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방광근 외봉법을 이용한 방광요관역류 교정술 후의 배뇨
장애
Voiding Dysfunction after Bilateral Detrusorrhaphy to
Correct Vesicoureteral Reflux in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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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We evaluated the incidence and duration of voiding dysfunction
following bilateral detrusorrhaphy to correct vesicoureteral reflux (VUR),
and we also evaluate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development of
voiding dysfunction and recovery from voiding function.
Materials and Methods: We performed a retrospective review on 36
children, 27 boys and 9 girls, who showed normal voiding function on
preoperative video-urodynamic study and for whom data on post-void
residual urine volume (PVR) were available postoperatively. The mean age
and duration of follow-up were 3.1±2.6 years and 17.5±10.4 months,
respectively. Postoperative voiding dysfunction included urinary retention
and incomplete bladder emptying.
Results: The overall success rate was 97.2%. The urethral catheter was
kept in for a mean period of 4.0±3.6 days. After urethral catheter removal,
postoperative voiding dysfunction developed in 24 children and urinary
retention developed in 5 children. The differences in age, grade of VUR
or sex did not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voiding
dysfunction. 35 children achieved normal PVR during the postoperative
follow-up. The mean time to recovery of voiding function was 34.1±37.9
days. The differences in age, sex or grade of VUR did not have an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recovery rate of voiding function. The time
to recovery of the voiding function was significantly longer in the patients
aged less than 2 years or those patients with bilateral high-grade VUR.
However, sex did not significantly influence the time to recovery of
voiding function.
Conclusions: The development of postoperative voiding dysfunction is
frequent, but temporary.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longer
period of catheterization for the group of patients aged less than 2 years
or those patients with bilateral high grade VUR. (Korean J Urol 2005;
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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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만 사용되어 왔다.

그 후로 Daines와 Hodgson4은 충분한

길이의 점막하 요관을 확보하고, 요관구의 위치가 정상에
1950년대 이후로 방광요관역류의 수술적 교정을 위한 다

가깝게 하기 위하여 원위 요관을 방광삼각부로 전위시키는

양한 술기가 개발되어 왔다. 이 중 방광 외 항역류수술은

술기를 이용하여 기존의 Lich-Gregoir 방법에 변형을 시도

1

2

1961년 Lich 등 과 1964년 Gregoir와 Van Regemorter 에 의해

5
하였다. 또한, 1987년 Zaontz 등 은 요관에 대한 전위봉합술

처음 보고되었다. 그러나 초기에 수술 후 방광요관역류의

(vest type sutures)을 사용하여 요관을 정상 위치에 고정함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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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충분한 점막하 요관 길이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

3.1±2.6세였으며, 2세 미만인 군과 2세 이상인 군으로 분류

술식을 방광근 외봉법이라 명명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높

하였다. 남아가 27명, 여아가 9명이었으며, 이들의 술 후 평

5-7

은 성공률과 상대적으로 낮은 이환율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양측 방광근 외봉법은

균 추적기간은 13.5±10.4개월이었다 (Table 1).
대상군의 술 전 인자로써 비데오 요역동학 검사, 요검사,

술 후 빈번한 배뇨장애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 적용에 제한

요배양 검사, 신장 초음파 및 dimercaptosuccinic acid (DMSA)

8
이 있었다. Steinbrecher와 Rangecroft 는 낮은 성공률과 술 후

신주사를 시행하였다. 비데오 요역동학 검사를 통해 방광

심각한 배뇨장애로 동시에 양측 방광근 외봉법을 시행하는

근 및 괄약근의 기능을 평가하였으며, 방광 및 요도의 해부

것을 피하라고까지 하였으나, 대부분의 보고에서는 양측 방

학적 형태와 역류의 정도를 관찰하였다. 방광요관역류의

광근 외봉법 후 배뇨장애가 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일

등급은 International Reflux Study Committee가 정한 기준에

시적인 것으로 도뇨관 삽입 등과 같은 보존적 치료만으로

15
따라 분류하였다. 또한, 4등급 이상의 역류를 고등급 역류

9-14

정상 배뇨기능으로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저자들은 1999년부터 2002년 사이에 본원에서 방광요관

라 하였으며, 대상군을 양측 모두 고등급 역류를 가진 환아
와 그렇지 않은 나머지 환아들로 분류하였다.

