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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를 위한 요실금과 배뇨장애의 이해
양예슬, 김영상*
분당차병원 가정의학과

Urinary Incontinence and Dysfunction in Primary Care
Ye Seul Yang, Young-Sang Kim*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CHA Bundang Medical Center, Seongnam, Korea

Urinary disorders are important factors that affect the quality of life. Urinary incontinence refers to urine leakage against will and is categorized into
stress incontinence, urge incontinence, and other types. The prevalence of incontinence increases with aging. Since most patients hesitate talking
about urinary problems, it is important to proactively ask questions to ensure proper care. The diagnostic approach includes history taking, physical
examination, and urinalysis. The use of specific questionnaires and voiding diaries is also beneficial. The first management option for patients with
incontinence is conservative treatment, especially training for strengthening the pelvic floor muscles. Anti-cholinergic medications and mirabegron
are used for treating urge incontinence. To minimize adverse events, starting medications at low doses, with follow-up at short intervals, is
recommended. For treating stress incontinence, surgical approaches like sling surgery are preferred to medications. Primary physicians need to pay
attention to urinary problems to help older patients address their difficulties and to promote their quality of life.
Keywords: Urinary Incontinence; Urinary Incontinence, Stress; Urinary Incontinence, Urge; Prostatic Hyperplasia

한 질환들은 일차의료에서 흔히 만나게 되는 증상이지만, 환자들이

서론

증상을 먼저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생활습관 관리와 약물 치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배뇨와 관련된 장애의 빈도는 증가한다.
배뇨장애 증상은 치명적인 상황을 만드는 경우는 드물지만, 위생

료에 의한 효과가 좋고,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차진료 의사들은 이 질환들에 관심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소이

본 종설에서는 요실금과 배뇨장애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치료

기도 하다. 특히, 고령에서 배뇨장애는 노인증후군의 하나로 받아들

하는 것이 좋을지, 실질적인 약물치료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1)

여지게 되며, 요로감염이나 우울증 발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배

지에 대해 다루어 보기로 한다.

뇨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요실금과 전립선비대증 등을 들 수 있
다. 국제요실금학회에서는 ‘소변의 불수의적인 유출을 호소하는 것’

본론

2)

을 요실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전립선비대증은 전립선의 크기
가 증가하고 방광에서 소변의 저장과 배출기능의 손상에 따른 하부
3)

요로 배뇨증상을 통칭하는 하부요로증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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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뇨와 관련된 신경 분포

배뇨 작용은 방광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 소변이 나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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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조이고 푸는 과정들이 관여한다. 이러한 작용에는 자율신경

만성 요실금은 발생 양상에 따라 절박성(urge), 복압성(stress), 일

분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방광 체부의 배뇨근(detrusor

류성(overflow), 기능성(functional) 요실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복

muscle)은 T11부터 L2까지의 하복신경총(hypogastric plexus)에서 비

압성과 절박성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 경우를 혼합형(mixed)으로 분

롯되는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게 된다. 교감신경의 작용으로 β

류한다.6)

adrenergic nerve 는 방광을 이완시키며(Figure 1, B, C), α adrenergic

이 중 가장 흔한 두 가지 요실금은 절박성 요실금과 복압성 요실

nerve는 방광목과 요로를 수축시키는 과정에 기여하게 된다(Figure

금이다. 방광벽에 있는 배뇨근의 불안정과 과민성 등으로 인해 방광

1, D). 하부 방광으로는 주로 엉치신경(sacral nerve)의 지배를 받아

의 급박한 느낌과 이에 동반되는 빈뇨나 야뇨 현상을 과민성 방광

부교감신경이 주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방광목을 수축시켜 요로를

(overactive bladder)이라고 정의하는데, 과민성 방광 증상에 소변이

닫는 과정에 관여하게 된다. 부교감신경은 방광 체부에도 영향을 주

새는 현상이 동반되면 절박성 요실금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복압성

어 방광 수축에도 관여한다(Figure 1, A). 요로는 골반 바닥을 통과

요실금은 웃음, 기침, 재채기 등과 같이 갑자기 복압이 증가하는 상

하므로 골반 바닥의 근육도 배뇨 과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골반 바

황에서 소변이 새는 현상을 특징으로 하며, 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

닥 근육에는 체신경인 음부신경(pudendal nerve)이 분포하여 있다

에 이어 발병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남성의 경우 전립선 수술 이후

(Figure 1, E).4)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급박한 느낌이 있을 때와 복압이 올라가는
상황 모두에서 소변이 새게 되는 경우를 혼합형 요실금이라고 한다.
일류성 요실금은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음으로써 소변이 남

