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아외과

소아서혜부탈장및
음낭수종치료

120-752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250(신촌동 134)
TEL : 1599-1004(대표전화·예약)

02-2228-5920~1(어린이병원 접수)

QQ : 감기증상이있는것같습니다. 수술이가능할까요? 

AA : 수술 전 감기 증상이 심한 경우 마취 후 호흡기 합병증 (감기,
기관지염, 폐렴 등) 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수술이 며칠 또는
몇 주 가량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감기 증상(콧
물, 재채기 등)시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수술이 가능합니다. 

QQ : 수술후수술부위는어떻게관리해야하나요? 

AA : 수술 상처는 흡수되는 실로 봉합되어 있으므로 따로 실밥을
제거하지는 않아도 되며, 퇴원 후 1주 후에 방문하게 되는 외
래에서 상처 확인을 받도록 합니다. 수술 상처는 방수가 되는
얇은 막으로 덮혀져 있으므로 수술 후 물이 닿아도 무방합니
다. 상처 부위의 이 얇은 피막은 상처가 치유됨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제거되므로 억지로 떼어내지 않도록 합니다.

QQ : 수술부위가붉은상태인데병원에가야하나요? 

AA : 수술 후에는 고환이나 수술 상처가 일시적으로 붓거나 피부색
이 약간 붉게 변할 수 있으며 의료진에게 회진 시 또는 외래
진료 시 이상 여부를 확인 받으시면 됩니다. 

QQ : 퇴원후감기증상이있는데병원에와야하나요? 

AA : 전신 마취 후 생길 수 있는 호흡기 합병증(폐렴, 기관지염 등)
을 예방하기 위해 기침과 심호흡을 자주 하도록 합니다. 아주
어린 아이의 경우 가래를 뱉지 못하므로 자주 울리시면 됩니
다. 마취 후 일시적으로 열이 날 수 있으나, 열이 지속되고 감
기 증상이 동반되면 일반적인 해열제나 감기약 복용을 하여도
무방하며, 증상이 심해질 때는 병원에 오도록 합니다.

QQ : 수술후일상생활이가능한가요? 

AA : 퇴원 후에는 격렬하고 무리한 운동을 제외한 간단한 일상
생활 및 학교나 유치원 생활은 가능합니다.

QQ&&AA

귀가후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의연락처로문의하여주십시오.

어린이병원외래: 02)2228-5903

소아외과의국: 02)2228-6695, 6690

회복실: 02)2228-6360



SEVERANCE CHILDREN’S HOSPITAL

서혜부 탈장의 주증상

사타구니(서혜부)가 볼록 튀어나와 있으며 때에 따라서 튀

어나온 것이 없어지고는 하는 것입니다. 이는 뱃속의 장이

서혜부의 구멍으로 빠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보통 아이가 별로 아파하지 않습니다.

뛰어 놀고 나서 혹은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대변을 보고 나

서 튀어 나오는데, 이 때 복압이 높아지면서 장이 려서

빠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거나 가만히 누워 있는 경우에는 빠져 나온 장이 만

져지지 않고 특히 아침에 일어난 직후에는 없는 경우가 많

습니다. 이는 수면 중 복압이 낮아져서 빠져 나온 장이 뱃

속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치료 경과 및 예후

서혜부 탈장이 발견되면 가능한 빨리 수술을 해 줘야 합니다. 

이는 감돈이라는 합병증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

다. 감돈이라는 현상은 탈장된 장이 구멍에 끼여 조여져서 일어

나는 현상입니다. 손가락을 실로 칭칭 동여맨 경우를 생각한다

면 감돈이라는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끝이 파랗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가

락 끝이 부어 오르게 됩니다. 손가락이 부으면 실이 점점 더 조

여지고 나중에는 혈액 순환이 완전히 차단되어 손가락이 썩을

것입니다. 이를 괴사라고 하는데 서혜부 탈장도 이와 마찬가지

입니다. 

구멍에 장이 끼어 조여지면 탈장된 장이 부어서 도로 들어가

지 않게 됩니다(감돈). 이 때는 아이가 심하게 아파하고 탈장된

부위가 부어 오르며 장이 막히므로 토하기까지 합니다. 이 시

기가 지나면 장으로 가는 혈액 순환이 차단되며 장이 썩기 시

작하여(괴사) 응급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감돈된 장에 부기가 생기면서 고환으로 가는 혈관을 누르

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로 인하여 고환에 혈액 공급이 감소하게

되며 시간이 지체되면 고환이 죽어 버리는 합병증도 발생합니다.

장이 많이 상한 경우에는 장을 잘라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감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말고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서혜부 탈장이 있으면 이런 감돈이

라는 합병증이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빨리 구

멍을 메워주는 수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수술은 전신 마취 하에서 시행되며 소아 마취의사가 있는 곳

에서 경험 있는 소아외과 의사가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

술 시간은 15분에서 30분 가량 걸리나 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

마취와 수술을 받고 완전히 깨어 엄마 품으로 다시 돌아가기

까지는 약 1-2시간 또는 그 이상이 걸립니다. 

어른과 달리 아이는 회복이 빠르므로 수술 후 다음 날 (통원

수술의 경우 수술 당일) 별 다른 일이 없으면 퇴원하게 되며

수술 후 약 1주일 후에 외래로 방문하여 상처를 확인하는 것으

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나이에 따라 수술이나 마취에 관련된

다른 문제가 없다면 통원 수술(입원하지 않고 수술 당일 회복

된 후 퇴원)도 가능합니다.

소아 서혜부 탈장 및 음낭수종이란
(Inguinal Hernia and Hydrocele)  

서혜부 탈장 및 음낭 수종(Inguinal Hernia & Hydrocele) 은

소아외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서혜부 탈장의 경우 약 50명 중 한 명이 발병하여 수술을 시

행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질환을 같이 설명하는 것은 이들의

원인과 치료방침이 같기 때문입니다.

병태 생리

태아가 자궁 내에 있는 초기에는 고환(여아의 경우, 난소)이 태

아의 뱃속(후복강)에 위치하고 있으며, 태아가 자궁 내에서 성장

하게 되면서 고환이 사타구니(서혜부)를 타고 내려와서 음낭에

위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고환이 내려온 길이 막히게 되나

일부에서는 이 길이 열린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 때 서혜부

탈장이나 교통성 음낭수종(Communicating Hydrocele) 이 형

성되게 됩니다.

■교통성 음낭 수종(Communicating Hydrocele) 

막히지 않은 구멍이 비교적 작아서 물만 흘러나와 음낭에 물이

찬 경우

■비교통성 음낭수종(Non-Communicating Hydrocele) 

고환이 내려왔던 길이 막히기 전에 뱃속의 물이 음낭으로 내

려와 고여있는 상태로 태어나 것으로 이미 배와의 연결이 없

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음낭에 고여 있는 물이

흡수되어 자연 소실 됩니다. 신생아의 경우 많은 수가 이에 해

당합니다. 

■서혜부 탈장

장이 빠져나올 정도로 큰 구멍이 남아 있는 경우

그러나, 조심하여야 할 것은 서혜부 탈장으로 진단되면 반드시

수술을 하여야 하므로, 이 세 가지 질환에 대한 정확한 감별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소아외과 의사의 진단을 받고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돈)

서혜부
탈장

소아의 연령에 따른 금식 시간

연 령 금식 시간

6개월 미만 새벽 3시 이후 금식

6~36개월 새벽 1시 이후 금식

36개월 이상 자정 이후 금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