염 (gonococcal urethritis), 비임균요도염 (Non-gonococcal 

urethritis), 후천성면역결핍증 (Acquired Immune Deficiency Disease), 인간유두종바이

러스 감염증 (Human Papilloma Virus), 헤르페스병 (Herpes Simplex), 트리코모나스 감

염증 (Trichomoniasis).

I. 임상 양상

배뇨통, 요도 소양감, 요도 분비물, 성기 궤양, 성기 종물 또는 무증상

II. 병력 청취

최근 성관계 및 증상 발생 시기

III. 이학적 검사

외요도구 화농성 혹은 점액성 분비물 유무, 포피를 젖혀 귀두 관찰 통한 경결, 궤양 

유무 확인,

고환 촉진 (고환 및 부고환의 촉진시 열감, 통증 등), 성기 주변 궤양 및 종물 확인



84・The Korean Urological Association

실습학생 지침서

IV. 진단학적 검사

아침 기상 후 첫 소변 또는 배뇨 후 2-4시간 경과 후 배뇨 앞부분 소변 검체 필요

- Urine Analysis (> 10 WBC/HPF)

- Gram stain/culture

- PCR (Gonococcal urethritis, Non-gonococcal urethritis, Trichomoniasis)

-  Serological test (Treponemal test: FTA-ABS, MHA-TP, TPHA; Non-treponemal 

test: VDRL, RPR-syphilis)

V. 증상 및 치료

1) 임균 요도염 

증상 발현이 빠르고 뚜렷

Ceftriaxone 250mg IM 단회 또는

Cefixime 400mg PO 단회 

+

Azithromycin 1g PO 단회 또는

Doxycycline 100mg 1일 2회 PO 7일 

2) 비임균 요도염 

최근 상대적으로 증가 추세, 

 m/c cause- Chlamydia trachomatis, Mycoplasma genitalium, Ureaplasma urealytic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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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수 습득 질환

성접촉자도 반드시 치료

Mycoplasma genitalium  : Azithromycin 1g PO 단회 

Ureaplasma urealyticum : Levofloxacin 500mg 1일 1회  PO 7일 

Trichomonas vaginalis : Metronidazole 500mg 1일 2회  PO 7일 

재발성인 경우 herpes simplex virus 의심 필요 : 2-3주 경과 후 증상 소멸.

 

3) 매독 

(1) m/c cause-Treponema pallidum , 

(2) Serological test(Treponemal/Non-treponemal test) 

     - 치료 전 Non-treponema 역가검사를 시행한 후 치료 후 추적관찰한다. 

     - Treponema 검사는 매독 감염 후 평생 양성소견 유지. 

     -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면 Non-treponema 검사는 음성으로 전환됨. 치료가 늦

은 경우는 역가는 감소하지만 낮은 역가 (< 1:8) 로 지속될 수 있다.

(3) 증상 및 징후 

     1기 : 경성하감, 국소림프절병증 신고필요 

     2기 :  발진, 발열, 권태감, 탈모증, 두통, 망막염, 편평콜딜롬 (condyloma lata) 신고필요

     잠복 : 조기잠복매독 (감염 후 1년 이내), 후기잠복매독 (감염 후 1년 이상), 무증상

     3기 : 심혈관매독, 신경매독, 고무종 

(4) 치료 

     - 조기매독 : benzathine penicillin G 120만 단위씩 각각 양측 둔부에 1회 근육 주사

     -  후기잠복매독, 심혈관매독 : benzathine penicillin G 240만 단위 근육 주사 1주

일 간격 3회

     -  신경매독 : penicillin G potassium crystal 300-400만 단위  IV 4시간 간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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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일 요법 (1일 투여량 1800-2400만 단위)

     -  페니실린 과민성인 경우 테트라사이클린 500mg 하루 4회씩 15일 이상 혹은 독

시사이클린 200mg 14일 경구 투여

(5) 추적관찰

     -  매독 치료에 대한 반응은 non-treponema 검사 (RPR or VDRL) durrk 감소로 

나타남

     -  음성 또는 지속적으로 낮은 역가 (1:4 이하)를 보일 때까지 위 검사 추적 관찰 필요.

     -  후기잠복매독 또는 치료 병력이 확실치 않아 치료를 시행한 경우 치료 전 이 검사의 

역가가  1:4 이하로 낮을 수 있으며, 치료 후에도 역가 감소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4) 단순헤르페스바이러스 Herpes simplex virus: (HSV) 

(1)  성매개감염으로서 영아에게까지 전파 가능. Type I (입술, 안면, 눈), Type II (외성

기, 음부, 분만시 산도를 통해 신생아 감염)으로 나뉜다. 

(2)  성 접촉 2-10일 후 수포 발생 후 궤양으로 이행. 

(3) 바이러스의 배양과 분리, 조직 배양으로 진단. 

(4)  발라클로버 (valclovir), 팜시클로버 (famciclovir), 아시클로버 (acyclovir, ACV) : 

바이러스 DNA 중합효소에 대한 경쟁적 억제로 증식 차단. 5-10일 경구 복용.

5) 생식기 사마귀

(1) m/c cause : human papillomavirus

(2) 증상 및 징후 : 생식기, 항문의 사마귀, 가려움증, 출혈

(3)  검사 : 첨규 (여성 질경검사, 오도경검사), 편평콘딜로마 (2기 매독 – 매독 혈청검

사), 암종 (조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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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료 : 20% 포도필린 용액 도포 (치료 효과 낮음), 효과적인 치료 법 없음. 자궁암

을 일으키는 16, 18, 6, 11형에 대한 예방적 백신이 사용 중.

6)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1) 만성적 체중감소, 발열, 전신 쇠약을 보임.

(2) Type I (선진국에서 호발), II (후진국에서 호발)로 분류.

(3) 비뇨생식기계 증상 : 방광염, 전립선염, 부고환염, 결핵, 요도염, 궤양

(4) 선별검사 (항체 검사) 및 확정검사 (면역검사, Western Blotting)에서 양성일 경우

(5) 감염 및 전염력 있음을 판정함.

     - 파괴된 면역계를 완전 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는 아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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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요로 결석  URINARY	STONE

최종학습 성과

요로결석의	진단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복통을	유발하는	다른	질환과	감별할	수	있으며,	치

료에	대해	이해한다.