2. 요실금의 종류

요실금은 크게 나누어 일과성 요실금과 만성 요실금으로 구분할

아있게 되고 이어서 방광이 다시 차면서 소변이 넘쳐 흐르는 경우를

수 있다. 일과성 요실금은 평소 배뇨조절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

의미한다. 전립선 비대나 sling surgery 후 소변 배출로가 막히면서 생

게 급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일과성 요실금을 일으킬 수 있는 질

기는 경우와 신경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서 나

환들을 흔히 DIAPPERS라는 약자로 설명하곤 한다(Table 1).5)

타날 수 있다. 기능성 요실금은 배뇨가 매우 급하지만, 화장실에 가

일과성 요실금을 일으키는 몇몇 원인이 해결되면 소변을 참는 능

지 못하여 소변이 새는 현상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인지 및 기능성

력이 회복될 수 있다. 일과성 요실금이 아닌 경우 배뇨근이나 요도

상태가 불량하여 스스로 화장실에 가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

괄약근의 기능저하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성 요실금이

는 요실금이다. 따라서 제시간에 화장실에 가게 해 주는 것만으로

진단될 수 있다.

도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3. 노인에서의 요실금

Spinal cord
Hypogastric
plexus
T11
T12
L1
L2

요실금의 대표적 예인 복압성과 절박성 요실금의 병인은 노화 과
정에 따라 동반되기 쉽다. 남성의 경우에는 요로 배출구의 문제에서
C

다. 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과 연관되어 복압성 요실금이 먼저 나타
B

나는 경우가 많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절박성 요실금의 분율이

Bladder
D

A
S2
S3
S4

비롯된 방광 자극 증상이 흔하므로 절박성 요실금이 흔히 나타난

증가하므로 노인에서는 혼합형 요실금의 빈도가 가장 높다.
일반적으로 여성에서의 요실금 유병율은 60대 이상에서 30%–

E

Table 1. The causes of transient urinary incontinence: DIAPPERS
Plevic floor
muscle

Figure 1. Peripheral nerves involved in micturition. A: parasympathetic
cholinergic (bladder contraction), B: sympathetic (bladder relaxation),
C: sympathetic (bladder relaxation), D: sympathetic (α adrenergic,
bladder neck and urethral contraction), E: somatic (pudendal, contraction of pelvic floor muscul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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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elirium, dementia or both

I

Infection (acute urinary tract infection)

A

Atrophic urethritis or vaginitis

P

Pharmaceuticals or polypharmacy

P

Psychological factors, especially depression

E

Excessive urine output (e.g., hyperglycemia)

R

Restricted mobility

S

Stool imp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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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며, 남성에서는 연령 증가에 따라 그 빈
7)

요로감염 다음으로 일과성 요실금을 일으키는 흔한 원인은 환자

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인에서의 요실금 유병율은

가 복용하는 약제에 있을 수 있다. 소변을 만들고 배뇨하는 과정에

높지만, 노화에 따른 자연적 현상으로 간과되기 쉬워 실제로 이에

관여하는 모든 약제들이 요실금 증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대

대한 문제를 호소하는 환자는 적다. 따라서 진료실에서는 이러한 상

표적인 약제들은 다음 표와 같다(Table 2).8)

태를 찾아내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해야만 한다. 다음과 같은 간단

원인을 교정하면 치료가 비교적 용이한 일과성 요실금을 배제하

한 질문만으로도 환자의 문제를 알아내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

고 나면 만성 요실금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가장 흔한 두가지 요

다.