역류의 교정을 위해 양측 방광근 외봉법을 시행했던 36명

5
수술은 방광경 검사 후 Zaontz 등 이 기술한 방광근 외봉

의 환아들을 대상으로 술 후 배뇨 장애의 빈도와 술 후 배

법을 바탕으로 하였다. 폐쇄동맥 결찰없이 최소한의 박리

뇨장애의 발생 및 회복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확인하고

12
가 되도록 시행하였으며, 배액관 및 피부방광루는 설치하

자 하였다.

지 않았다.

16

술 중 방광조영술을 시행하여 역류의 소실을

확인한 후 도뇨관을 삽입하고 수술을 마쳤다.

대상 및 방법

소변 배출량과 술 중 방광 및 요관의 박리 정도를 감안
하여 도뇨관의 제거시기를 결정하였다. 도뇨관 제거 후

1999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본원에서 방광요관역류

에는 복부 초음파 또는 이동식 초음파 scanning을 이용하

의 수술적 교정을 위해 양측 방광근 외봉법을 시행받은 49

여 잔뇨량을 확인하였다. 자발적 배뇨를 전혀 하지 못한

명의 환아 중에서 술 전 비데오 요역동학 검사에서 배뇨장

경우에 도뇨관을 다시 삽입하였으며, 1주일 후에 다시

애가 없고, 술 후 잔뇨량의 추적 및 6개월 이상의 외래 추적

도뇨관을 제거하고 배뇨 양상을 관찰하였다. 방광 용적

관찰이 가능했던 3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신경인성 방광

예측치는 (나이+2)x30ml의 공식을 적용하였으며,

등과 같이 술 후 배뇨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를 가

관 제거 후 자발적 배뇨를 전혀 하지 못한 경우를 요폐,

진 환아는 제외하였다. 대상 환아의 의무 기록 및 방사선학

자발적인 배뇨는 가능하나 배뇨 후 잔뇨량이 방광 용적

적 검사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상군의 평균 나이는

예측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불완전 배뇨라고 하였

17

도뇨

으며, 두 경우를 합하여 배뇨장애로 정의하였다. 또한,
배뇨장애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잔뇨량이 방광 용적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grades of vesicoureteral
reflux (VUR)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Patients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2 years
15 (41.7)
≥2 years
21 (58.3)
Sex
Male
27 (75.0)
Female
9 (25.0)
Grades of VUR
0
2 (2.8)
I
6 (8.3)
II
11 (15.3)
III
17 (23.6)
IV
25 (34.7)
V
11 (15.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예측치의 20% 이하로 측정된 경우를 배뇨기능의 회복이
라 하였다.
술 후 배뇨장애의 발생 및 배뇨기능의 회복을 조사하였
으며, 나이, 성별 및 역류의 등급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chi-square test를 시행하였다. 또한, Kaplan-Meier법을
이용하여 배뇨기능의 회복까지 걸린 시간을 추정하였으며,
나이, 성별 및 역류의 등급이 회복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평
가하기 위하여 Kaplan-Meier법 및 log-rank test를 시행하였
다. 모든 통계학적 분석은 p-value가 0.05 미만일 때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한편, 수술의 성공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로 정
의하였다. 술장에서 시행한 방광 조영술에서 방광요관 역류
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술 후 시행한 신장 초음파 및 DMSA
신주사에서 추가적 신손상이 없었으며, 새로운 수신증의 발
견 또는 수신증의 악화소견이 없어야 한다. 또한, 술 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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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actors influencing development of voiding dysfunction and recovery of voiding function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Age (years)
Sex
High-grade VUR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2
≥2
Male
Female
Bilateral
The rest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oiding dysfunction (%)
11 (73.3)
13 (61.9)
18 (66.7)
6 (66.7)
7 (70.0)
17 (65.4)
24 (66.7)
Incomplete voiding (%)
8 (53.3)
11 (52.4)
13 (48.3)
6 (66.7)
6 (60.0)
13 (50.0)
19 (52.7)
Urinary retention (%)
3 (20.0)
2 (9.5)
5 (18.5)
0 (00.0)
1 (10.0)
4 (15.4)
5 (13.9)
Recovery (%)
14 (93.3)
21 (100)
26 (96.3)
9 (100)
9 (90.0)
26 (100)
35 (97.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o. of patients
15
21
27
9
10
26
3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all groups. VUR: vesicoureteral reflux, Bilateral: the children with bilateral
high-grade vesicoureteral reflux, The rest: the children without bilateral high-grade vesicoureteral reflux