실습학습 목표

1)	요로결석의	원인과	증상을	이해한다.	

2)	요로결석의	진단	및	치료	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요로결석의	예방적	요법을	이해한다.

4)	요관	결석과	감별질환을	열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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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수 습득 질환

I. 요로결석의 원인과 증상

1) 원인

유전 (대사이상 유전질환, 가족력), 인종 (백인), 성별 (남자), 지리조건 (고산지대, 사막, 

열대지방), 날씨 및 계절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시기에서 1-2개월 후, 건조하고 더운 

날씨, 햇볕 노출), 음식 (단백질, 설탕, 소금의 과다섭취, 섬유소 부족), 직업 (사무직, 요리

사, 기계실 작업자, 관리직), 비만 등이 요로결석 발생과 관련된 인자로 알려져 있다. 

2) 증상

요관결석에 의한 요관폐색이 발생한 경우 요로계 퍵창으로 인해 급격한 경련성 통증이 

옆구리, 갈비척추각에 발생하며, 이는 다른 급성복통을 유발하는 질환들과 유사할 수 있

어 감별이 필요하다. (표 1) 또한 하복부, 고환, 음낭, 생식기 주변으로 연관통이 나타날 수 

있으며, 요관폐색이 부분적이어서 요의 흐름이 유지되는 경우 둔한 통증만 호소할 수도 

있고,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 신장결석은 일반적으로 통증이 없다. 육안적 혈뇨를 

보일 수 있고, 오심, 구토,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 증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결석이 하부요

로나 방광에 위치할 경우 빈뇨, 요절박, 잔뇨감 등의 하부요로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표	1.	급성	경련성	측복통에	대한	감별	질환

신장	또는	요관	결석
수신증	(신우요관이행부	폐색,	종양	등)
신우신염	또는	방광염
폐렴
갈비뼈	골절
급성	복통	(장,	담관,	췌장	또는	복부대동맥류	관련)
부인과적	질환	(난소낭종	관련	질환,	자궁외	임신)
대상포진,	좌골신경통	등의	신경학적	통증.
고환,	부관환	염증의	방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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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요로결석의 진단

1) 신체검사 

급격한 경련성 측복부 통증 호소시 갈비척추각의 타진에 의한 통증 (costovertebral 

angle knocking tenderness)이 전형적인 신체검사 소견이다.

2) 소번검사

Urinalysis, urine culture가 필요하며, 검사상 혈뇨, 농뇨를 보이는 경우 진단에 도움

이 될 수 있다.

3) 영상의학적 검사

a.  단순요로촬영 (KUB)  

KUB에서는 석회화, 척추 및 골반 골격의 이상유무, 장의 가스 패턴, 복부의 종괴나 

이물질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요로결석이 의심되는 경우 먼저 KUB를 시행하며, 결

석의 70-90%는 방사선비투과성이므로 KUB에서 쉽게 보인다. 그러나 방사선 투

과성 결석 (예, 요산석)인 경우 잘 나타나지 않으며, 방사선 비투과성 결석이라도 

요추, 골반뼈 등에 중첩되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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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경정맥신우조영술 (IVP)  

 IVP는정맥을 통해 조영제를 주사하고, 조영제가 요로를 통해 소변으로 배출되는 

영상을 시간별로 촬영하여 요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이다. KUB에서 나타

난 석회화 음영이 요로 내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결석에 의한 요로폐색이 있는 

경우 해당 부위 신장에서 조영제 배설이 지연되고, 수신증이 나타나며, 폐색된 부

위의 상부 요관이 확장되고, 조영제 배설이 원활하지 않아 요관상이 단절되어 나

타날 수 있다. 방사선투과성 결석인 경우 조영제의 충만 결손으로 나타날 수 있다. 

c.  비조영컴퓨터단층촬영 (Nonenhance CT)  

 Nonenhance CT는 IVP를 대체할 수 있는 요로결석에 대한 표준적인 검사 법으로

서, 결석의 크기, 위치, 밀도를 측정할 수 있다. CT는 단순촬영에서 확인되지 않는 

방사선투과성 결석도 진단 할 수 있다. 급성옆구리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CT가 IVP

보다 더 정확하며, CT상 결석이 없을 경우 통증의 다른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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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초음파 (Ultrasonography, US)  

초음파 (US)는 소아, 임산부 요로결석에서 일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영상학적 

검사법으로, 결석은 후방음영증가 (posterior acoustic shadow)를 동반한 고반향

성 에코 (bright echogenic foci) 로 보이며, 요로폐색이 발생한 경우 수신증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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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요로결석의 치료 

요로결석의 치료는 결석의 위치, 크기, 요로감염의 유무, 증상의 정도, 신기능 저하 정

도 등에 따라 대기요법, 체외충격파쇄석술, 수술요법 등으로 시행하게 된다. 

 1) 대기요법

결석의 위치 및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4mm 이하 크기의 결석은 40–50%에서 

자연 배출되며, 6mm 이상인 경우 5% 미만에서 자연 배출될 수 있다. 그리고 하부요관

결석은 약 50%에서 자연 배출될 수 있다. 따라서 증상이 심하지 않고, 폐색이 심하지 않

으면서 요로감염이 동반되지 않은 5mm이하 결석은 대기요법을 해볼 수 있다. 이 때 치

료는 통증 조절과 함께 충분한 수분섭취 (1일 소변량 2-2.5L 이상이 될 정도)를 하면 된

다. 급성통증에 대해서는 비스테로이드항염증제 (NSAID)가 효과적이며, 아편유사제 

(opioid)보다 더 좋은 진통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 통증을 완화하고 요관결석의 배

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탐술로신 같은 알파차단제 경구 투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요로폐색과 동반된 요로감염이 있을 경우 즉각적인 감압이 필요한데, 요관스텐트유설

치술 (double J ureteral stent) 또는 경피적신루관설치술 (Percutaneous nephrostomy, 

PCN)이 있다. 감압을 하고, 항생제 치료를 하여 요로감염이 해결될 때까지 결석의 최종

적인 치료는 연기한다.