실금은 절박성 요실금과 복압성 요실금으로 복압성, 절박성 요실금

• 방광에 문제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부를 추측할 수 있는 설문이 개발되어 있다. 여성요실금진단설문

• 원치 않는 상황에서 소변이 새는 일은 없으신지요?

(The Questionnaire for female Urinary Incontinence Diagnosis)을 통해

• 요실금에 대비하기 위해 패드나 기저귀 등을 사용하지는 않으십

요실금 여부와 복압성 또는 절박성이 우세한 형태인지를 감별할 수
있다(Appendix 1). 1–3번 문항은 복압성 요실금 여부를, 4–6번 문항

니까?

은 절박성 요실금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설문이며, 복압성 요실금
은 1–3번 문항의 총합이 4점 이상, 절박성 요실금은 4–6번 문항의

4. 요실금의 진단

소변이 새는 증상에 대해 확인이 되었다면, 진단을 위한 과정이

총합이 6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혼합성 요실금은 복압성 요실금

필요하다. 어떤 상황에서 요실금 증상이 나타나는지, 특이 병력이

문항이 4점 이상이면서 절박성 요실금 문항이 6점 이상인 경우이

있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문진은 매우 중요하다. 이어서 이학적 검

며, 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요실금이 없는 것으로 분류된

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상태에 대한 검사와 비뇨생식기계

다.9)

에 대한 확인을 시행하여야 한다. 남성의 경우에는 수지항문검사를

남성의 경우나 신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경우, 과거 수술을 한

통해 전립선을 촉지해 보아야 한다. 신경계통의 이상을 감별하기 위

경우 등에서는 소변의 저류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얼마만큼의 소변

해 신경학적 검사도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방광에 남아있는지를 평가해 보아야 한다. 직접 도뇨를 통해 양

자세한 문진과 이학적 검사 이후에는 소변검사와 소변 배양 검사
를 시행해야 한다. 일과성의 요실금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은
요로감염이기 때문이다. 만일 요로감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염
5)

을 치료한 후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을 측정해 볼 수도 있고, 초음파 방광 스캐너를 사용해 볼 수도 있
다.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에 의한 문제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기 때
문에 전립선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수지항문검사로 불충분한 경

Table 2. Common medications related to urinary incontinence
Class

Mechanism of effect

Antihypertensives
α-adrenergic antagonists

Decrease sphincter tone

Stress incontinence

ACE inhibitors

May increase coughing

Stress incontinence

CCBs

Relax the bladder

Retention and overflow incontinence

Diuretics

High urine flow

Bladder contractions, causing urge incontinence

Pain relievers
COX-2 selective NSAIDS

Increase fluid retention

Nocturnal diuresis and functional incontinence

Opioids

Relax the bladder

Fecal impaction, sedation, retention, and overflow incontinence

Skeletal muscle relaxants

Inhibit bladder contractions

Sedation, retention, and overflow incontinence

Antidepressants, antiparkinsonian
agents, antipsychotics

Inhibit bladder contractions

Retention and overflow incontinence

Sedatives and hypnotics

Lead to sedation and impaired cognition

Functional or overflow incontinence

Psychotherapeutics

Others
Alcohol

Leads to diuretic effect and depressed central inhibition

Urge incontinence, overflow incontinence, or both

Antihistamines, anticholinergics

Inhibit bladder contractions

Sedation, retention, and overflow incontinence

Medications for urinary urgency

Inhibit bladder contractions

Sedation, retention, and overflow incontinence

Thiazolidinediones

Increase fluid retention

Nocturnal diuresis and functional incontinence

ACE,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CCBs, Calcium channel blockers; COX-2, cyclooxygenase-2; NSAIDS,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250

www.kjfp.or.kr

Korean J Fam Pract. 2020;10(4):248-255

KJFP

양예슬, 김영상. 가정의를 위한 요실금과 배뇨장애의 이해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우에는 혈청 PSA 검사, 경직장 초음파, 조직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

