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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조루증은 가장 흔한 남성 성기능이상의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조루증을 하나의 독립된 질환

으로 인식하고 과학 으로 근하여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남성의 성기능은 발

기 상과 사정 상으로 별될 수 있으므로 사정기능의 이상은 발기능의 문제와 등한 임상  요

성을 지니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불과 25년 만 하여도 발기부 을 하나의 질환으로 인식하지 못하

고 그 원인을 심인성으로 간주하여 효과  치료를 시행하지 못했던 을 감안할 때, 향후 남성과학을 

공으로 하는 연구자의 노력에 따라 조루증의 기질  원인을 규명하고 효과 인 치료법을 개발할 날

도 오리라고 생각한다. 조루증의 정의, 원인  치료에 하여 아직까지 정설이 없으나 치료 분야에 

있어서는 최근 들어 선택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들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SSRIs)

을 심으로 한 약물치료와 국소마취제 도포가 사정 지연 효과가 있음이 문헌에 많이 보고되고 있다. 

자는 지 까지 문헌상 보고된 조루증의 치료법들을 요약해 보고  시 에서의 치료  근법을 나

름 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조루증 치료의 변천사

조루증의 병태생리학  기  규명에 있어서 그 동안 많은 업 을 쌓아 온 Netherlands의 정신의학

(조루증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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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Waldinger는 최근 조루증 치료 분야의 변천사를 시 별로 요약하고 과학 인 치료 근법을 강조

한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1 논문의 제목 (Lifelong premature ejaculation: from 

authority-based to evidence-based medicine)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자는 조루증 치료에 있어서 개인

 경험보다는 증거에 입각한 치료법의 용을 강조하 다. 

제 1기 (1887-1917): 1887년 Gross2
가 문헌상 조루증을 처음으로 보고한 때를 기 으로 잡았다. 의

학잡지에 게재된 조루증 련 보고가 그리 많지는 않았으며 이 시기에는 조루증을 비정상 인 상으

로 인식하 지만 특별히 심리  (psychological) 이상에 의하여 유발되는 질환으로 보지는 않았다.

제 2기 (1917-1950): 1917년 Abraham3
이 조루증을 ‘ejaculatio praecox’라고 명명하 고 이는 무의

식의 충돌 (unconscious conflicts)에 의하여 기인하는 신경증 (neurosis)의 한 증상이라고 기술하 다. 

그러나 조루증은 음경의 포피소  (frenulum)가 지나치게 짧거나 후부요도의 변화 등 해부학  이상

에 의하여 기인한다는 주장들도 두되었다. 1943년 Schapiro4
는 조루증은 심리 인 불안감과 사정계

의 약화등 심신의 복합  요인에 의하여 유발된다고 하 다. 흥미로운 것은 Schapiro는 조루증의 유형

을 A형 (조루증이 발기부 을 야기하는 경우)과 B형 (첫 성교시부터 지속되는 조루증)으로 구분하

는데 B형과 A형의 조루증은 재 임상에서 흔히 이용되는 일차성, 이차성 조루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제 3기 (1950-1990): 주로 sexologist들에 의하여 조루증은 병인은 심인성이므로 이에 한 심리분

석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득세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이  몇 몇의 연구자들

이 주창한 조루증의 기질성 원인들에 한 가설은 무시당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는 Masters와 Johnson5
의 연구로서 그들은 이 에 Semans6

가 주창한 ‘stop-start technique’

을 변형시킨 ‘squeeze technique’을 이용한 행동치료로 높은 치료 성공률을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

다. Masters와 Johnson은 조루증은 첫 성교시 지나치게 서둔 탓 ( 를 들어 자동차의 뒷좌석에서 

는 참을성 없는 창녀와의 성교 등)으로 발생하는 일종의 잘못된 학습에 의하여 발생한 행동학  상

이라 주장하 다. 

제 4기 (1990- 재): 최근까지도 sexologist들에 의하여 주도되는 행동요법이 득세를 하고는 있으나 

그 치료효과에 한 객  검증은 매우 부족하다. 1990년 에 들어서면서 SSRI 약제들을 심으로 

한 약물치료와 국소 마취제 도포가 사정 지연 효과가 있음이 문헌에 많이 보고되고 있다. 동시에 조루

증의 병인론을 neurobiology의 측면에서 규명해 보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져 조루증은 추신경계의 특

정 부 에서 세로토닌 사의 이상에 기인한다는 가설이 제시되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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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치료

Masters와 Johnson5
이 주창한 행동요법이 아직까지도 조루증 치료의 효과 인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그 치료성과에 한 객  검증이 부족하며 연구성과에서 몇 가지 문제 을 지 할 수 있다. 