2) 체외충격파쇄석술 (ESWL)

체외충격파쇄석술 (Extracorporeal shock wave lithotripsy, ESWL)은 체외에서 충격

파를 발사하여 몸 속의 결석이 위치한 한 지점에 충격파를 모아 결석을 잘게 부수어 자

연 배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입원이나 전신마취가 필요 없고, 합병증도 적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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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다. ESWL의 성공여부는 결석의 크기, 위치, 성분, 환자의 성향, ESWL의 시술 수행

도에 영향을 받는다. ESWL은 2cm 미만의 신장결석이나 요관결석에 대해 권장되며, 금

기증으로는 임산부, 출혈경향, 조절되지 않는 요로감염, 심한 근골격계 기형 및 고도 비

만, 결석과 근접해 있는 동맥류, 결석 원위부의 해부학적 폐쇄 등이 있다. 

3) 수술요법

a.  요관경하 수술  

 전신 또는 척추마취하에 요도, 방광을 통해 요관 및 신장내로 내시경을 넣어 결석

을 직접 확인하여 작은 요로결석은 그대로 제거하고, 큰 요로결석은 체내쇄석기로 

분쇄하여 제거하는 방법으로 보통 쇄석위 (lithotomy position)로 시행한다. 체내쇄

석기의 종류에는 레이저, 공기압쇄석기 (lithoclast), 초음파 (ultrasonic lithotripsy, 

USL), 전기수압충격파쇄석기 (electrohydraulic lithotripsy, EHL)가 있다. 요관경에

는 경성요관경 (rigid ureteroscopy)과 연성요관경 (flexible ureteroscopy)이 있는

데, 경성요관경은 시야가 좋고, 조작이 어렵지 않아 요관 결석을 제거하는데 유용

하여 이를 이용한 수술을 요관경하요관절석술 (ureteroscopic lithotripsy, URSL)

로 불리며, 요관결석 수술 중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다. 연성요관경은 경성요관경

이 접근하기 어려운 신우, 신배에도 접근이 가능하여 신장결석을 안전하고 덜 침

습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한 수술법을 역행성신장내수술 (retrograde 

intrarenal surgery, RIRS)이라고 불린다.

b.  경피적신절석술  

 경피적신절석술 (percutaneous nephrolithotomy, PNL)은 2cm 이상의 큰 신장

결석 치료의 표준적인 수술 방법이다. 피부를 통해 신장까지 24-30Fr 크기의 접

근 통로관 (access tract)을 만들고, 이를 통해 신장내시경 (nephroscope)을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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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을 확인한 후 체내쇄석기로 분쇄하여 제거하는 수술이다. 일반적으로 복와

위 (prone position)로 시행하나 앙와위 (supine)로도 가능하다. PNL 종료 시 신

루관 (nephrostomy catheter)을 넣지만 술 중 합병증이 없었던 경우 무신루 PNL 

(tubeless PNL)도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PNL의 가장 흔한 합병증은 발열, 출

혈, 요누출 및 잔석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이다.

c.  개복 및 복강경 수술  

신장결석에 대해 ESWL, URSL, RIRS, PNL 이 실패하였거나 성공적이지 못할 것

으로 예상되는 경우 개복 또는 복강경 수술을 고려할 수 있으며, 숙련된 술자의 경

우 복강경을 선호한다. URSL 또는 ESWL로 실패한, 크고 꽉 끼인 요관결석의 경우 

복강경하 요관결석제거술이 추천되며, URSL, ESWL보다 더 침습적인 수술이지만, 

결석제거율은 더 높을 수 있다.

IV. 요로 결석의 예방

결석의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법으로 수분섭취, 식이요법, 생활양식의 변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하루 배뇨량이 2-2.5L이상이 되도록 하루에 2.5-3.0L정도 수분섭취해주

는 것이 재발의 예방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식이요법으로는 염분 섭취 제한, 옥살산 

(oxalate) 섭취 제한이다. 옥살산 함량이 높은 음식에는 시금치, 견과류, 초콜렛, 홍차, 

양배추, 부추, 딸기 등이 있으며, 옥살산칼슘석 환자에서는 과량의 비타민 C 복용을 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동물성 단백질섭취를 하루 체중 1kg당 1g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고, 오렌지 주스처럼 구연산을 함유한 음식 섭취를 증가시키는 것이 좋다. 그리

고 칼슘섭취를 제한하지 말 것을 권장한다. 비만과 요로결석과의 관련성이 밝혀져 있어 

비만한 환자는 식이요법이나 체중조절을 통하여 감량하는 것이 요로결석의 재발 예방

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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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뇨의학과 외래 참관 술기

최종학습 성과

1)	요역동학	검사가	필요한	질환을	알고,	요역동학	검사의	원리를	이해한다.

2)	질환에	따라	요역동학	검사	결과가	다름을	이해한다.

실습학습 목표

1)	요역동학	검사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의의를	이해한다.

2)	정상성인의	방광내압	측정도	(cystometrogram)를	도해하고	설명한다.

3)	요역동학	검사의	적응증을	이해한다.

3.1 요역동학 검사 URODYNAMIC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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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역동학 검사는 하부요로기능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임상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부 요로는 소변을 축적하고 배출하는 동적인 기능이 있으므로, 요

로 조영술이나, 방광내시경 검사와 같은 정적인 검사와 달리, 방광을 채우는 과정과 배

뇨하는 과정을 통해 환자의 증상을 재현하는 요역동학 검사를 통해 증상에 대한 병태 

생리학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요역동학 검사는 하부요로의 막힘과 같은 배뇨장애와 요실금 등을 진단하고, 

치료방침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며, 뇌졸중이나, 척수손상 등으로 인한 신경탓방광, 

그리고 특발성 과민성 방광의 치료와 도움에도 도움이 된다. 방광을 포함한 하부요로의 

증상들은 같은 증상이더라도 원인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적응증이 된다면 요역동학검

사를 통해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역동학 검사의 목적 

질환이 배뇨기능에 미치는 영향 평가

① 위험군 결정

② 배뇨장애의 원인 규명

하부요로의 기능적 단위인 방광과 요도조임근의 동적, 기능적 활성을 조사하고 이 양

자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검사로 검사 결과는 환자의 증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환자의 증상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진단적 가치가 없으며 예측되는 이상 소견이 발

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상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발견되는 모든 이상 소

견이 임상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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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뇨의학과 외래 참관 술기

