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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요실금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요도를 통해 소변이 

새는 현상을 말하며, 복압성요실금은 여성 요실금의 가장 

흔한 형태로 발생 기전에 따라 해부학적요실금 (anatomical 

incontinence)과 내인성요도괄약근기능부전 (intrinsic sphincter 

deficiency)에 의한 요실금으로 나눈다.
1 요실금의 진단은 증

상, 징후 및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내릴 수 있으며, 

증상은 불수의적으로 소변이 새는 현상을 말하며, 징후는 

소변이 새는 객관적인 증거이고, 상태는 병리적 생리 (pa-

thophysiology)를 말한다.
2 요도와 방광의 상태 즉, 병리적 생

리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요역동학 검사 (urodynamic study)

와 방광요도조 술 (cystourethrography)이 있다. 요역동학 

검사는 배뇨근의 기능, 골반이완 정도, 방광기능변화 및 요

누출시복압 (Valsalva leak point pressure) 등을 측정할 수 있

으며
3 방광요도조 술은 요도와 방광의 지지상태를 객관적

으로 알 수 있는 검사로 방광경부와 요도의 역동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1 최근에는 복압성요실금에서 하부요로의 

기능이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요역동학 검사의 중요성이 매

우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방광요도조 술과 요역동학 검사는 침습적인 검

사로 실험적 연구가 아닌 임상에서 모두 시행하기에는 환

자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복압성

복압성요실금 환자에서 방광요도조영술과 요역동학 검사의 
임상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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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ic Study in Patients with Stress Urinary Incontin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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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Lateral cystourethrography is a radiological method used in the 
diagnosis and prediction of the degree of stress urinary incontinenc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lateral cystourethro-
graphy in women with stress urinary incontinence.
Materials and Methods: In this retrospective study, a total of 76 women 
who underwent both cystourethrography and urodynamic study were 
included. The proximal urethral support was evaluated by lateral cystoure-
thrography at rest and during voiding, with the images anatomically 
superimposed to measure the degree of bladder base descent and the 
posterior urethro-vesical angle (PUV angle). The urethral diameter was 
measured at 1cm below the bladder neck. Urodynamic assessments, in-
cluded valsalva leak point pressure (VLPP), maximal urethral closing 
pressure (MUCP) and functional urethral length, were compared with the 
parameters of the cystourethrography.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VLPP and the 
urethral diameter (p＜0.05) only. Other parameters from the two methods 
showed no significant correlations. When the patients were divided into 
three subgroups, according to their VLPP (＜60, 60-90, ＞90cmH2O), and 
into two subgroups, according to their MUCP (≤25, ＞25cmH2O), the 
mean values of bladder base descent and PUV angle among the subgroups 
showed no significant correlation.
Conclusions: In the current study, the lateral cystourethrography is 
suggested to not be appropriate for the diagnosis and prediction of stress 
urinary incontinence. (Korean J Urol 2004;45:1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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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의 진단에 있어서 정확한 문진 및 골반저 신체검사

만으로도 추가적인 검사 없이 가능하며 방광요도조 술로 

알 수 있는 방광경부와 요도의 역동적 상태가 복압성요실

금의 진단에 있어서 그 특이도가 매우 낮고 치료 방법의 

결정에 있어서 큰 의미가 없다는 보고가 있다.
4 

  이에 저자들은 과연 두 검사를 모두 시행하는 것이 바람

직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방광요도조 술의 측

정인자와 요역동학 검사의 측정인자를 비교함으로써 방광

요도조 술의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2002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본원 비뇨기과에 요실금

의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 147명 중 요역동학검사에서 요누

출시복압 (Valsalva leak point pressure)을 측정할 수 있었고 

방광요도조 술을 시행한 7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 다. 

  방광경부하강 정도 (bladder base descent)는 직립 상태에서 

측사위로 안정상태와 배뇨 시 상태의 두 상을 비교하

다. 요도의 직경 (urethral diameter)은 측사위의 배뇨 시 상태

의 상을 기준으로 하여 방광경부에서 1cm 아래의 직경을 

측정하 으며, 방광경부와 요도가 이루는 각을 측정하여 방

광요도각 (posterior urethro-vesical angle)으로 정의하 다.

  요역동학 검사에서는 요누출시복압 (Valsalva leak point pres-

sure), 최고요도폐쇄압 (maximal urethral closure pressure), 기

능적 요도길이 (functional urethral length)를 측정하 다. 방

광요도조 술과 요역동학 검사의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상

관관계를 Pearson 상관계수로 계산하 다.

  요누출시복압을 3단계 (60 이하, 60-90, 90cmH2O 초과)로 

나누어 각각의 집단에서 방광요도조 술의 항목이 통계학

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Kruskal-Wallis 검정 방법으로 계산하

으며, 최고요도폐쇄압을 2단계 (25 이하, 25cmH2O 초과)

로 나누어 각각의 집단에서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Mann-Whitney U-검정 방법으로 계산하 다. 통계학적 의미

는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로 정하 다. 

