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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압성요실금의 치료에 있어 Tension-Free Vaginal Tape 

(TVT)법은 가장 최근에 알려진 방법으로 시술의 간편성, 안

전성, 미용적인 면뿐 아니라 장기적인 효과 면에서 97%에

서 호전되는 등 매우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

다 (1). 

  그러나 골반강 내에는 혈관, 신경, 그리고 장이 있으며 

TVT 바늘이 직접 보지 않는 상태에서 골반강을 통과하기 

때문에 출혈이나 신경손상, 장 천공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

은 항상 있으며 이들은 한번 생기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빈도가 적다 하여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저자들은 TVT 시술 후 출혈로 쇼크 상태에 이르 으나 

외과적인 처치없이 수액공급 등 보존적인 방법으로 해결되

었던 1례를 보고하면서 본 시술의 합병증과 처치에 대하여 

문헌을 고찰하고자 한다. 

증      례

  환자는 47세 여자 환자로 뛰거나 기침 시 심한 요실금으

로 10년 전부터 기저귀를 착용하여 왔으며 최근 3개월 전부

터 더 심해져 내원하 다. 과거력에서 혈액형이 Rh-, B라는 

것 외에 특이 사항은 없었다. 회음부 초음파검사에서 후부

요도-방광각이 resting 시 130
o, strain 시 145o로 15도의 차이

가 있었으며 strain 시 근위부 요도의 하강은 2 cm 이상이었

다. 일반요검사는 정상이었고 요배양검사에서 citrobacter 

freundii 10
5 CFU/ml 나와 항생제를 투여하 다. 일반혈액검

사와 혈액화학검사는 정상이었다. 시술은 경막외 마취하에 

일반적인 방법대로 요도구에서 1 cm 근위부 질벽에 종절개

를 통하여 TVT 바늘을 치골 상부 중앙에서 좌우 각각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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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위치로 통과시켰으며 방광내시경으로 방광손상이 없음

을 확인하고 수술을 마쳤다. 총 시술시간은 45분 정도 으

며 시술 중 수술 시야에서 심한 출혈은 없었다. 

  수술 후 8시간 경에 환자는 좌측 하복부에서 등쪽으로 뻗

히는 통증을 호소하 으나 당시는 특이한 징후가 없어 관

찰하던 중 시술 후 11시간 경에 수축기/확장기 혈압이 90/50 

mmHg로 떨어졌으며 혈중 혈색소도 7.3 gm/ml까지 감소하

다. 환자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정신이 약간 혼미해졌다. 

시술과 관련한 출혈로 판단하고 수액 공급을 증량하 다. 

처음 500 cc 수액을 급속히 주사하고 그 후는 분당 30 gtt로 

유지하자 환자의 혈압이 안정되었다. 복수 천자에서 복강 

내 출혈은 없었다. 상태 확인을 위한 복부 전산화단층촬

에서 좌측 복직근 내측으로 혈괘 (10x5 cm)가 있었으며 하

상복부동맥 (inferior epigastric artery) 의 출혈로 추측되는 소

견이 있었다 (Figure 1). 환자의 혈액형에 맞추어 Rh (-), B 

(+) 혈액 1 pint와 Rh (-) O 혈액 1 pint 등 총 2 pints를 수혈

하 다. 익일 오전 6시까지 혈액 2 pints 포함하여 2,500 cc가 

공급되고 소변은 시간당 20∼200 cc로 총 2,605 cc가 배출되

었다. 혈중 혈색소는 10.1 gm/ml로 유지되었으며 혈압도 수

축기와 확장기에 각각 110∼140/60∼80 mmHg로 안정되었

고 이외의 혈액화학검사소견도 모두 정상이었다. 

  수술 후 4일째에도 신체징후는 안정되고 혈색소도 9.5 

gm/ml로 유지되었으나 환자가 어지러움과 전신쇠약 등을 

호소하여 추가로 혈액 2 pints를 수혈하 으며 그 후 혈색소

는 11.3 gm/ml로 유지되었다. 수술 후 9일에 시행한 복부 

초음파검사에서 방광주위의 혈종 크기에는 변화가 없으나 

내용물이 액화되었다. 수술 후 11일에 이환기간을 줄이기 

위해 경피적 침-혈종흡입술을 시행하여 좌측 하복부 복직

근 외측에서 검은 색의 혈액 130 cc를 배출하고 그 후 

pig-tail 카테터 통해 60 cc 가량이 추가로 배출되었다. 1주 

후 하루 7 cc 이하로 배출되어 카테터를 제거하 으며 복부

초음파검사에서 혈종은 많이 감소되었으며 (6x3x2 cm) 종

괴효과는 거의 없어졌다.