I. 요역동학 검사의 적응증 

표	1.	요역동학	검사의	적응증	

1.	복압	요실금과	절박	요실금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환자

2.	신경학적	장애가	있으며,	증상과	임상	소견이	일치하지	않는	환자

3.	방광출구폐색이	의심되는	하부요로증상을	보이는	환자	

4.	적절한	치료를	시행함에도	지속적으로	하부요로	증상을	보이는	환자

5.	방광출구폐색	증상	및	불안정	방광을	보이는	환자

6.	폐쇄성	하부요로증상	및	신경계	질환을	가진	환자

7.	젊은	남환에서	하부요로증상을	보이는	경우

8.	신경인성	방광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

9.	주간	절박뇨	및	절박	요실금을	보이는	아동

10.	지속적으로	주간	유뇨증을	보이는	아동

11.	척수	이상증이	있는	아동

12.	잠재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치료	전에	정확한	진단을	원하는	환자

13.	수술	치료를	계획하고	있는	재발성	요실금	환자

II. 요역동학 검사의 종류 및 역할

1. 요역동학 검사의 종류

표	2.	요역동학	검사의	세부	검사

필수	검사 요류검사와	잔뇨량	측정
충전	방광내압측정술
압력-요류	검사
신경생리학검사	(근전도검사)
요도내압검사

선택	검사 비디오	요역동학검사
이동	요역동학검사



104・The Korean Urological Association

실습학생 지침서

2. 요역동학 검사의 역할

배뇨근
기능평가

근전도측정술

비디오
요역동학검사
요누출압

요도측정술

오류검사
압력-오류검사

방광내압
측정술

신경병증의
인지와	평가

방광출구
기능평가

배뇨
기능평가

 

III. 요역동학 검사 장치

1. 요역동학 검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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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뇨의학과 외래 참관 술기

2. 모니터

- 측정된 압력을 그래프로 표시.

 

3. 압력 측정 기구 

① 요도 카테터 : 방광 내압, 요도 내압 검사 (이중관 카테터 또는 삼중관 카테터 사용)

③ 직장 카테터 : 복압 측정

④  근전도 lead : 근전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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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압력 변환기 (Transducer, pressure channel)

- 오류 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압력 교정 (pressure calibration) 이 필요함.

- 방광내압 (Pves), 복압 (Pabd), 요도내압 (Pura)

 

5.  요도 내압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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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뇨의학과 외래 참관 술기

IV. 요역동학 검사의 실제

1. 요역동학 검사 전 고려 사항 

①  배뇨 활동은 사적인 활동이므로 검사자는 환자가 편안함을 느끼면서도 개인적인 

영역이 침해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②  검사의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검사자는 사용하는 기구와 해부학적 구조, 환자의 

질환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져야 한다. 

③ 요로 감염이 있거나 최근 기계를 이용한 시술을 받은 경우 검사는 피해야 한다.

④  배뇨 관련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검사 전 충분히 약물 사용을 중지하거나, 

약물 사용 중임을 고려하여 검사 결과를 판독해야 한다.

⑤  기계 조작이 많이 필요한 경우 또는 요로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검사 후 

24-48 시간 동안 예방적 항생제를 복용하도록 한다.

⑥  신경학적 질환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자율신경반사부조 (autonomic dysreflexia)를 

주의하고, 이를 대비해야 한다. 즉, 발한, 두통 홍조, 고혈압, 대상성 서맥 등이 관

찰될 시에는 즉각적인 도뇨로 방광 내 압력을 감압하고 nifedipine 10mg 설하 투

여, 또는 IV hydralazine 의 투여를 고려한다. 

2. 요역동학 검사 시행 전 평가

① 문진 

     - 요저장 이상 (절박 및 복압요실금, 빈뇨 및 야간뇨, 야뇨증 )

     - 요배뇨 이상 : 복압배뇨, 소변주저, 불완전배뇨, 요류불량, 배뇨끝방울 떨어짐

     - 감각 이상 : 요절박, 배뇨통, 무감각, 방광통

② 신체 검사 : 신경학적 검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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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변 검사 : 요로 감염 배제, 

④  배뇨일지 :  증상의 과장에 의한 판단 오류를 피할 수 있으며 기능적인 방광의 최대

용량, 평균용량, 빈뇨와 야간뇨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 가능

⑤ 패드 검사 : 요실금 정도 측정

V. 요류 검사 (Uroflowmetry)

1. 요류 검사 방법

①  검사 대상자는 물을 되도록 많이 마시고 적당하게 방광이 찬 상태에서 검사를 시

행한다.

② 검사 시 배뇨량이 150mL 이상이 되어야 의미가 있다.

③  소변을 너무 오래 참아 방광근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일시적으로 방광근이 수축력

이 저하되어 요속이 평상시보다 낮게 측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④ 요류 측정 후 잔뇨를 측정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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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뇨의학과 외래 참관 술기

2. 요류 검사 용어

① 배뇨량 (Voiding volume): 요도를 통해서 배출된 소변의 전체량

② 최대요속 (Manimum flow rate; Qmax): 배뇨시기 중 요도의 최대측정치

③  최대요속 도달시간 (Time to maximal flow): 배뇨 시작부터 최대요속을 보일 때까

지 걸리는 시간

④ 요류시간 (Flow time): 측정 가능한 요류가 실제 있었던 시간

⑤ 평균요속 (Average flow rate): 배뇨량을 요류시간으로 나누어 계산 

⑥  배뇨시간 (Voiding time): 배뇨에 소요된 전체 시간, 요류의 중단이 있었을 경우에 

중단된 시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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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류의 유형

① 정상적인 요류 :

     -  정상적인 요류곡선은 지속적이고 종 모양의 부드러운 곡선 형태이며 빠르게 증가함

② 방광출구폐색에서의 요류 :

     - 낮은 요속을 보이고 평탄한 곡선을 유지함 

③ 배힘주기 배뇨 (abdominal straining) :

     -  요류가 자꾸 중단되고 요동을 보이는 경우로 일반적으로 최대요속이 낮고 요류

속도가 차츰 낮아지는 규칙적 곡선형을 나타냄 

     -  장기간의 요축적 후에 오는 배뇨근반사가 소실된 무반사방광, 배뇨근조임근협

동장애, 방광지각이 마비된 지각마비방광에서 나타남.