‘시도된 성행 의 반 이상에서 트 가 극치감에 이를 정도의 충분한 시간만큼 사정을 지연하지 

못한 경우’라는 조루증의 정의는 성행 시 여성 트 의 권익을 변한 측면에서는 높이 평가할 수

도 있겠지만 객 성이 결여된 정의라 할 수 있다. 최근 심을 모으고 있는 여성 성기능이상의 높은 

유병률을 고려할 때도 Masters와 Johnson의 조루증의 정의에는 문제가 있다.8 한 치료 효과의 정

을 상군의 주  서술에 의존하여 정량화 는 객 화된 치료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 고 무엇보다

도 동일한 치료법을 용하 을 때 Masters와 Johnson이 발표한 높은 치료 성공률 (97%)을 재 한 문

헌보고가 무하다는 사실도 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조루증의 치료법으로 시행되어지는 행동요법

은 Masters와 Johnson이 성의학 분야에서 차지하는 학문  권 에 의하여 받아들여지는 소  

‘authority-based medicine’의 형 인 표본으로 의사들이 추구해야 할 ‘evidence-based medicine’의 

범주에는 들 수 없는 것이다. 한 이들 치료방법은 트 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제약이 있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통 으로 성 인 문제를 감추고 아직까지는 여성의 극 인 성생활 여가 억제

되고 있는 문화환경을 고려하면 행동치료의 국내 성공률은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아직까

지도 리 시행되는 치료법으로 어느 정도의 성공률을 기 할 수 있으므로 조루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비뇨기과 의사로서 행동치료의 방법을 숙지하고 환자들에게 제 로 된 교육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행동치료의 성공률을 극 화시키기 해서는 트 의 사려 깊은 도움이 필요하며 이러한 치

료의 과정을 통하여 남성이 혼자 겪는 심리  불안감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행동치료의 한 장 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자의 개인  견해이다. 

경구용 약물요법

SSRIs 약제들 (clomipramine 포함)의 매일 복용법

최근 들어 일부 sexologist들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SSRIs 약제들을 이용한 약물치료가 조루증의 효

과 인 치료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Waldinger9는 1943년부터 지 까지 조루증의 약물치료와 련되어 

발표된 모든 문헌보고를 조사한 meta-analysis 결과 총 79개의 논문  43개가 (1514명) 

clomipramine과 SSRIs 련 논문이었다고 하 다. 보고된 연구들의 디자인 (개방  이 맹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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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stopwatch  주  평가 는 설문지), 조사방법 ( 향   후향 ) 등의 척도로 이들 연구들

이 ‘evidence-based medicine’의 범주에 속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오직 8개의 논문만이 이에 해당된다

고 하 다.10-17 즉 무작  배정, 이 맹검, 향  연구 (randomized, double blind, prospective study)

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약물치료의 효과를 stopwatch로 측정된 질내 사정 잠복시간 (intravaginal 

ejaculation latency time, IELT)으로 객 , 정량 으로 정한 연구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다. 지 까지의 임상연구 결과에 따르면 paroxetine, clomipramine, sertraline, fluoxetine이 모두 유의

한 치료 효과를 보 으나 매일 복용법에 한해서는 paroxetine이 가장 효과 있는 약제로 여겨진다 

(Table 1). 이들 약제  clomipramine은 약리 기 상 SSRIs 약제가 아니라 삼환계 항우울제의 일종

으로 조루증의 치료효과는 serotonin 뿐 아니라 교감신경 차단 효과가 추정된다.

Table 1. SSRIs 약제들과 clomipramine 매일 복용법의 사정 지연 효과. 95%의 신뢰구간에서 사정 지

연 효과를 평균 백분율로 표시. I군은 35개의 임상 성 에 한 meta-analysis의 결과이며 I군
은 이 맹검, 향  연구로 치료 결과를 stop-watch 측정 결과를 이용한 8개의 임상 성 에 

한 meta-analysis의 결과임.