할을 하기 때문에 절박성 요실금이나 과민성 방광의 증상을 완화하

다. 증상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

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부작용으로 변비와 구갈, 인지기능 저하

(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8점

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부작용을 추적 관찰하며 투여해

이상에서는 중등도 이상의 증상으로 해석하여 의미를 두게 되며,

야 한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약물은 oxybutynin과 tolterodine이고,

20점 이상에서는 심각한 증상이 동반된 경우로 평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trospium, solifenacin, propiverine 등이 있다(Table 3).13)

(Appendix 2).10)

절박성 요실금의 완치나 회복에 있어 하나의 뛰어난 항콜린제는

이 외에도 배뇨에 관한 정보는 배뇨일지(voiding diary)를 통해 객

아직 정립되지 않았으나, 절박성 요실금의 증 상 회복에 있어

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으며, 방광 및 요도 기능에 대한 검사인 요역

oxybutynin은 tolterodine보다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동학검사도 실시할 수 있다.

동일 제형의 tolterodine보다 구갈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부작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구갈 증상이 심할 경우 구갈에 대

5. 요실금의 치료

한 부작용이 적은 서방형 제제를 복용하는 것이 추천된다.14) 이러한

1) 보존적 치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solifenacin은 M3-selective receptor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에 우선하여 보존적 치료를 시도해 볼 수

antagonist로 방광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므로 구갈 등의 부작용이 다

있다. 보존적 치료는 생활습관 개선, 방광훈련 및 골반근육운동이

른 약물에 상대적으로 적다.15) Fesoterodine은 prodrug으로 활성대사

해당된다. 첫째, 생활습관 개선으로 수분 섭취를 제한하고, 방광 자

체인 5-hydroxyemthyl tolteridine으로 대사되는데, 용량 비례적 효과

극성이 있는 음식(알콜, 탄산음료, 커피, 차, 설탕 등)을 피하게 하는

를 입증하여 증상에 따른 용량 조절을 통해 효과적 치료를 제시할

것이 좋다. 비만 환자의 경우 복압이 증가하기 쉽기 때문에 5% 이상

수 있다. 또한 변비와 구갈로 인한 치료 중단율이 tolteridine보다 낮

의 체중 감량은 복압성 요실금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

게 나타났다.16)

째로 방광훈련은 절박성 요실금 환자에서 초기에 시행할 수 있는 간

또한 노인에게 항콜린제를 처방할 때에는 인지능력에 대한 부작

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배뇨시간을 약간씩 증가시켜 방광

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특히 항콜린제를 사용하는 환자에

용적을 늘리는 방법이다. 1주일에 15–30분 정도 배뇨 간격을 연장하

서는 유의하여야 한다. 뇌에 존재하는 M1 수용체는 기억 과정에 관

여 2–3시간마다 소변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셋째로는

여하는데, 방광의 M2와 M3 수용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과민성

복압성 요실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골반바닥근육강화 운

방광의 치료에 투여되는 항콜린제가 뇌혈관장벽을 통해 중추신경

동이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Kegel 운동이다. 골반 근육을 수축시

계로 통과할 경우 하는 인지기능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인지

킨 상태로 6–8초간 있다가 이완하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는 oxybutynin 대신 뇌혈관장벽을 통과
하기 어렵거나 M2와 M3 수용체에 선택적인 solifenacin, darifenacin,

11,12)

것을 의미하며, 일상 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적용하기 쉽다.

fesoterodine, trospium의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14)
반 이상의 환자들이 효과 부족, 부작용, 가격 때문에 치료 시작 3

2) 약물 치료

개월 이내에 항콜린제의 사용을 중단하므로, 항콜린제를 사용하는

(1) 절박성 요실금의 치료

절박성 요실금 치료에 주요한 약물은 항콜린제이다. 항콜린제는
배뇨근의 불수의적인 수축을 억제하여 방광근육을 안정화하는 역

절박성요실금 환자에서는 그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4주 이내에 조
기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17)

Table 3. Medications for treatment of overactive bladder
Name (brand name)
Year of FDA approval

Formulation

Starting dose

Maximum dose

Time to peak
concentration (h)

Half life (h)