  ④ 초배뇨자 형태 (Supervoiding pattern)

    - 최대 요속이 40ml/sec 이상이면서 요류 곡선의 형태는 정상적일 때.

    -   여성에서 흔히 보이고, 요도조임근기능부전이 있는 여성에서 흔함. 정상인이 강제로 

배힘주기 배뇨를 심하게 하는 경우에도 나타나며 임상적으로 큰 의미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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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뇨의학과 외래 참관 술기

4. 요류 검사의 평가

① 요속 : 단위시간 (초)당 배뇨량 (ml)을 배뇨시간에 따라 그래프로 표시

② 요속은 배뇨근의 수축력과 방광출구저항간의 상호작용을 반영함.

③  요속은 출구 저항에 대한 배뇨근 활동의 결과이므로, 요속이 정상일 때에 배뇨근 

수축과 출구 저항에 뚜렷한 이상이 없음을 의미함.

④  방광출구폐색이 있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방광출구저항이 증가되면 이는 요속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옴.

⑤ 방광출구의 저항이 없어도 배뇨근수축력이 저하된 경우 요속이 감소될 수 있음.

⑥ 요속 검사로 배뇨근 수축력 저하나 방광 출구 폐색을 구분할 수 없음.

5. 최대요속 (Maximum flow rate)

① 일반적인 정상 최대요속

     a. 남성: 20-25ml/sec

     b. 여성: 25-30ml/sec

② 비정상적인 최대요속 (정상 성인에서 150ml 이상의 배뇨량 일 경우) 

     a. 15ml/sec 이하: 하부요로폐색을 의심

     b. 10ml/sec 이하: 명백한 하부요로폐색

 VI. 방광내압측정술 (Cystometry)

1. 기본 개념

방광의 수동적 방광채움과 능동적 방광수축 동안에 발생되는 방광 내의 압력 변화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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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3가지의 압력을 측정

① 방광내압 (Intravesical pressure, Pves)

② 복압 (Abdominal pressure, Pabd)

③ 배뇨근압 (Detrusror pressure, Pdet) 

 

Pdet = Pves - Pabd 

	Pves	≒	Pabd	한	상태로	카테터를	조정한	뒤,	Pdet	≒	0	(Zero)	상태에서	검사를	시작한다.	

Pdet	(Detrusor	pressure	/	Subtracted	bladder	pressure)

Pves	(Intra-	vesical	pressure	/	Total	bladder	pressure)

Pabd	(Abdominal	pressure	/	Rectal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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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뇨의학과 외래 참관 술기

2. 방광 내압 측정 방법

①  방광충전과 함께 방광내압이나 요도내압까지 측정할 수 있는 요도카테터를 삽입함

② 복압을 측정을 위해 항문에 직장 카테터 삽입

③ 방광내압과 복압을 대기압 하에서 영점으로 맞춤

④  복압과 방광내압의 그래프 변화를 관찰하면서 기침을 시킨 후 복압과 방광내압의 

상승 정도가 같고 배뇨근압이 영점을 유지하는지를 확인

⑤  방광 충전 방법; 생리적 상태로 소변으로 자연 충만 시키는 방법, 물로 충만 시키

는 방법, 기체로 충만 시키는 방법, 이중 water cystometry가 가장 널리 사용됨

     분당 50mL 정도의 속도로 주입.

⑥ 첫방광충만감, 첫 요절박감, 강한 요절박감 등을 물어보아야 함.

⑦ 방광 충전 시 방광수축이 발생하면 즉시 매체의 주입을 그친다.

⑧ 카테터 삽입 및 근전도 부착

여성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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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광내압측정의 용어 

표3.	방광내압측정의	용어

최대방광압용량	
(Maximal	cystometric	capacity)

	방광	감각이	정상인	환자가	더	이상	배뇨를	참을	수	없을	

때의	방광	용량

최초	방광충만감각	
(First	sensation	of	bladder	filling)

	생리	식염수	주입	후	환자가	방광이	차는	것을	처음	느꼈

을	때의	감각

방광	감각	소실	
(Absent	bladder	sensation)

방광	내	주입	동안	전혀	방광의	감각이	없는	경우

요절박	(Urgency)
	계속해서	환자가	강한	요의를	느끼며	배뇨를	지연시키

기	곤란한	경우

조절	(Accommodation) 방광의	충전	시	방광내	압력이	증가없이	유지되는	것

순응도	(Compliance)

	방광내압의	변화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방광	용량의	변

화는	방광의	순응도로	나타낼	수	있음.

C=ΔV/ΔPdet

C:	compliance

V:	Filling	Volume

Pdet:	detrusor	pressure

순응도	감소의	정의	:	≤20mL/cmH2O

최대요속시	배뇨근압	
(Detrusor	pressure	at	maximal	flow)

최대	요속을	보일	때	보이는	배뇨근압

최소요속시	배뇨근압	
(Minimal	voiding	detrusor	pressure)

보통	배뇨종료	시의	배뇨근압을	나타냄

개방압	(Opening	pressure) 요류가	측정되는	시점에서의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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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뇨의학과 외래 참관 술기

4. 방광내압측정의 대표적인 변수

표4.	방광내압측정의	대표적인	변수

1.	용량 2.	감각 3.	순응도
4.	비억제성	배뇨근	수축	
(Uninhibited	detrusor	

contraction)

기능방광용량
최대방광압용량

최초방광충전감각
정상요의
강한요의
방광감각	증가/감소/
소실
비특이적	방광감각
절박뇨
통증

증가/감소 유/무

[증가]	
하위운동신경세포병
변,	선천적	거대방광,	
만성요저류

[감소]
방광염,	결핵,	뇌혈관
병,	척수손상

[증가]	
방광염

[감소]
당뇨병	방광

[증가]
감각신경의	손상으로	
:	당뇨,	악성빈혈

[감소]
방광의	탄력성	감소.	
아교질	침삭,	방광벽	비
대,	근육	구조의	변화에	
의한	방광	형태의	변화

[유]
뇌혈관병,	척수손상

[무]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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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상 방광내압 측정술의 소견