Mean (I) 95% CI (I) Mean (II) 95% CI (II)

  Placebo  45% 27-87  47% 29-76

  Clomipramine 512%  234-1122 360% 201-644

  Fluoxetine 295% 172-506 295% 200-435

  Paroxetine 1492%  918-2425 783%  499-1228

  Sertraline 790%  532-1173 313% 161-608

SSRIs 약제들 (clomipramine 포함)의 필요시 복용법

경구용 발기부  치료제의 필요시 (as-needed, on-demand) 복용법에 착안하여 조루증 치료에 있어

서도 필요시 복용법을 용하는 시도들이 있어왔다. 재까지 이 주제와 련되어 총 8편의 논문이 국

제학술지에 게재된 바 있다 (Table 2).18-25 상군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고 각 연구의 design에도 다

소간의 문제 들을 내포하고 있어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나 매일 복용법에 비하여 약물의 부작용과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어 향후 추가 인 단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표  치료법으로 자리잡을 가

능성도 있다고 본다. SSRIs 약제들이나 clomipramine 복용과 련하여 오심 (nausea)나 신 피로감 

등의 약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부작용이 경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

므로 조루증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이들 약제들을 처음부터 필요시 복용법으로 시도해 볼 수 있으나 

약물 복용에 한 순응도를 높이기 하여 어도 2주간의 매일 복용법을 시행하는 것이 더 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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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법이라 여겨진다. 단기간의 매일 복용법에 효과가 뚜렷한 환자군에서 필요시 복용법으로의 환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필요시 복용법에 있어서 한 약물 투여 시간에 해서는 아직까지 정설이 없으

나 성행  3-6시간  복용이 일반 이다. Kim과 Paick21은 성행  3-6시간 에 복용하는 것이 환자

들에게 매우 불편하다는 을 감안하여 성행 가 견되는 날 오후 5시로 약물 복용 시각을 고정시키

고 가능한 밤에 성행 를 가지도록 하 다.

Table 2. SSRIs 약제들과 clomipramine 필요시 복용법에 관한 임상 성적 

Authors Design Drugs Proceeding 
daily Tx. Definition N

Segraves et al
 (1993)

double
-blind

Clomipramine 25-50 mg 
(6 h) No 1 min 20

 Haensel et al
 (1996)

double
-blind

Clomipramine 25 mg
(12-24 h) No DSM-IV 24

 Strassberg et al
 (1999)

double
-blind

Clomipramine 25 mg
(4-6 h) No 2 min 34

 Kim & Paick
 (1999)

open
design

Sertraline 50-100 mg
(5 p.m.) 2 weeks 1 min 24

 McMahon &
 Touma (1999)

single
-blind

Paroxetine 20 mg
(3-4 h) 3 weeks 1 min 68

 Abdel-Hamid
 et al (2001)

double
-blind

Clom. 25 mg, setral. 50 mg,
parox. 20 mg (3-5 h) No 2 min 31

 Chia (2002) open
design

Sertraline 50 mg 
(4 h) No 2 min 52

 Salonia et al
 (2002)

open
design

Paroxetine 20 mg
(3-4 h) 3 weeks 1 min 80

유형 V phosphodiesterase 억제제

최근에는 sildenafil citrate와 같은 유형 V phosphodiesterase 억제제 (PDE5 inhibitors)가 조루증의 

치료에 효과 이라는 보고들이 발표되었다. Sildenafil citrate의 단독 투여는 일차성 는 이차성 조루

증에 유의한 치료효과를 보 고,23,26,27 paroxetine이나 sertraline 등의 SSRIs 약제들과의 병합투여에서

도 SSRI 약제 단독투여에 비하여 좋은 치료효과를 나타내었다.25,28,29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지

만 PDE5 억제제들은 이차성 조루증에 단독요법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일차성 조루증에서 있어서는 

단독요법보다는 SSRIs 약제들과의 병합투여가 좀 더 합리 인 근법이라 단된다. Chen 등28은 

IELT이 3분 미만인 일차성 조루증 환자 138명을 상으로 처음에는 성행  20분  lidocaine 연고를 

국소 도포하여 38명의 환자가 이 치료에 만족하 고 나머지 100명의 환자에서는 4주간의 paroxetine 

20 mg 매일 복용법 이후 필요시 복용법을 용한 결과 42명의 환자들이 치료에 만족하 고 남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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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환자들에서 paroxetine과 sildenafil의 필요시 복용을 시행  한 결과 56명의 환자가 치료 결과에 