1

1.1–2.3

Oxybutynin (Ditropan; Dongwha, Seoul, Korea) 1975

Oral IR

2.5 mg, 2–3 times a day

5 mg, 4 times a day

Oxybutynin (Lirinel Oros; Janssen, Beerse, Belgium) 1999

Oral ER

5 mg, once daily

30 mg, once daily

3–6

12–15

Tolterodine (Detrusitol SR; Pfizer, New York, NY, USA) 2000

Oral ER

2 mg, once daily

4 mg, once daily

2–6

1.9–3.7

Solifenacin (Vesicare; Astellas pharma, Tokyo, Japan) 2004

Oral ER

5 mg, once daily

10 mg, once daily

3–8

40–68

Fesoterodine (Toviaz; Pfizer) 2008

Oral ER

4 mg, once daily

8 mg, once daily

5

Mirabegron (Betmiga; Astellas pharma) 2012

Oral ER

25 mg, once daily

50 mg, once daily

3.5

7
50

FDA, Food and Drug Adminstration; IR, immediate-release; ER, extended-release.

Korean J Fam Pract. 2020;10(4):248-255

www.kjfp.or.kr

251

KJFP

Ye Seul Yang, Young-Sang Kim. Urinary Problem in Primary Care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항콜린성 부작용이 없으면서 항콜린제와 유사한 정도의 효과를

요도를 압박하는 장치들도 소개되고 있다. bulking agent를 주사하

기대할 수 있는 약물로 mirabegron이 2012년 FDA에서 승인되어 사

는 방법이며, 약 30% 정도에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

용 중이다. 이 약물의 기전은 선택적 베타3 아드레날린 수용체 효현

이 지남에 따라 효과가 감소하고 요로감염과 요저류 등의 부작용이

제(selective β3 adrenergic receptor agonist)이며, 방광 이완기의 배뇨근

발생할 수 있으며, 남성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한계점도 있다.
절박성 요실금의 경우 botulinum toxin A를 배뇨근에 주사함으로

12)

의 이완과 방광의 저장용적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Desmopressin은 인공적으로 합성한 항이뇨 호르몬이다. 주로 야

써 과민성을 줄여볼 수 있다. 현재까지 높은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간뇨 증상이 있는 노인 환자에서 사용되고 있고 비교적 안전함을

는 어려워 23% 정도 성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5% 정도에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desmopressin의 정기적 사용은 저나트륨혈증

요저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 외에도 배뇨근의 과활동성을

을 유발할 수 있고, desmopressin의 지속투여는 요실금을 줄이거나

줄이기 위해 천골신경자극술(sacral nerve stimulation)을 사용하기도

완치할 수 없으므로, 요실금에 대한 장기 치료로 desmopressin 사용

하는데, 작은 장비를 피하에 이식하여야 하며, 3–5년 후에 교체해야

은 추천되지 않는다.

한다. 모든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증대방광성형술(augmentation

(2) 복압성 요실금의 치료

cystoplasty)을 시행하기도 한다(Figure 2).19,20)

복압성 요실금 치료를 위해 FDA에서 승인한 약물은 없다. 에스트
로겐은 요도의 혈류를 강화하고 방광목에서 알파 아드레날린 수용

4) 남성 요실금의 치료

체(α-adrenergic receptor) 감수성을 강화하기 때문에 요도가 닫히는

남성의 경우 전립선 비대로 인한 배뇨장애와 이차적인 요실금이

기능을 호전시킬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이러한 효과를 보는데 실패

많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에 대한 치료가 중요하다. 약물치료의 1차

하였다. 오히려 호르몬 치료 이후 위험성이 증가되는 다양한 질환들

치료제는 α1 차단제로, 방광경부와 전립선요도의 평활근을 이완시

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실금의 완화를 위한 치료로 에스트

켜 증상을 완화한다. 효과는 복용 후 수시간에서 수일 이내에 시작

로겐을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다. Duloxetin은 세로토닌 노르에피네

하며 2–3주 후에 최고 효과에 이르므로 첫 4주 후 평가하는 것이 좋

프린 재흡수 억제제(serotonin-norepinephrine reuptake inhibitor) 중 하

다. 이와 더불어 명확한 전립선의 크기 증가가 있는 경우 전립선 크

나인데, 복압성 요실금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를 줄이는 5α 환원효소 억제제를 병용하면 증상 호전을 볼 수 있