① 충전기

     a. 1기: 초기 방광채움과 함깨 방광내압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

     b. 2기:  방광의 긴장도를 나타내는 시기이며, 정상적인 방광에서는 이 시기에 방광

내압이 10cmH2O 이상 상승하지 않음. 방광의 용량이 증가하여도 방광내

압은 거의 증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순응도)

     c. 3기:  방광이 충분히 채워져 방광벽의 구조가 최대한 늘어난 후 부가적인 채움에 

의해 발생하는 시기

② 배뇨기: 자발적인 방광수축에 의한 시기이며 수의적 배뇨의 시작 시기

 

정상적인 방광 내압

① 충전기

     a.  첫 요의 : 100-300ml (보통은 150ml)

     b.  최대용량: 400-500ml

     c. 최대용적에서 측정한 방광내압: 6-10cmH2O를 넘지 않음

② 배뇨기 : 최대압력: 60-120cmH2O 정도까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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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뇨의학과 외래 참관 술기

VII. 요누출압 (Leak point pressure)

１. 배뇨근 요누출압 (Detrusor leak-point pressure, DLPP)

①  생리식염수를 주입하는 동안 복압의 상승 없이 요도를 통하여 소변이 누출되는 

가장 낮은 방광 압력

② 측정 목적: 상부요로손상 가능성을 예측 (40cmH2O 이상인 경우 위험성 증가)

２. 복압요누출압 (Abdominal leak-point pressure, ALPP)

①  방광의 수축 없이 복압에 의해 요실금이 발생할 경우, 요실금이 있는 가장 낮은 방

광내압 

② 유발 방법 : 

     -  발살바법 (Valsalva leak-point pressure), 기침 유발 (Cough leak-point pressure)

     - 200-300mL 채운 뒤 검사를 시행함.

     - 최대방광용적이 이보다 적은 경우, 최대방광용적의 1/2를 채운 뒤 시행.

② 의미 

     - 60cmH2O 이하: 속요도조임근 기능의 상실로 인한 요실금

     - 60cmH2O 이상: 요도를 지지하는 구조물의 약화로 인한 요도의 과다 운동성 

     - 150cmH2O 이상: 요실금의 원인은 요도가 아니라 방광의 이상일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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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II. 요도내압 측정술 (Urethral pressure profile: UPP)

１. 방법

방광까지 압력 측정 도관을 삽입한 후 서서히 빼내면서 내인 요도 조임근으로부터 

외요도 조임근이 끝나는 부분까지 요도의 내부 압력을 측정한다.

2. 변수

①  전체 요도압력 (Total urethral pressure)

②  최대요도 폐색압 (Maximal Urethral closure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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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뇨의학과 외래 참관 술기

     - 요도압과 동시에 측정한 방광내압의 차이

     - 이론적으로는 요자제를 이루는 능력을 대변한다.

     -  낮은 최대요도 폐쇄압은 복압 요실금과 연관이 있으며, 특히 최대요도폐색압이 

20cmH2O 미만인 경우 내인 요도 조임근 기능 부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  정상 여자의 요도 폐쇄압은 내요도구에서 외요도구까지 분포하며 횡문 조임근

이 밀집한 중부요도에서 최고치를 나타낸다.

     - 남자는 전립선 부근에서 일차 정점 그리고 막양부 요도에서 최대가 된다.

③  조임근의 기능적 요도 길이 (Functional length of sphincter)

     - 여성의 기능적 요도의 길이는 해부학적 길이와 일치하여 약 4cm이다.

     - 근위부 요도에서 끝나고 길이는 6-7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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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압력요류 검사 (Pressure-flow study)

1. 압력요류 검사의 장점

①  배뇨 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각각의 요류검사와 방광내압측정술의 시행은 제

한된 정보만을 줄 수 있는데 반하여, 압력요류검사는 배뇨기능을 정확히 정량적

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검사법이라 할 수 있다.

②  환자가 배뇨하는 동안 방광내압 및 요류를 동시에 측정하는 검사법으로 배뇨기간 

동안 일어나는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2. 압력 요류 검사의 단순 그림

제5판	비뇨기과학	(대한비뇨기과학회편,	일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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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뇨의학과 외래 참관 술기

3. 압력요류곡선과 요도저항 모델

①  배뇨 중 배뇨압은 방광 출구의 저항을 반영하며, 주어진 힘이 일정할 경우에 압력

과 요속 사이에는 역의 상관관계가 성립한다.

② 국제요실금학회의 방광출구폐색 확인 도표를 이용한 방광출구폐색 진단법

①  방광출구폐색지수 (Bladder outlet obstruction index : BOOI=PdetQmax-2Qmax)

에 따라 방광출구폐색의 정도를 분류한다. 

②  BOOI 가 40 이상인 경우에는 폐색, 20 이하인 경우는 비폐색, 20-40인 경우는 회

색지대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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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비디오 요역동학 검사

1. 의의

①  일반적인 요역동학 검사의 측정치에 하부요로의 투시검사가 더해져 하부요로의 

기능과 구조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②  복잡한 기전이 예상되거나 해부학적인 이상과 함께 방광과 요도의 기능 이상이 

동시에 의심되는 상황에서 필요하다. 

정상	비디오	요역동학	검사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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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뇨의학과 외래 참관 술기

2. 적응증

①  복합 방광출구폐색 : 신경인성방광 환자에서 조임근의 협동장애 확인, 폐색의 위치 확인

②    요실금에서의 평가 : 방광경부 과운동성의 유무 정도, 근위요도의 약화, 방광류 

종류확인

③ 신경학적인 방광 이상기능 : 

     - 배뇨장애와 신경학적인 병소와의 관계 여부 확인, 

     - 신경성 배뇨장애의 위험요소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데 도움.

     -  척수손상환자의 배뇨 평가 : 손상 정도, 손상 부위와 배뇨양상의 관계 확인, 방

광요관역류, 배뇨근조임근협동장애, 배뇨근의 순응도 저하 등 확인 가능

④ 동반된 병소의 평가

XI. 다양한 요역동학 검사 소견 증례

1. 정상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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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광출구폐색 (Bladder outlet obstrucrion)

높은 복압 (배에 힘주기) 및 방광내압, 낮은 요속

3. 배뇨근 과활동 (Detrusor overactivity)

① 방광충만 시 불수의적인 수축이 반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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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뇨의학과 외래 참관 술기

② 방광충만 시 불수의적인 수축이 반복됨 (비디오 요역동학 검사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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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방광충만 시 불수의적인 수축이 반복됨과 동시에 요실금이 관찰되는 환자.