결      과

  전체 76명의 복압성요실금 환자들의 연령 분포는 26세에

서 68세로 평균 46.9세 다. 요역동학 검사에서 복압성요실

금 환자들의 요누출 시 복압 (Valsalva leak point pressure)은 

평균 117.3cmH2O (10-200cmH2O) 으며, 최고요도폐쇄압 (maxi-

mal urethral closure pressure)은 평균 49.2cmH2O (5-110cmH2O), 

기능적 요도길이 (functional urethral length)는 평균 29.2mm

(15-40)로 측정되었다. 

  방광요도조 술에서 복압성요실금 환자들의 방광경부하

강정도 (bladder base descent)는 평균 30.0mm (8-48)이었으

며, 요도 직경 (urethral diameter)은 평균 3.4mm (1.1-7.4)이었다. 

이들에서 방광요도각 (posterior urethro-vesical angle)은 평균 

169.2
o
(73-180)이었다 (Table 1).

Table 1. Radiologic and urodynamic characteristics in 76 patient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Characteristics Mean±SD Rang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rs)  46.9±9.8  26-68

Radiologic parameter

  PUV angle (o) 169.2±14.7  108-180

  Bladder base descent (mm)  30.0±9.9   8-48

  Urethral diameter (mm)   3.4±1.4  1.1-7.4

Urodynamic parameter

  VLPP (cmH2O) 117.3±34.4  10-200

  MUCP (cmH2O)  49.2±23.7   5-110

  Urethral length (mm)  29.3±6.4 15-4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UV angle: posterior urethro-vesical angle, VLPP: valsalva leak 

point pressure, MUCP: maximal urethral closure pressure

Table 2. Correlation between radiologic parameters and urodynamic parameter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Urodynamic parameters
Radiologic parameter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LPP MUCP Urethral length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earson correlation p Pearson correlation p Pearson correlation p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UV angle 0.150 0.196 0.066 0.569 0.102 0.380

Bladder base descent -0.154 0.183 -0.115 0.324 -0.063 0.588

Urethral diameter -0.262 0.022* -0.115 0.324 0.066 0.57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UV angle: posterior urethro-vesical angle, VLPP: valsalva leak point pressure, MUCP: maximal urethral closure pressure, *: Pearson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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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광요도조 술과 요역동학 검사의 각각의 측정값에 대

한 상관분석에서 방광요도조 술에서의 요도직경 (urethral 

diameter)과 요역동학검사에서의 요누출시복압 (Valsalva leak 

point pressure)이 p＜0.05로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이 외에 방광요도조 술과 요역동학검사의 다른 측정

값들에서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요누출시복압을 3단계 (60 이하, 60-90, 90cmH2O 초과)로, 

그리고 최고요도폐쇄압을 2단계 (25 이하, 25cmH2O 초과)

로 나누었을 때 각각에 대한 방광경부하강 정도와 방광요

도각의 분석에서, 방광경부하강 정도는 요누출시복압 및 최고

요도폐쇄압과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상관관계는 없었으며

(p=0.456, p=0.230) (Table 3), 방광요도각 (posterior urethro-vesical 

angle)도 요누출시복압 및 최고요도폐쇄압과 통계학적으로 의

미있는 상관관계는 없었다 (p=0.119, p=0.323) (Table 4).

고      찰
  

  여성 복압성요실금은 해부학적요실금 (anatomical inconti-

nence)과 내인성요도괄약근기능부전 (intrinsic sphincter defi-

ciency)에 의한 요실금으로 나눈다.1 

  복압성요실금의 진단에 있어서는 증상, 징후, 객관적 상

태가 모두 중요하며, 객관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방광

요도조 술 (cystourethrography) 및 요역동학 검사 (urodynamic 

study)가 이용되어 왔다.
2 방광요도조 술 (cystourethrography)은 

지난 수년 동안 요도와 방광의 이동성을 측정하는 표준적

인 방법으로 이용되어 왔다.
5
 하지만 방광요도조 술 및 요

역동학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6,7
 Chapple

8

은 요실금 환자에서 증상만으로 진단을 내릴 경우 20%에서 

진단의 오류가 발생하므로 요역동학 검사가 필수적으로 행

해져야 하며, 특이 정확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

으며 Weidner 등
9은 요실금 증상만으로는 양성 예측률이 높

지 않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하는 환자에 있어

서는 요역동학 검사 등의 추가적 검사가 술 전에 필요하다

고 하 다. 또한, Showalter 등
10
은 76명의 요실금 환자를 대

상으로 술 전과 후에 방광요도조 술을 촬 함으로써 요도

각 (urethral angle)의 변화를 측정하 다. 이들은 방광요도조

술이 술 후 결과를 객관적으로 판정하는 데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다고 보고하 다. 이
6
는 요역동학검사를 통하여 

다른 질환을 오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검사라고 하 다.

