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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가난했던 시 를 지나 지  세계는 국경 없는 하나의 사회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의 커다란 변화를 맞고 있다. 발기부 에 있어서도 경구용 치료제의 개발에 따라 치료 역사가 

다시 쓰이고 있고, 그 원인과 험인자, 동반질환 등에 있어서도 식생활 변화, 운동량의 감소, 사회생

활의 복잡성 등의 원인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성인병 특히, 비만증, 당뇨병, 고

압, 고지 증  동맥경화증 등이 격히 증가하고 있어 발기부 의 유병률과 새로운 험인자에 

한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실정이다. 이에 자는 발기부 의 원인과 동반질환 그에 따른 문제

에 해 기술 하고자 한다.  

발기부전의 유병률 (Prevalence of Erectile Dysfunction)

경구용 발기부 치료제인 Viagra의 개발과 최근 새로운 경구용 치료제의 등장으로 발기부 의 진단

과 치료는 한층 획기 인 기를 마련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발기부 에 해 규모로 잘 수행된 역

학조사는 드문 편으로,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규모로 시행된 역학조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발기부  자체를 객 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고 발표되는 연구결과마다 유병률에 차이를 보이는 문제

이 있다. 규모 연구인 메사추세츠 남성노화연구 (Massachusetts Male Aging Study: MMAS)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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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40-70세 사이의 남자 1709명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발기부 의 체 유병률은 52% 으며,완  

발기부 이 10%, 등도 발기부 이 25%, 경도 발기부 이 17%라 보고 하 다. 이 결과를 근거로 볼 

때 미국 내에는 약 3천만 명이상, 세계에는 1억 이상의 남성이 발기부 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된다. 

국내 발기부  유병률 조사는 1998년 김 등이 도농복합지역에서의 지역 역학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30세 이상 남성의 52.2%가 발기부 을 호소한다고 하 고, 이는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류 등이 2001년 남지역 농 의 30세 이상 남성을 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는 International 

Index of Erectile Function(IIEF)를 기 으로 30  45.9%, 40  60.0%, 50  72%, 60  82.9% 의 발

기부 을 보고하 고, 체 으로 66.3% 에서 발기부 을 보고하 다. 손 등이 서울근교의 도시 가구

를 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40-79세 남성의 84.3%가 경도 이상의 발기부 을, 11.8%가 증의 

발기부 을 보 고, 연령에 따라 증가하 으며 증 발기부 의 유병률이 40  1%, 50  7.5%, 60  

35.7%, 70  68.5% 다. 이상의 결과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은 빈도의 발기부 이 발생함을 볼 수 

있고, 발기부 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을 볼 수 있다. 

발기부전의 위험인자 (Risk Factors of Erectile Dysfunction)

발기부 은 한가지 원인에 의해 야기되는 단일 질환이 아닌 기질 요인과 심리 요인의 다양한 원

인에 의해 야기되는 복합 인 질환인 만큼 많은 험인자를 가지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발기부 이 

다른 질환의 험인자와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질환들이 함께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발기부 에 한 연구에서 발기부 은 고 압, 고지 증, 당뇨병, 우울증, 허 성 심장질환, 상동맥

질환 등의 질환과 함께 존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Feldman 등, Braun M 등). 이에 자는 이들 험

인자들과 발기부 과의 계를 기술하고자 한다 .

1. 연  령

발기부 의 많은 험요인 에 부분의 연구에서 발기부 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

타나는 것은 연령으로, Feldman 등과 Benet 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기부 은 격하게 증가한

다고 하 다. 한 Panser 등은 성 인 자극이 있을 때 언제나 발기를 할 수 있는 40  77% 에서 70

는 18% 로 격하게 감소한다고 하 고, Feldman 등도 완 발기부 의 비율이 40 의 5.1%에서 

70 에 15%로 3배가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 국내 조사는 손 등의 보고로 발기기능 수에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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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을 지 하 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기부 은 격하게 증가한다고 

하 다. 

2. 당뇨병

당뇨병은 발기부 의 가장 흔한 단일 원인이며, 나이가 들수록 당뇨의 험은 증가하고, 당뇨는 발

기부 의 험을 증가시킨다. 당뇨병이 있는 환자에서 발기부 은 35-75% 정도 나타나며, 

Massachusetts Male Aging Study (MMAS)에 의하면 당뇨병이 없는 경우에 비해 완  발기부 의 빈

도가 3배나 증가하고, 당뇨병 진단 후 10년 이내에 50% 이상의 환자에서 발기부 이 발생하며, 당뇨 

환자의 12%는 발기부 으로 인해 당뇨병이 발견 되기도 한다. 2형 당뇨병보다는 1형 당뇨병에서 발

기부  발생이 더 많고, 고 압이 함께 있는 경우 발기부 의 발생은 더 증가한다. 

당뇨병에서 발기부 을 일으키는 것은 발기조직을 포함한 성, 신경인성, 약물투여, 심인성 요인 

등의 복합 인 작용에 기인한다. 특히, 이 에서 성 병변과 신경인성 병변은 당뇨에 의한 사장

애로 인한 발기부 의 발생에 있어, 흔히 공통 인 기 을 가진다. 