     투시 검사에서 배뇨시 좌측 방광요관역류 소견이 관찰됨. 

     비디오 요역동학 검사에서는 동반된 질환 확인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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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뇨의학과 외래 참관 술기

4. 기능 장애 배뇨

배뇨를 위해 배뇨근이 수축할 때 요도 조임근이 제대로 이완되지 않음으로써 방광내

압이 상승하여 방광을 제대로 비우지 못함. 투시 검사 상 특징적인 소견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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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경인성 방광 

①  천수 상부 척수 손상 환자 (Suprasacral spinal cord injury) 에서 나타나는 배뇨근 

과활동 (Detrusor Overactivity)

②  천수 손상 환자 (Sacral spinal cord injury) 에서 보이는 방광 순응도가 높은 배뇨

근 무수축 (Acontractile blad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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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뇨의학과 외래 참관 술기

③  천수 손상 환자 (Sacral spinal cord injury) 의 배뇨근 무수축 (Acontractile 

bladder). 투시 검사에서 특징적인 Christmas tree 모양의 방광이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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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천수상부 척추 손상 환자 (T5 척수 손상) 에서 나타나는 배뇨근 과활동 (Detrusor 

overactivity) 및 배뇨근조임근협동장애 (Detrusor sphincter dyssynergia) : 

Detropan 복용 중으로 방광충만 중의 비억제성배뇨근수축 (uninhibited detrusor 

contraction) 은 관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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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습 성과

방광요도경검사	방법을	인지하고	적응증을	안다.

실습학습 목표

1)	방광요도경검사의	기본적인	적응증을	안다.

2)	방광요도경검사의	장비를	안다.

3)	방광요도경검사의	검사	방법을	숙지한다.

4)	방광요도경검사를	통해	하부요로의	육안적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3.2 방광요도경검사 CYSTOURETH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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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뇨의학과 외래 참관 술기

I. 적응증

1) 육안적 또는 현미경적 혈뇨

2) 요도 또는 방광 내 종양

3) 반복적인 요로감염

4) 배뇨증상

5) 골반통증

6) 요도협착

7) 하부요로손상

8) 요도 또는 방광 내 이물 또는 결석

II. 검사장비

1) 방광요도경

1-1) 경성방광요도경 (그림 1)

       - 내시경 집, 집의 폐색기, 연결장치, 렌즈로 구성

       - 내시경 집의 크기는 소아용 (8-12Fr)과 성인용 (16-25Fr)

       - 렌즈의 각도는 0°, 30°, 7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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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경성방광요도경을	이루는	기구

A.	내시경	집		B.	집의	폐색기		C.	연결장치		D.	렌즈		E.	경성방광요도경의	조립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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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굴곡성방광요도경 (그림 2)

       - 내시경 집, 연결장치, 렌즈가 연결되어 있음

       -  빛을 비추고 시스템과 영상을 전달하는 광학섬유가 굴절성 집에 싸여 있으며, 

이 내시경 집에 보조기구를 삽입할 수 있는 작동통로와 세척액을 위한 통로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

       - 120-220°까지 굴절 가능

그림	2.	연성방광요도경

2) 방광요도경을 비디오로 보는 장치 (그림 3) 

       - 비디오카메라

       - 모니터 및 영상녹화장치

       -  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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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방광요도경을	비디오로	보는	장치

A.	비디오카메라	B.	모니터	및	영상녹화장치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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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검사방법

1) 환자에게 시술의 목적, 방법 및 시술 후 합병증을 충분히 설명한다.

2) 시술 부위를 소독한다.

3)  남성의 경우 시술 전에 국소마취제가 섞여 있는 윤활제를 5-10ml 정도 요도에 주

입한다.

4) 기구를 삽입하기에 앞서 요도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5) 관류액을 틀면서 방광요도경을 진입시킨다.

   남성의 경우 음경을 쥐고 배벽과 거의 직각이 되도록 잡아당긴 후, 방광요도경을 

전부요도로 부드럽게 통과시키며, 구부요도에 도달하면 방광요도경을 음경과 방

광요도경을 수평으로 위치시키면서 막요도에 진입한다. 다음 전립선요도 내 정구

를 확인한 다음, 방광경부 및 방광으로 진입하도록 한다.

   여성의 경우 방광요도경을 요도구로 삽입하여 배꼽 방향으로 밀어 넣어 쉽게 관

찰할 수 있다. 

6) 방광 내부를 확인한다.

 방광을 관류액으로 천천히 채우면서 방광삼각, 요관구, 방광 기저부, 후벽, 외측벽, 

전벽과 천장을 관찰한다. 

7) 다 확인한 후 방광을 비우고 부드럽게 방광요도경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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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주요소견

1) 정상 소견

1-1) 방광

1-2) 정상 남성 요도

<출처 : 제5판 비뇨기과학 교과서>

  

<출처 : 제5판 비뇨기과학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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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소견

2-1) 방광 내 육주화                                 2-2) 방광 종양

2-3) 전립선비대증                                  2-4) 방광결석

참고문헌

제5판	비뇨기과학.	p.	28	그림	1-9,	p.	29	그림	1-20	대한비뇨기과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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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초음파

경직장전립선초음파 Trans Rectal Ultrasonography (TRUS) 

-  환자가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항문을 통하여 가느다란 초음파 탐색자를 삽입하여 영

상을 얻으며 전립선의 전체적인 모양과 크기, 대칭성, 정낭의 모양 등을 관찰한다. 

-  전립선은 하부 직장의 전방에 인접하고 있어 경직장초음파를 이용하면 적절한 영

상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해부학적인 구조물인 말초대 (Peripheral zone), 중심대 

(Central zone) 를 자세히 볼 수 있다. 

- 전립선비대증의 평가에 있어 전립선의 크기와 부피를 측정하는 데 유용하다.

    

<전립선암	의심	소견>

                                                                 

ULTRASONOGRAPHY	IN	UROLOGIC	FIELD;	
TRANS	RECTAL	ULTRASONOGRAPHY	(TRUS),	RENAL,	SCR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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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초음파 Renal Ultrasonography

-  신장은 요추의 양측, 후복막강내에 좌우 대칭으로 존재한다. 우측 신장은 좌측  신

장보다 하방에 위치한다.