만족하 음을 보고하 다. 은 수의 환자군을 상으로 한 연구이지만 소량의 확장제를 이용한 

해면체내 자가주사법의 효과를 주장한 보고도 있다.30

SSRIs 약제들의 조루증 치료 작용 기전

발기부 과 마찬가지로 조루증의 원인은 심인성과 기질성으로 별될 수 있으며 기질성 원인의 

표 인 가설은 음경 귀두부의 과민성과 사정조 을 담당하는 추신경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후자

의 경우는 추신경계에 존재하는 사정담당 추에 유입된 성  자극에 한 일종의 역치 (threshold)

가 존재하며 일차성 조루증 환자의 경우 이 역치가 낮아 쉬이 사정에 이르게 된다는 이론이다. 

Waldinger 등31은 동물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세로토닌 수용체 아형들  조루증은 5-HT1A 수용

체의 hypersensitivity와 5-HT2C 수용체의 hyposensitivity 는 이들 두 수용체간의 기능  균형의 

괴에 의하여 유발된다는 가설을 제시하 다. 즉 사정담당 추에 존재하는 세로토닌 수용체 아형의 기

능  불균형으로 사정반사에 한 threshold가 낮아져 조루증이 유발되며 조루증 치료에 효과를 보이

는 여러 SSRIs 약제들은 세로토닌 수용체의 기능  균형을 회복시켜 사정반사에 한 threshold를 높

여 으로써 치료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항우울제로 리 이용되는 SSRIs 약제들을 이용한 조루증 치료에 한 임상 경험을 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항우울제의 사정지연 효과는 투여 기 ( 개 1주 이내)에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항우울제의 

항우울 효과가 복용 1-2주 내에 나타났다는 보고가 없다는 사실과 상이한 것이다. 실제 부분 SSRIs 

약제들의 항우울 효과는 복용 4-6주 후에 나타난다. 항우울제의 사정지연 효과가 이 듯 기에 나타

나는 이유는 추신경계의 serotonin 재흡수를 직 으로 차단하는 약물의 성 효과 (acute effect)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이 약제들의 항우울 효과는 central serotonergic reuptake inhibition에 

따른 monoamine dynamics의 변화가 시냅스   후 receptor의 기능변화를 일으키고 그 결과 항우

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항우울제에 의한 사정지연 효과가 필요시 투여로도 효

과가 나타나리라 여겨진다. 재까지 항우울제의 항우울 효과가 필요시 복용으로 나타났다는 보고는 

없다. 한 이와 같은 성 효과는 항우울제의 사정지연 효과가 항우울 효과를 나타내는 수용체와는 

 다른 5-HT 수용체를 통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둘째, 작용기 이 유사한 SSRIs 약제들이라도 사정지연 효과가 상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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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otonin의 재흡수 차단이 사정지연 효과를 나타낸다면 모든 SSRIs 약제들은 동일한 는 유사한 사

정지연 효과를 나타내야 한다. 그러나 Waldinger 등11
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fluvoxamine은 SSRIs 

약제이지만 사정지연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는 SSRIs의 serotonin 재흡수 차단은 시냅스에서의 

5-HT 수 을 상승시키므로, 각각의 SSRIs는 시냅스 후 여러 5-HT 수용체에 미치는 향이 상이할 가

능성을 시사한다. 즉 다양한 SSRIs가 추신경계의 serotonin 재흡수를 차단하는 동일한 기 을 지니

고 있으나 자극하는 주요 5-HT 수용체 아형의 차이로 상이한 사정지연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국소마취제 도포

국소마취제의 도포는 성  자극을 상  추로 달해 주는 primary erogenous area에 해당되는 음

경 귀두부의 감각이 지나치게 민하여 조루증이 유발된다는 가설에 그 이론  근거를 두고 있다. 배

부신경 (dorsal nerve) 는 음부신경 (pudendal nerve)에 한 체성감각유발  (somatosensory 

evoked potential) 검사32,33나 진동각측정기 (vibrometer, biothesiometry)34를 이용한 음경과 귀두부의 

진동각 측정 결과 조루증 환자에서 음경 특히, 귀두의 감각 과민이나 과흥분을 입증한 보고들이 이 가

설에 한 객 인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하는 연구결과들도 있어 아직까지는 정설로 입