1) 혈관성 요인 (Vasculogenic Cause)

병증은 당뇨에서 발기부 을 일으키는 주된 병인이며, 특히 해면체 내피세포와 평활근의 병변

이 요한 역할을 한다. 해면체 조직의 내피세포에서 해면체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표 인 물질인 

NO(Nitric Oxide)의 분비가 특징 으로 하된다. 한 산화질소 생성의 감소뿐만 아니라, 이들의 생

체이용성의 감소 한 요한 병인이다. 한 백막과 음경해면체내에 최종 당화산물(advanced 

glycosylation end products)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DNA와 단백질을 변화시켜 NO의 생성을 이고 

결과 으로 발기부 을 야기한다.   

2) 신경인성 요인(Neurogenic Cause)

신경병변은 말 신경계에 잘 나타나며, 자율신경과 체신경이 모두 해당된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으면 부분에서 병증도 동반되며, 이러한 환자에서 발기부 의 정도도 하기 때문에 약물치

료가 상 으로 어려워진다. 당뇨가 있는 사람  동물의 해면체 조직에서 신경인성 산화질소 합성효

소의 수가 감소하고, 이의 활성도가 감소하며, 한 근긴장도  발기력의 하가 뚜렷하게 오는 소견

들에 의해 알 수 있으며 신경말단에서 산화질소의 분비 하로 인하여 발기부 은 필연 으로 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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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조와 최는 스트렙토조토신(spreptoxotocin) 투여로 유발된 당뇨병 흰쥐에서 콜린성  

VIP(vasoactive intestinal peptide)성 해면체 신경의 염색 농도가 감소되었다고 하 으며, Saenz de 

Tegada와 Goldstein은 당뇨 환자의 조직에서 노에피네 린(norepinephrine), 콜린에스테라아제

(cholinesterase)와 VIP가 감소되어 있다고 하 다. 이러한 결과는 당뇨병에 의한 신경장애는 자율신경

계의 손상임을 시사한다. 

3) 기타요인 (Miscellaneous Causes)

2000년 Romeo등은 당뇨의 조 이 잘 되지 않는 환자(HbA1c ≥ 7.9%) 에서 높은 빈도로 발기부

이 나타나며, 당뇨병의 기간이 길고, 당뇨조 이 잘되지 않을수록 발기부 의 빈도는 증가한다고 보고

하 다. 

심혈관계 (Cardiovascular disease)

험인자에 의한 발기부 은 30-64% 정도에서 나타나리 만큼 무시할 수 없는 요한 험인자 

임에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심 계의 동맥경화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이를 

험인자라 통칭한다. 험인자 즉, 흡연, 고 압, 당뇨병, 고지 증 등은 동맥경화증을 일으키거

나 육안  변화가 없더라도 심 계의 여러 에 기능  변화를 일으켜  이완에 장애를 보일 

수 있으며, 성 발기부 증의 주요 원인 의 하나임이 여러 동물실   인체 연구에서 증명되고 

있다. 발기부  환자에서 당뇨병, 고 압, 고콜 스테롤 증, 흡연 등의 험인자의 동반 빈도에 

한 완벽한 역학조사의 결과는 부족한 실정으로, 2004년 Seftel 등의 보고에 의하면 278,150명의 발

기부  환자를 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 압 41.2%, 고지 증 41.8%, 당뇨병 19.7%, 우울증 11.9% 

등으로 심 계질환과 발기부 과 의 한 연 성을 증명하 고, Virag등은 440명의 발기부  환

자  64%가 고 압이 동반되었으며, 흡연 64%, 당뇨병 30%, 고지 증 34%에서 동반되어 정상 조

군에 비해 동맥 험 인자의 빈도가 높다고 보고하 다. 한 2개 이상의 동맥 험인자가 있을 경우 음

경-상완동맥 지수 (peno-brachial index)가 의미있게 감소하 으며, 기질성 발기부 증의 빈도는 동맥

험인자가 하나도 없을 경우 49%인 반면 3개 이상의 험인자를 가질 경우 100%라고 보고하 다. 

1) 고혈압과 치료제

고 압은 압상승 자체에 의한 원인 뿐만 아니라 상동맥경화증과 같이 직경의 변화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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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 이 발생하며, 2004년 seftel 등의 보고에 의하면 발기부  환자의 약 40%에서 발생하는 것으

로 볼 때, 발기부 을 진단한 환자에서 고 압 유무의 확인은 매우 요한 인자라고 하겠다. 1991년 

Shabsigh 등은 발기부  환자 132명을 상으로 한 음경  도 러 음 검사에서 흡연, 당뇨와 함

께 고 압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이 그 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음경 에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가 많았다고 보고하 다. 2000년 Burchardt 등은 104명의 환자를 상으로 IIEF를 이용하여 발기부