  수술 후 24일에 요실금은 없었으며 최고 요속 (Qmax)은 

48 cc/s 다.

고      찰

  복압성요실금의 빈도는 젊은 성인에서 고령에 이르기까

지 점차 증가하는데 20%에서 50%까지 이르며 심하거나 의

미있는 정도의 요실금은 3%에서 17%로 보고되고 있다 (2). 

2003년 한국에서의 조사결과를 보면 1,303명의 여성 중 537

명 (41.2%)에서 요실금이 있었고 492명 (37.8%)이 복압성요

실금이었다 (3).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실제 유병률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여성들의 사회 활동과 역할이 더

욱 활발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치료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지난 세기 동안 150여 수술 기법이 소개되었으나 아직 완

전한 방법이 없으며 이는 관련 부위의 해부학적인 구조와 

생리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4).

  최근에 소개된 Tension-free vaginal tape법은 심각한 합병

증이나 장기적인 요폐가 적고, 적은 조직의 박리와 손상, 경

미한 술 후 통증, Tape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고, 시간 경과

에도 악화되지 않으며 국소마취로 당일에 수술하고 퇴원할 

수 있으며, 조기에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할 수 있는 등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널리 시술되고 있다. 그러나 성공

률과 합병증의 비율은 각각의 범주에 대한 정의와 시술자

의 경험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동시에 이 수술도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하고 있다. 

  최 등 (5)과 Darai 등 (6)은 TVT 시술의 주관적인 성공률

과 객관적인 성공률을 각각 92.6%, 92.7%와 97.6%, 68.3%로 

보고하 다.

  합병증으로 최 등 (5)은 41 환자 중 최대요속이 15 ml/s 

이하로서 요도폐색이 의심되었던 경우가 39%, 방광천공 

12.2%, 페색신경 손상 2.4%, 해결되지 않은 요실금 7.3% 등 

총 61% (25례)의 합병증을 보고하 으며 Abouassaly 등 (4)

은 241례 시술 중에서 방광천공 5.8%, 500 ml 이상의 출혈 

Figure 1. Abdominal CT shows a hematoma (10x5 cm) posterior 

to the left rectus muscle and bleeding point (arrow) which 

considered as the left inferior epigastric ar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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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수술 후 24시간 이상 요폐 19.5%, 골반강 혈종 4례 

1.7%, 치골 상부 창상 감염 0.4% 등 총 29.9% (72례)의 합병

증을 보고하 다. 이 외에 후기 합병증으로 요급박과 치골 

상부 불쾌감이 각각 14.9%, 7.5%에서 있었으며 0.8%에서 

tape의 질내 미란이 있었다.

  합병증의 치료는 종류와 심한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방광천공은 골반내 수술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 생기기 쉬

우며 대부분 하루 동안의 요도카테터 유치로 해결되었으며 

다발성 천공의 경우에도 7일간의 카테터 유치로 문제없이 

해결되었다 (4).

  TVT 바늘에 의한 폐색신경의 손상도 보고되고 있다 

(5,7,8). 부분적으로 손상된 경우에는 tape을 신경에서 분리

하여 제거해 주면 회복이 되나 심한 경우에는 심각한 장애

를 남길 수도 있다. 다리의 통증과 운동 장애가 초발 증상이

며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시술로 인한 심한 골반강내 출혈은 흔하지 않으며 외

과적으로 출혈 자체를 해결하거나 사망하 던 경우는 보고

된 바가 없다. 저자들은 혈압이 급속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

한 순간은 당황스럽기도 하 으나 본 증례를 통하여 쇼크

에 이르는 상태에서도 신속한 수액 공급과 수혈로도 외과

적 처치없이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굵은 동맥이 손상되어 출혈이 심해 혈압이 짧은 시간에 급

속히 떨어지고 교정이 쉽게 되지 않는 경우라면 혈관색전

술이나 개복수술을 고려하 을 것이다. 출혈의 정도를 가

늠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혈압의 하강 속도, 

초기 수액요법에 대한 반응, 그리고 방사선학적검사에서 

출혈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작은 혈

관의 손상에 의한 출혈은 골반강내의 탐포네이드 (tampo-

nade)로 자연적인 지혈이 가능하나 큰 혈관의 손상에 의한 

심한 출혈은 탐포네이드에 의한 자연 지혈이나 복부압박이

나 질강내 거즈 삽입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혈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출혈의 원인은 TVT 바

늘이 치골 후방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골외막이나 근막 등

의 조직에 걸려 저항이 느껴지자 올바른 경로를 찾기 위해 

바늘의 끝을 좌우로 움직이던 중에 혈관에 손상을 준 것으

로 추측하고 있다. Abouassaly 등 (4)은 500 ml 이상의 출혈

환자 6례를 포함하여 5.4%에서 출혈이 있었으나 수혈은 하

지 않았으며 혈종이 컸던 (8x8 cm) 1례에서 혈종을 외과적

으로 배출시켰다. 