-  성인에서는 크기가 장경 10-11cm, 단경 5-6cm, 두께 4-5cm, 중량 120-150mg 이고 

좌측 신장이 우측 신장에 비해 약간 크다. 

 

-  수신증은 신장이 확장된 상태로 요로 폐색에 의해 신장에 대한 압력이 가해져 발

생한다. 전립선비대증에 의한 요로 폐색으로 수신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립선

비대증 이 외에도 요로결석, 요관과 방광의 종양, 신경인성방광 등에 의해 발생 할 

수 있다. 

<정상	신장	초음파사진>	 <수신증>



142・The Korean Urological Association

실습학생 지침서

고환초음파 Scrotal Ultrasonography

I. 부고환염 (Epididymititis) 

젊은 남성은 STI 인 경우가 많고, 소아나 노인의 경우 대장균 등의 요로감염균에 의

한 경우가 많다. 

(1) 증상

     음낭에 심한 통증 발생 후 고샅관을 따라 같은 쪽 하복부까지 파급. 

(2) Physical Examination

      부고환 촉진시 심한 통증 호소, 부어있고 걷기가 힘들어짐. 고열, 요도 분비물 관

찰 가능.

(3) 진단 

     - UA, Urine culture, STI w/u (젊은 남성일 경우)

     - Imaging (Ultraso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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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료

     - 급성기 : 3-4일간 절대안정, 음낭을 올려주고 얼음주머니 적용. 경구용 진통제

     - 성매개감염 관련 부고환염 : 성배우자도 치료

     - 클라미디아 등 비임균성 의심될 때: azithromycin, doxycycline 

     - 임균성인 경우 : Ceftriaxone + azithromycin 

II. 고환염전 (Testis Torsion)

고환, 부고환이 꼬이는 현상은 급속히 성장하는 12-18세에 가장 흔하나, 신생아기, 운

동, 외상, 성적 흥분 등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다. 

(1) 분류 

     - 고환집막 내에서 고환, 부고환이 꼬임, 

     - 고환집막이 전체적으로 꼬임 (주로 신생아 잠복 고환에 발생)

(2) 증상

     - 수면 중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 갑작스런 음낭과 하복부의 심한 통증, 음낭의 부종, 오심과 구토가 동반되기도 함. 

(3) 진단

     1) 이학적 검사 

         -  고환이 꼬임으로 인해 음낭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경향. (주로 고환은 안쪽

으로 꼬인다)

         - 꼬임 발생 후 시간이 경과되어 내원한 경우 부종으로 인하여 구분이 어려움

         -  고환올림근반사 (cremaster reflex) 의 손실 : 또는 고환을 들어 올려도 통증

의 소실이 없음 (Negative Prehn’s sign) 

            (급성 부고환염: 고환을 들어올리면 통증이 소실됨, positive Prehn’s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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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환을 바깥쪽으로 돌려 꼬임이 풀리면 정삭의 길이가 길어지고 고환이 음낭 

내 제자리로 돌아가면 통증 사라질 수 있다. 

     2) 컬러 도플러 초음파검사

          높은 민감도와 특이성을 보여 최근에 많이 사용되나, 정확인 검사를 위해서는 

훈련된 기술이 필요함 (고환에 혈류가 없는 것이 관찰됨).

     3)  99m-Tc-pertechnate : 핵의학 검사

(4) 치료 : 수술

     1) Golden Time : 6시간,  시간 내에 고환 꼬임을 해결해야 한다. 

     2) 수술시 반대쪽 고환에 고환 꼬임을 예방하기 위해 고정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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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구성 및 원리

체외충격파쇄석기 (Extracorporeal Shock Wave Lithotripter, ESWL)는 충격파 발

생장치, 충격파 전달매체 및 요로결석의 위치 측정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충격파 발생

장치의 종류에는 전기수압식 (electrohydraulic), 전자기식 (electromagnetic), 압전식 

(piezoelectric) 세가지가 있다. 충격파 전달매체는 물을 사용하며, 쇄석기에 장착된 물주

머니가 전달매체이다. 요로결석의 위치측정장치는 방사선 영상증폭장치와 초음파 2가

지가 있다. ESWL이 결석을 분쇄하는 기전으로는 spallation, squeezing-splitting, shear 

stress, amplication of stresses inside the stone, cavitation, dynamic fracture 가 있다. 

3.4 체외충격파쇄석술 ES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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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적응증 및 금기증

일반적으로 2cm 미만의 요로결석 치료에 추천되나 그 이상의 요로결석에도 반복해

서 시술하거나 ESWL로 결석을 분쇄 시킨 후 남은 결석은 요관경하배석술을 병용하여 

제거할 수 있다. ESWL의 금기증으로는 임산부, 약물치료로 교정되지 않는 출혈경향, 

조절되지 않는 요로감염, 심한 근골격계 기형 및 고도 비만, 결석과 근접해 있는 동맥류, 

결석 하방의 해부학적 요로폐색 등이 있다.

III. 수행 방법

시술 전에 적절한 진통제를 맞고 쇄석기 침대에 앙와위 또는 복와위로 눕고, 시술 부

위 측복부에 젤리를 바른 후 쇄석기의 물주머니에 몸을 밀착하고, 방사선 영상증폭장

치나 초음파를 이용해 결석의 위치를 맞춘다. 결석으로 에너지를 최대로 전달하기 위

해 환자와 ESWL generator 간의 적절한 결합 (coupling)이 중요하다. 그리고 충격파의 

빈도는 1.0–2.0Hz 이며, 충격파의 횟수는 각각의 치료시 쇄석기의 종류, 충격파 강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며, 정해진 최대 횟수는 없으나 보통 2,000–4,500회 시행한다. 시술 

1-2주 후 KUB를 촬영한 후 필요 시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IV. 합병증

ESWL후 합병증으로는 옆구리통증, 육안적 혈뇨, 요로감염에 의한 오한 및 발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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뇨통증 등이 흔하나 대부분 약물치료와 요관스텐트 설치 같은 보조적 치료법으로 호전

된다. 그 외에도 패혈증, 신손상, 신주위 혈종, 고혈압 같은 심장혈관계 이상, 위장관계 

이상 등이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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