Fig. 1. The time to recovery of voiding function after bilateral
detrusorrhaphy. PVR: post-void residual urine volume.

Fig. 2. The time to recovery of voiding function based on age after
bilateral detrusorrhaphy. PVR: post-void residual urine volume.

이상의 반복적 요로감염이 발생한 환아는 제외하였다.

며, 다른 1명은 3회의 요로감염이 발생하였다. 이에 35명
(97.2%)의 환아가 수술적 교정이 성공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결

과

도뇨관 제거 후 배뇨장애가 발생한 환아는 24명 (66.7%)
이었다. 이 중 5명 (13.8%)은 요폐가 발생하여 도뇨관을 1주

총 36명의 환아, 72 요관에 대해서 수술적 교정을 시행하

일간 재삽입하였고, 도뇨관 제거 후 모든 환아에서 자발적

였다. 술 전 비데오 요역동학 검사에서 관찰된 역류 등급은

배뇨가 가능하였다. 이들 중 23명은 추적기간 중 배뇨기능

V, IV, III, II 및 I가 각각 11, 25, 17, 11 및 6 요관이었으며,

이 회복되었다. 나이, 성별 및 역류의 등급에 따른 배뇨장애

역류가 관찰되지 않았던 경우도 2 요관이 있었다 (Table 1).

의 발생률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술 후 재원일수는 평균 1.9±1.1일이었으며, 도뇨관 제거 시

(p＞0.05) (Table 2).

기는 술 후 평균 3.9±3.7일이었다.

모든 대상 중 35명 (97.2%)이 추적기간 중 배뇨기능의 회

술장에서 시행한 방광 조영술에서 방광요관 역류가 관찰

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들의 평균 회복기간은 34.1±

된 요관은 없었다. 술 후 시행한 신장 초음파 및 DMSA 신

37.9일이었다. 나이, 성별 및 역류의 등급에 따른 배뇨기능

주사에서 추가적 신손상이 확인된 환아는 없었으며, 새로

의 회복률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운 수신증의 발견 또는 수신증의 악화소견은 관찰되지 않

(p＞0.05) (Table 2). 술 후 28일경 66.7%, 130일경 97.2%의

았다. 그러나 2명의 환아에서 요로감염이 확인되었으며, 이

환아가 배뇨기능을 회복하였다 (Fig. 1). 나이가 2세 이상인

중 1명은 1회의 요로감염 후 이상 징후 없이 추적관찰 중이

군이 2세 미만 군에 비하여 회복시기가 빠른 것으로 관찰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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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time to recovery of voiding function based on the grade
of VUR after bilateral detrusorrhaphy. VUR: vesicoureteral reflux,
PVR: post-void residual urine volume.

Fig. 4. The time to recovery of voiding function based on sex after
bilateral detrusorrhaphy. PVR: post-void residual urine volume.

었으며 (p＜0.05) (Fig. 2), 양측 모두 고등급의 역류를 가진

한, 도뇨관 삽입 기간 및 입원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배뇨기능의 회복시기가 늦어

다.

짐을 알 수 있었다 (p＜0.05) (Fig. 3). 성별은 배뇨기능의 회

하는 것에 제한을 두는 것은 술 후 빈번하게 발생하는 배뇨

7,8,11,13

그럼에도 방광근 외봉법에서 양측을 동시에 시행

복시기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5) (Fig. 4).