  TVT 시술과 관련하여 인접 부위의 혈관을 부검을 통하

여 확인한 연구에 의하면 TVT 바늘에서 폐색혈관까지는 

3.2 cm (1.6∼4.3 cm), 표재성 상복부혈관까지는 3.9 cm (0.9∼

6.7 cm), 하부 상복부혈관까지는 3.9 cm (1.9∼6.6 cm), 그리

고 외장골혈관까지는 4.9 cm (2.9∼6.2 cm)로 평균 0.9∼6.7 

cm 외측에 주요 혈관들이 있어 바늘을 외측으로 향하거나 

회전시킬 때 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하 다 (9).
 

  골반 수술을 한 병력이 있던 환자에서 TVT 수술 후 하복

부 급성 통증을 호소하여 복강경으로 확인한 결과 tape이 

회장을 관통하고 있었으며 이를 절제하고 천공된 회장을 교

정한 후 5일째 퇴원하 으며 1년 후 요실금은 없었다 (10). 

  TVT 시술 후 배뇨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특

히 요폐는 24시간 이상 100 ml 이상의 잔뇨로 정의하는 경

우와 7일 이상의 요폐로 정의하는 경우에 따라 그 결과는 

차이가 많다. Wang 등 (11)은 TVT 후 요도폐색이 의심되는 

경우를 8%로 보고하 다. Abouassaly 등 (7)은 19.5%에서 요

폐가 있었으며 이 중 68%는 48시간 이내 요폐로서 일시적

인 카테터로 해결되었고 나머지는 평균 22일 (3∼96일) 동

안 요도카테터를 유치하거나 간헐적 도뇨를 하 는데 결국 

7례에서는 tape을 이완시키고 3례에서는 절단하는 이차 수

술을 하 으며 4례에서 요실금이 남았다. 절박뇨, 잔뇨감 

등의 배뇨증상, 치골 상부 불쾌감 등은 심한 방광류나 요도 

괄약근 자체에 기질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간이 경과하면서 투약만으로도 좋아지며 tape의 

질내 미란은 국소마취하 tape을 부분 절제해 주고 창상감염

은 항생제 투여로 해결되었다 (4,11).

  마취는 최 등 (5)은 다른 수술을 병행하 던 9.8%에서 경

막외마취를 하고 나머지 91.2%는 profopol을 이용한 정맥마

취를 하 고 Abouassaly 등 (4)은 95.9%와 1.7%에서 부분마

취와 전신마취를 하고 2.5%만 국소마취하 다. 국소마취와 

부분마취 사이에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성공률에 의미 있

는 차이는 없다 (12).
 
다만 경막외마취에서 수술 직후 요폐

발생률이 훨씬 높으며 부분마취를 할 경우 수술의사의 수

술실 내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고 환자에게도 편안한 점은 

있으나 아직 마취방법에 대하여는 수술자나 환자의 상황이

나 선호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과적으로 Abouassaly 등의 보고가 비뇨기과 의사들로 

transvaginal surgery에 훈련이 되어 있고 ‘TVT training'을 받

은 경험이 있는 전문의가 시술하 으며 처음 10명의 환자

들은 경험을 얻는 기간으로 간주하여 보고 대상에서 제외

하 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합병증 비율이 다른 보고들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을 보더라도 실제 병원에서 생기는 문

제들은 논문에 보고되는 것보다는 더 많을 것이며 합병증

에 대한 정의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그 수는 더욱 늘어나

리라고 쉽게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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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복압성요실금은 실제 더 많은 여성에서 건강

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일 수 있으며 이의 치료로 TVT 시

술이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 하겠다. 그러나 본 수술과 관련

하여 실제로 발생하는 크고 작은 합병증과 불편한 증상까

지 고려한다면 결코 소홀히 간과하여서는 안 될 부분들이 

있다. 즉, 충분한 해부학적인 지식의 숙지와 기술적인 숙련

이 필요하고 수술과 수술 후의 성적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신중하고 스스로 좀 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겠

다. 합병증에 대한 처치 방법을 숙지하고 시술 후에는 환자

의 상태를 실시간 점검하며 합병증 발생 시에는 조기에 적

극적으로 치료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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