  그러나 방광요도조 술 및 요역동학 검사가 침습적 검사

이고, 검사 후 감염의 가능성 및 환자에게 부담 (생리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배뇨함)을 주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는 시

행하기 어려운 검사이며 결과가 여러 인자들에 의하여 

향을 받는다. Homma 등
11은 30명의 과민성방광 환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요역동학 검사를 시행한 결과 같은 

환자에서도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는 사실을 보고하 고, 

Vereecken
12
은 요역동학 검사가 시행하는 사람이라든지, 시

행 방법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

다. Payne 등
13
은 요실금 환자에서 요누출시복압 (Valsalva 

leak point pressure)의 측정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측정 방법, 측정 기구, 환자의 자세 등에 의하여 다르게 측

정될 수 있다고 하 다. 

  1992년, 1996년 Agency for Health Care Policy and Res-

earch (AHCPR)
14,15
에서 발표한 요실금 환자의 진단에 대한 

임상지침에 의하면, 진성복압성요실금의 진단은 추가적인 

침습적 검사 없이 기본적 검사 (문진, 골반저 신체검사)만으

로 정의하 다. Laurikainen 등
16은 191명의 진성복압성 요실

금 환자들을 대상으로 방광요도조 술 및 요역동학검사와 

같은 추가적인 침습적 검사 없이 문진 및 골반저 신체검사 

(요도이동성)만 시행하더라도 결과에 차이를 보이지 않아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bladder base descent and urody-
namic parameter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Bladder base descent (mm)
Urodynamic parameter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o. Pts
Mean±SD p

(n=7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LPP (cmH2O) ＜60  6 33.2±9.9

60-90  7 33.4±7.6 0.456

＞90 63 29.4±10.1

MUCP (cmH2O) ≤25 14 33.0±10.1
0.230

＞25 62 29.4±9.8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LPP: valsalva leak point pressure, MUCP: maximal urethral 

closure pressure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PUV angle and urodynamic parameter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PUV angle (o)
Urodynamic parameter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o. Pts 
Mean ±SD p

(n=7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LPP (cmH2O) ＜60  6 165.0±13.8

60-90  7 164.3±12.7 0.119

＞90 63 170.1±15.0

MUCP (cmH2O) ≤25 14 167.9±11.9
0.323

＞25 62 169.5±15.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UV angle: posterior urethro-vesical angle, VLPP: valsalva leak 

point pressure, MUCP: maximal urethral closure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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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전에 침습적 검사가 필요없다고 보고하 다. Blaivas 등17

은 요역동학검사 및 방광요도조 술은 술 전 평가를 위하

여 최소한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하 다. Diokno 등
18은 

침습적 검사 없이 문진 및 설문, 신체검사만으로 100%의 

특이도를 나타내, 임상적으로는 진성복압성요실금 환자의 

진단에 침습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 다. Dupont 등
19은 요실금 환자에 있어서, 방광요도조

술에서 나타나는 해부학적 결과들이 환자의 생리적, 임상

적 현상과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요실금의 여부를 방사선

학적 검사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하 다. 또한 Colli 등
20은 

요실금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침습적 검사가 필요한지, 필

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이러한 침습적 

검사가 치료결과의 판정 및 진단에는 유용하지 않는 것으

로 생각된다고 하 다. 

  저자들의 연구에서도 복압성요실금의 정도 (severity, grade)

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있는 방광요도조 술에서의 방광

경부의 하강정도 및 요도의 이동성 (방광요도각, PUV angle)

이 요역동학 검사에서의 요누출 시 복압 (VLPP) 및 최고요

폐쇄압 (MUCP)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러한 결과는 방광요도조 술이 요실금 환자에서의 술 전 

진단 및 평가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방광요도조 술에서의 요도직경 (urethral diameter)과 

요누출시 복압 (VLPP)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요도직경 (urethral diameter)의 측정은 매우 주관적이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정확성에는 의문이 있다. 또한 요

역동학 검사를 기준으로 진성복압성요실금 (VLPP＞90, MUCP

＞25cmH2O)과 내인성 요도괄약근 기능부전에 의한 요실금

(VLPP≤60, MUCP≤25cmH2O)의 두 군으로 나누어 방광요

도조 술의 측정값 (방광경부하강정도, 방광요도각)을 비

교하더라도 통계학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아 정확한 요실금

의 정도 및 평가를 한다는 것은 의문이다. 따라서 복압성요

실금의 진단 및 술 전 평가에 있어서 방광요도조 술을 모

든 환자에게 시행할 필요는 없다.

결      론
  

  여성 복압성요실금의 진단 및 술 전 평가에 있어서 방광

요도조 술은 요역동학검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으며 그 자

체만으로 복압성요실금을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많은 오

차와 아울러 환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더 이상 복압성

요실금의 진단 및 평가를 위하여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검사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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