장애 때문이다. 술 후 요폐가 6.7-15.2%에서 발생하는 것으

한편, 배뇨 기능이 회복되지 않은 1명은 양측 모두 고등급

로 보고된 바 있으며,

의 역류 및 수술 당시 나이 6개월이었던 남아로서 술 후 12

그러나 요폐가 발생한 환아 모두 일시적 도뇨관 삽입 및

개월에 확인한 잔뇨량이 방광 용적 예측치의 32%로 외래

간헐적 자가 도뇨 후 자발적 배뇨가 가능하다 하였다.

추적 관찰 중이다.

원에서는 이들에게 도뇨관을 다시 삽입하고, 이중 기저귀

8,14

본 연구에서는 13.8%로 나타났다.
8-14

본

착용법을 교육한 후 퇴원시킬 수 있었으며, 이들 모두 1주

고

찰

일 후 도뇨관 제거 후에 자발적 배뇨가 가능하였다.
본원의 도뇨관 삽입기간이 평균 4일로 비교적 짧았으며,

방광요관역류의 교정을 위한 양측 방광근 외봉법은 95.4-

요폐가 발생한 모든 환아가 1주일의 도뇨관 재삽입 후 자발

98.3%의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9-12,14

적 배뇨가 가능했다는 점은 요폐 발생의 위험인자를 파악

본 연구 역시 97.2%의 성공률을 보였다. 본원에서는 방광근

하여 도뇨관 삽입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요폐의 발생을 미

외봉법의 초기 경험을 대상으로 술 후 6개월에 배뇨 중 방

연에 방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나이, 역류의

광요도조영술을 시행하여 96.2%의 수술 성공률을 보고한

등급 및 성별은 요폐 및 배뇨장애의 발생률에 있어서 유의

16

바 있다. 이에 근거하여 본원에서는 술 후 역류의 소실 여

14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Barrieras 등 은 3세 이하,

부를 확인하기 위한 배뇨 중 방광요도조영술의 통상적 시

남아 및 IV등급 이상의 고등급 역류를 가진 경우에서 높은

행은 피하고 있으며, 대신에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요로감

비율로 요폐가 발생한다 하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염 여부와 신장 초음파 검사 및 DMSA 신주사와 같은 비침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그 외 몇몇에서도 비록 통계학적

습적 검사를 이용하여 역류의 소실 여부를 갈음하고 있다.

유의성은 없으나 나이가 어릴수록 요폐 발생의 빈도가 높

한편, 배뇨기능이 회복되고, 술 후 1개월에 시행한 신장 초

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음파 검사 및 요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면, 예
방적 항생제 투여를 중단하였다.

11,12

양측 방광근 외봉법 후 요폐 등의 배뇨장애가 발생하는
기전은 방광요관이행부의 박리 시 방광삼각부에 분포하는

방광근 외봉법은 높은 성공률과 함께 낮은 이환율이 장

자율신경섬유의 손상으로 인한 신경절단 또는 신경차단
10,14

Lipski 등12은 배뇨기능

점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의 방광 내 및 혼합형 방광요관역

(neuropraxia)으로 추정하고 있다.

류 교정술에 비하여 혈뇨가 거의 없고, 방광 경련, 방광 자

의 회복까지 걸리는 시기가 비교적 짧기 때문에 신경절단

7,8

극 증상 및 술 후 불편감이 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및 신경재생의 과정보다는 신경차단의 가능성에 비중을 두

조강수 외：양측 방광근 외봉법을 이용한 방광요관역류 교정술 후의 배뇨 장애

5

었으며, Ellsworth와 Merguerian18는 술 후 환아의 불편감 및

과 회복률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2

방광 경련이 적은 점도 요폐 발생에 기여한다 하였다. La-

세 미만 및 양측 모두 고등급의 역류를 가진 환아에서 배뇨

13

pointe 등 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역 Y형 방광근 외봉법

기능의 회복시기가 늦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저자들은

을 발표한 바 있으며, 고전적 방광근 외봉법에 비해 요폐의

이들 환아에서 도뇨관 삽입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

발생이 8.4% 대 15.2%로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고 하였으나

할 것으로 생각한다.

14
12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또한, Lipski 등 은 폐쇄 동맥

결찰이 없는 최소 박리 술식과 고전적 술식을 비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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