이에 대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그 효과가 기대에 미

다. 이외에도 phosphodiesterase-5 inhibitor 가운데 Tadalafil이 전립선

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져 FDA의 승인을 받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비대의 치료를 위해 FDA의 승인을 받은 상태이다(Table 4).10)

수술적 치료가 어려운 환자에서 대안으로 생각해 볼 가치는 있을
것이다. Imipramine은 요실금 치료에 대해 오프라벨(off-label)로 사용
되고 있다. 배뇨근의 불수의적 수축을 줄여줄 수 있고, 방광목의 알
파 아드레날린 효과를 자극하기 때문에 기전상 도움이 될 것으로
18)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증거 역시 부족하다.

Urgency
Urinary incontinence

Stress
Urinary incontinence

Lifestyle interventions

3) 시술 또는 수술적 치료

복압성 요실금은 약물 치료보다는 수술로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성에서는 sling surgery를 가장 흔히 하고 있다. 현재까지

20년 이상의 경험이 누적되어 장기적인 치료 효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으며, 장기적 치료 유지율이 84%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
는 절개부위를 최소화하는 mini sling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수

Reduce fluids, caffeine, carbonated drinks
Timed voiding
Reduce BMI to below 25
Mange constipation
Pelvic floor muscle training

Pharmacology
Anticholinergics
Mirabegron

Surgery
Injectable bulking agent
Sling surgery/mini sling

Minimally invasive techniques
Botulinum toxin
Sacral neuromodulation

Duloxetine
Incontinence pessiaries

술 후 부작용이 적고 치료율은 유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남성
에서는 mesh sling 방법의 수술을 하게 되며 치료율은 34%–67%로
보고되고 있다. 필요에 따라 인공 괄약근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 경
우 높은 치료 성공율을 기대할 수 있다.
요도에 직접 장치를 넣어 소변이 새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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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rapeutic options to manage patients with incontinence.

Korean J Fam Pract. 2020;10(4):248-255

KJFP

양예슬, 김영상. 가정의를 위한 요실금과 배뇨장애의 이해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Table 4. Medications for treatment of benign prostate hyperplasia
Mechanism
α1 blocker

Name (brand name)

Dose (mg/day)

Selective
Tamsulosin (Harnal D; Astellas pharma, Tokyo, Japan)

0.4–0.8

Silodosin (Thrupas; JW Meical, Seoul, Korea)

8

Alfuzosin (Xatral; Sanofi Synthelabo, Paris, France)

10

Naptopidil (Flivas; DongA, Seoul, Korea)

25–75

Non-selective

5α-reductase inhibitors
Phosphodiesterase-5 inhibitor

Doxazosin (Cadura; Pfizer, New York, NY, USA)

1–8

Terazosin (Hytrin; Il-Yang, Seoul, Korea)

1–20

Dutasteride (Avodart; GSK, Brentford, UK)

0.5

Finasteride (Propecia; Merck, Darmstadt, Germanry)

5

Tadalafil (Cialis; Eli Lilly & Company, Indianapolis, IN, USA)

5

결론

나뉜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요실금의 유병율은 상승하게 되지만, 막
상 환자들은 본인들의 소변 관련 증상을 언급하는데 주저하기 때문

배뇨장애는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저해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요

에 일차진료 의사는 적절한 치료를 위해 직접적으로 요로 증상에

실금은 의지에 반하여 소변이 새는 현상을 의미하며, 크게 복압성,

대해 질문할 필요가 있다. 진단적 접근 방향은 우선 병력 청취, 신체

절박성, 기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요실금은 연령 증가에 따라 빈도

진찰, 그리고 소변 검사가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질병 상태에

가 더 증가하게 되며, 특히 절박성 요실금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게

대한 특화된 설문지를 사용하거나 배뇨일지를 사용하면 진료에 도

된다. 대부분 환자에서 배뇨 장애에 대한 문제를 간과하기 쉬우므

움이 될 수 있다. 요실금이 있는 환자에 대한 첫 번째 치료 방향은

로 의료진의 적극적인 질문을 통해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골반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한 운동법이나 보존적인 치료이다.