증되어 있지는 않다.35-38 흔히 사용되는 진동각측정기에서 진동각은 실제 음경이나 귀두부의 감각을 

정확하게 변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와
36,37 발기시의 음경 진동각을 측정한 결과 조루증 환자에서의 

측정치가 조군에서의 측정치와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결과
38
는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국소마취제의 도포가 오래 부터 사용되어 온 조루증의 치료법 의 하나임을 고려할 때 

조루증의 병인론에서 음경 귀두부의 과민성이 차지하는 부분을 완 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 치료법에 

해서는 객  연구결과가 부족한 편인데 최근 lidocaine과 prilocaine의 복합물 (EMLATM)이 조루

증 환자의 치료에 효과 이었다는 몇 몇 보고들이 있다.39-41 국내에서 개발된 여러 종의 한방재가 포

함된 SS 크림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부류에 해당되는 치료법으로서 조루증 치료에 있어 그 유효성

이 입증되어 있다.42,43 Lidocaine과 prilocaine의 복합 크림은 성 계 20분 에, SS 크림은 성 계 1시

간 에 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드물게 음경의 피부 감각마비 (numbness)로 인하여 발기 유지

에 어려운 경우가 보고되고 있으며 SS 크림의 경우는 국소 작열감이나 경한 통증 등이 발생 가능한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다. 매우 간편하고 부작용 빈도가 낮은 비교  안 한 방법이므로 조루증의 일차

 치료법으로 부담 없이 용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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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신경 절제술

음경의 배부신경 제술도 그 이론  근거를 음경 귀두부의 과민성이 조루증의 원인이라는 가설에 

두고 있다. 아직까지 학술 으로 그 효과와 안 성이 입증되지 않은 이 시술은 음경 귀두부의 국소 마

취를 반 구 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개원가를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술에 

해서 심포지움의 형식이 아닌 peer review를 거쳐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국내 논문으로 한 편을 

확인할 수 있었다.44 유44는 음경 진동각 측정술 등을 이용해 귀두부의 과민성이 그 원인으로 추정되어 

배부신경 부분 제술을 시행 받고 추 이 가능하 던 (평균 추 기간; 19개월) 일차성 조루증 환자 

143례  81.8%가 이 술식에 만족하 다고 보고하 다. 호주의 Perth에서 개최된 제 9차 World 

Meeting on Impotence Research에서 라질의 Santos는 symposium에서 409명의 조루증 환자에서 

이 시술을 한 결과 87%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음경 귀두부의 과흥분성

으로 조루증이 유발된 경우 좋은 효과를 기 할 수는 있으나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 학문

으로 완 히 입증이 되지 않은 가설에 입각하여 반 구 인 감각신경의 손상을 가한다는 에서 조

심스러운 근이 필요할 것이다. 국소마취제의 도포만으로도 심한 numbness가 동반될 수 있어 이론

으로는 이 수술 이후 감각 하에 따른 이차 인 발기부 과 성 쾌감 감소가 래될 수 있으므로 

년 이상 (40  혹은 50 )의 환자에서는 더욱 더 조심스러워야 할 것 같다.39 국소마취제 도포에 한 

반응이 매우 우수하여 환자가 매우 만족하는 경우에 조심스럽게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미혼이거나 일정한 성 트 가 없어 안정 인 성 계를 시행하지 못하는 환자에서는 한 치료법이 

아니라는 것이 자의 견해이다.

치료 지침

지 까지 발표되었던 조루증 치료에 한 임상 성 과 자의 경험을 통하여 나름 로의 치료 지침

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차성 조루증의 1차 요법

앞서 언 한 'evidence-based medicine’에 입각한 일차성 조루증의 치료는 SSRI 약제 (clomipramine 

포함) 복용이나 국소마취제 도포를 심으로 한 약물요법이 일차 으로 권장된다. 약물요법에 있어서

는 임상가의 선호도에 따라 경구용 약물이나 국소마취제 도포를 일차 으로 시행해 볼 수 있다. 경구



12. Managements of Ejaculatory and Orgasmic Disorders91

용 약물에 있어서는 SSRI 약제들의 매일 복용법이나 필요시 복용법을 시행해 볼 수 있겠는데 매일 복

용법에 있어서는 paroxetine이 가장 효과 인 약제라 할 수 있다. 자의 경우 paroxetine 20 mg의 매

일 복용을 3-4주 먼  시작해 본다. 약제 처방 에 조루증의 병인론과 재 가능한 치료 방법들에 

하여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가능하면 트 와 충분히 상의하여 심리  불안감을 최소한 할 수 있도