의 정도를 조사하 는데 68.3%의 고 압 환자가 발기부 을 호소하 으며 경도 7.7%, 도 15.4%, 

등도 45.2%로 많은 수의 환자가 심한 발기부 을 호소하 다. 이 연구의 재미있는 부분은 이들이 

규칙 으로 의사를 방문하여 고 압에 한 치료를 받았지만 환자의 33%만이 발기부 에 한 치료

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로 볼 때 발기부 에 한 의사들 자신에 한 인식의 변화와 책

임을 한층 더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고 압 치료제는 가역 인 발기부 을 유발하고 복용자의 4-40%에서 발기부 이 나타나며, 추성

으로 자율신경계에 작용하기도 하고 말 성으로 해면체내압력과 음경강직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압을 떨어뜨림으로써 발기부 이 유발되기도 한다. 일반 으로 Thiazide diuretics와 Beta-adrenergic- 

blocking agnets가 보다 흔하게 발기부 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베타 아드 날린성 차

단제는 성기에서 alpha adrenergic activity를 증가시켜 발기부 을 야기하나 Thiazide diurretics가 발기

부 을 일으키는 기 은 명확하지 않다. 반 로 Rosas등의 보고에 의하면 ACE inhibitors는 거의 발기

부 을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최근 Fogari 등의 보고에 의하면 Angiotension II- 

receptor antagonist 치료는 오히려 성기능을 호 시킨다고 하 다.

2) 동맥경화증과 고지혈증

동맥경화증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심해지는 것으로 발기부 을 일으키는 동맥부 의 가장 흔한 

원인은 동맥경화증이다. 당뇨병이나 고지 증은 동맥경화증을 더욱 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발기부 의 요한 원인이 된다. 동맥 원 부, 내장골동맥, 내음부동맥  음경동맥에 국소

으로 한정되어 나타날 수 있으며, 음경해면체동맥은 우회 액공 이 없는 말단동맥이라는 에서 

상동맥과 유사하다. 한 상동맥질환 환자의 25%가 발기부 이다. 1994년 Wei등의 연구에 의하

면 Total cholesterol 치가 240 mg/dL이상인 사람은 180mg/mL 이하인 사람에 비해 발기부 의 험

을 1.83배 더 가지고 있다고 보고 하 고, HDL 수치가 60mg/dL 이상인 사람은 발기부 의 험이 

다고 하 고, 이것은 상동맥질환에서 Total cholesterol과 HDL 수치와 연 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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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흡  연

흡연 역시 여러 연구에서 나타나는 발기부  험요인의 하나이다. 1994년 Feldman등은 미국의 지

역사회를 상으로 한 역학조사에서 당뇨, 심 질환, 고 압 등과 함께 흡연이 발기부 을 증가시키

지만 흡연량과 발기부 과의 연 은 뚜렷하지 않다고 보고하 으며, Fedele 등도 이탈리아의 당뇨환자 

9868명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흡연력이 있을수록 발기부 의 험이 높으며,  하루 30개피 이상 

흡연하는 사람은 6개피 이하인 사람보다 발기부  험이 1.5배 정도 높다고 보고하 고, 1991년 

Shabsigh 등도 발기부  환자의 음경  도 러 검사에서 흡연력이 있는 사람이 그 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음경 에 이상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하 다. 2001년 McVary 등은 흡연은 2배 

높게 증이상의 발기부 을 야기하고, 과거 흡연자 보다는 재 흡연자에서 더 많은 빈도로 나타나

며, 해면체 조직의 구조  변화 즉 내피세포의존 육주평활근의 이완장애에 의해 발생한다고 하 다.

5. 우울증

발기부 은 기질성으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인성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우울증이 그 표

인 이다. 최근 Seftel 등은 278,150명의 발기부  환자를 상으로 한 조사에서 11.9%의 우울증이 

동반되어 있다고 보고하 고, MMSA 연구 결과에서도 우울증상(self-reported depressive symptoms)

과 인생에 한 염세 인 태도가 발기부 과 통계 으로 유의한 연 성이 있다고 하 다. Shabsigh 등

은 조군인 립선비 증을 가진 남성 26%에서 발기부 이 나타나는 것에 비하여 우울증을 가진 남

성에서 54%의 비율로 발기부 이 나타난다고 보고하면서, 우울증을 가진 환자에서 성욕도 감소한다

고 하 다. 한 우울증과 발기부 을 함께 가진 군에서는 더욱 높은 빈도로 치료를 단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이런 보고에서 볼 때 발기부 의 치료는 기질 인 측면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조로 치

료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맺음말

Feldman 등의 보고에 의하면 상동맥 우회수술을 받은 남성의 57%가 이 부터 발기부  증상이 

있다고 하 으며, 발기부 은 규명되지 않은 심  질환이 있는 남성에게 처음으로 나타나는 증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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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런 이유로 비뇨기과 의사인 우리에게 더욱 간과하지 말아야 할 은 이들 여러 험인자가 발기

부 을 야기하지만, 아직 진단되지 않은 고 압과 심장질환, 당뇨병, 고지 증, 동맥경화증 등의 숨은 

질환을 미리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로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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