가지 배뇨장애 질환이 동반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절박성 요실금의 경우 항콜린제와 mirabegron 사용이 도움이 된다.

위해서는 문진과 신체 진찰, 소변 검사 등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부작용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약물 치료는 저용량에서 시작하고

특히 설문지 및 배뇨일지를 충분히 활용하면 진단에 큰 도움이 된

짧은 간격으로 추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압성 요실금의 치료는

다. 치료로는 보존적 치료 방법을 우선 시도하게 되며, 특히 골반바

주로 수술적 치료가 우선시 되며, sling surgery가 대표적이다. 일차진

닥근육강화 훈련을 해 볼 수 있다. 그 후 절박성 요실금 완화를 위

료 의사는 배뇨 증상에 대해 충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는 환

해 항콜린성 약제 사용이 고려되며 동반된 질환 및 동시복용 약물

자의 어려움을 개선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

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치료 약제 선택에 안전성을 기해야 한다.

이다.

부작용이 적은 약제로 저용량으로 시작하며 추적관찰 기간을 4주
이내로 짧게 하는 것이 추천된다. 복압성 요실금의 경우 좋은 약물

중심단어: 배뇨장애; 요실금; 복압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 전립선

이 소개되고 있지 않다. 복압성 요실금 완화를 위한 수술적 치료로

비대증

sling 수술 등이 소개되고 있고 장기적인 효과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
고 있다. 요실금과 같은 배뇨와 관련된 불편을 노화의 과정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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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질환인 요실금은 의지에 반하여 소변이 새는 증상을 일컬으며,
복압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 그 외 다양한 종류의 요실금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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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The Questionnaire for female Urinary Incontinence Diagnosis (QUID) in Korean version
지난 한 달간 다음 각 상황에 소변을 지리거나 속옷 또는 패드가 젖은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전혀 없음: 0점, 거의 없음: 1점, 어쩌다 한번: 2점, 가끔: 3점, 대부분: 4점, 항상: 5점)
(복압성 요실금)

1.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2. 허리를 숙이거나 무언가를 들어올릴 때
3. 빠르게 걷거나 뛸 때, 또는 운동할 때
(절박성 요실금)

4. 화장실에서 옷을 내리는 중에
5. 소변을 봐야 하는 심각하게 불편한 느낌을 느끼고 소변을 지리거나 속옷/패드를 적신적이 있나요?
6. 소변이 갑자기 심하게 급해 화장실에 뛰어가야만 했던 적이 있나요?

Appendix 2. Korean version of 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평소(지난 한 달간) 소변을 볼 때의 경우를 생각하셔서 대략 5번쯤 소변을 본다고 하면 몇 번이나 다음의 불편한 증상이 나타납니까?

1. 평소 배뇨 후 시원치 않고 소변이 남아있는 느낌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2. 평소 배뇨 후 2시간 이내에 다시 소변을 보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3. 평소 소변을 볼 때 소변 줄기가 여러 번 끊어진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4. 평소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어려운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5. 평소 소변 줄기가 약하다고 느낀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6. 평소 소변을 볼 때 금방 나오지 않아 힘을 주어야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7. 평소 밤에 잠을 자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몇 번이나 일어나십니까?
(1–7번 문항> 전혀없음: 0점, 1번: 1점, 1–2번: 2점, 2–3번: 3점, 3–4번: 4점, 거의 항상; 5점)

8. 지금 소변을 보는 상태로 평생을 보낸다면 당신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8번 문항> 아무 문제 없다: 0점, 괜찮다: 1점, 대체로 만족: 2점, 만족, 불만족 반반: 3점, 대체로 불만: 4점, 괴롭다: 5점, 견딜 수 없다: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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