록 유도한다. 약제는 매일 오후 5시경에 복용하도록 하고 성 계는 되도록 밤에 가지도록 한다. 자세

한 병력 청취를 통하여 심각한 정신과  문제나 발기부 이 배제되면 별 다른 진단 검사를 시행하지

는 않는다. 3-4주 후 치료 효과와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의 발생과 그 정도를 평가한다. 치료 효과는 

stopwatch를 이용한 IELT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객 이기는 하나 상당수의 환자들은 

이를 제 로 수행하지 못한다. 1분 이내, 1-2분, 3-5분, 5-10분, 10분 이상 등과 같이 시간 구간을 나

어서 략 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안일 수 있으며 치료 결과에 정량화 된 만족도 평가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매일 복용법으로 뚜렷한 치료 효과가 객 으로 증명되고 환자도 치료 결과에 만족한다면 

필요시 복용법으로 환이 가능하다.

임상가의 선호도에 따라 일차 으로 국소 마취제 도포를 시작해 볼 수도 있다. 자는 이에 한 경

험이 별로 많지는 않으나 성병력 청취에서 음경 감각의 과민성이 뚜렷한 경우 좋은 효과를 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음경 진동각 측정은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그 이론  배경이 약하며 무엇보다도 

정상 범 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진단  가치는 낮은 것으로 생각한다. 국소 마취제 도포에 잘 반

응하고 환자가 만족하는 경우 배부신경 제술을 조심스럽게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

술 으로 인정이 되지 않은 술식이므로 환자와 상 가능한 합병증에 하여 충분한 상의가 이루어져

야 한다. 한 시술에 앞서 할 수술 술기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수술 응증에 하여 나름 로의 

객  기 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일차성 조루증의 2차 요법

SSRIs 약제들을 심으로 한 경구용 약물요법에 실패한 경우에는 국소마취제 도포를 시도해 볼 수 

있으며 그 반 의 경우도 가능하다. 경구용 약물이나 국소마취제 도포의 단일요법에 환자가 어느 정도

는 반응하나 만족스러운 치료 효과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두 가지 치료법의 병합 요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에 한 객  자료는 없다. 1차 요법에 실패한 경우  시 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치료법은 SSRI 약제와 sildenafil과 같은 PDE5 억제제의 병합 투여이다. 아직까지 이 병합 요법

에 한 보고들은 많지 않으므로 향후 임상연구 결과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다만 필요시 복용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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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을 고려할 때 sildenafil이나 vardenafil의 경우 SSRI 약제와는 다른 시각에 약물을 복용해야 하므

로 약물의 작용시간이 긴 tadalafil의 사용을 우선 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 개인  견해이다. 

행동치료는 그 과학  근거가 취약하고 장기 인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국내 여건상 시행하기

가 곤란하다는 문제 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약제를 심으로 한 치료방법들의 한계를 보충해 주고 

트 와의 조 과정을 통하여 치료를 진행시키므로 환자의 심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수 있으

므로 이 치료방법을 숙지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차성 조루증의 치료

발기력이 정상인 경우에는 최근 발생한 심리 , 정신  문제 을 집 으로 악해야 한다. 발기부

이 동반된 이차성 조루증의 경우에는 발기부 에 한 기본  검사를 시행하고 PDE5 억제제의 사

용을 일차 으로 고려한다. 이를 통하여 발기력은 정상화되었으나 조루증이 지속된다면 SSRI 약제의 

병합 투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경한 발기부 이 동반되어 있으며 이상의 치료에 항하는 경우에는 

소량의 확장제 해면체내 자가주사요법을 시행해 볼 수 있다. 

결    론

자는 지 까지 ‘evidence-based medicine’을 심으로 한 다양한 조루증의 치료 방법들을 요약하

고 나름 로 치료 지침을 제시해 보았다. 조루증은 가장 흔한 유형의 남성 성기능이상이며 환자들의 치

료에 한 욕구가 높아 향후 망 있는 연구 분야라 생각한다. 일선에서 환자를 다루는 임상의사들은 

각 치료법의 작용기 , 장 과 단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체계 인 치료 근법을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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