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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의대

이 성 원

Ⅰ. 서  론 

남성에서 하부요로증상 (LUTS)은 고령층에서 매우 흔하며 립선비 증에 의한 이차 인 방 출

구폐색에 의한 경우가 부분이다. 이러한 하부요로증상은 나이의 증가에 따라 유병율이 통계 으로 

의미있게 증가하며 지역사회 일반인들에 한 연구에서 20–60%의 빈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과거에는 하부요로증상 자체와 남성의 성기능과의 연 성이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Massachusetts 

Male Aging Study (MMAS)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40－70세의 남성에서 34.8%가 등도 이상

의 발기부 을 호소하고 있으며 나이, 당뇨병, 우울증, 심 계 질환과 하게 련이 있지만 하부

요로증상 자체는 이 연구에서 성기능 하에 험 요소로 간주되지 못했다(2). 하지만 최근 일부 연구

들에서 하부요로증상이 성기능을 하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하부요로증상과 성기능장애의 

험요소 에 가장 련이 높은 것이 모두 ‘나이’라는 에서 이 두 증상군 사이에 연 성이 있을 가

능성이 제기되고 있다(3－5). 

여성에서의 하부요로증상도 나이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12－25%의 빈도로 요실 이 나타난다. 여

성의 성기능장애의 유병율은 정확히 밝 지지 않았지만 30－50%의 여성이 어도 한 가지 이상의 

성  문제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하지만 하부요로증상이 있는 경우에 동반된 여성 

성기능장애의 유병율이라든지 서로간의 련성에 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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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하부요로증상과 성기능 사이에 서로 연 성이 있다면 하부요로증상은 매우 흔한 질환이고 성

기능은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있어 가장 요한 요소라는 에서 하부요로증상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근 방법을 변경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임상  요성에 비해 발표된 연구는 매우 제

한 인 상태이어서 이 분야에 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며 기존에 발표된 연구를 심으로 

그 연 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Ⅱ. 남성에서의 하부요로증상과 성기능

1. 하부요로증상과 성기능에 대한 이전의 연구

지역사회 일반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 병원환자를 상으로 시행한 작은 규모의 연구는 비교

 많이 발표되었다. Tubaro 등(7)은 하부요로증상으로 찾아온 877명의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하부요로증상을 지닌 환자의 50%에서 하부요로증상이 성기능을 방해한다고 답했으며 성기능장애 

에는 발기부  (58.2%)과 사정양 감소 (55.6%)가 가장 흔했고 사정시 통증은 20.3% 다. 그러나, 

이러한 성기능장애 증상을 문제로 인식하는 정도는 발기부  (48.3%)이 사정양 감소 (33.4%)보다 높

게 찰되었다. 한 성기능장애의 빈도는 하부요로증상이 없는 일반인에 비해 높은 빈도 으며 하부

요로증상 에 요실 이 성기능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다. 

Frankel 등(8)은 지역사회 일반인과 병원환자를 상으로 서로 비교하여 하부요로증상과 성기능과

의 연 성을 발표하 다. 423명의 지역사회 일반인을 상으로 한 결과에서는 발기력 감소가 53%, 

사정능력 감소 47%, 사정시 통증은 5%에서 호소하 다. 1,271명의 병원환자를 상으로 한 결과에

서는 발기력 감소가 60%로 지역사회 일반인과 비슷한 빈도를 보 으나 사정능력 감소 (62%), 사정시 

통증 (17%)은 병원 방문 환자에서 더 높게 호소하 다. 그리고 하부요로증상이 성기능에 악 향을 미

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병원을 방문한 하부요로증상 환자에서 46% 으나 지역사회 일반인에서는 

8%에 불과하 다. 하부요로증상 에 요실  증상이 있을 경우 성기능에 가장 나쁜 향을 미쳤으며 

요속은 성기능과 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 다. 

ALF‐ONE study group은 하부요로증상이 있는 1,274명을 상으로 성기능장애의 유병율과 이로 

인한 폐해 (bothersomeness) 정도를 조사하 다(3). 성기능 항목을 살펴보았을 때 체 으로 발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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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액 감소, 사정시 통증이 각각 62%, 63%, 23%로 나타났다. 발기부 은 나이 (60세 이하 40%; 

70세 이상 80%), 하부요로증상 정도 (경증 55%, 증 70%),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고 압

과 칼슘길항제 복용과 한 련을 보 다. 사정액 감소 역시 나이 (60세 이하 42%; 70세 이상 

82%), 하부요로증상 정도 (경증 55%, 증 68%)와 연 성이 있었으며 이 에 립선비 증 수술의 

기왕력과도 련이 있었다. 이에 반해 사정시 통증은 단지 하부요로증상 정도 (경증 7%, 증 31%)

만이 연 성이 있었다. 발기부 , 사정액 감소, 사정시 통증으로 당사자가 느끼는 폐해 정도는 60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각기 96%, 82%, 91%로 높은 불편도를 호소하 고 이러한 성기능장애 증상은 

7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도 60세 이하군에 비해 정도는 덜하지만 상당한 폐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하부요로증상과 성기능에 하여 발표된 논문은 매우 고 발표된 논문도 내용에 문제 이 있는 것

이 있으며 한 그 결과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두 증상군에 한 연 성이 주

목 받지 못했지만 그 동안의 몇몇의 연구 결과는 이에 한 연 성을 제시하고 있다. 

2. 하부요로증상과 성기능에 대한 대단위 연구 

기존의 하부요로증상과 성기능에 한 연구는 부분 병원환자를 상으로 한 것이고 지역사회 일

반인을 상으로 한 연구는 고 일부 발표된 연구도 상수가 어 두 증상에 한 연  계를 규

명하기에는 미흡하 다. 

이에 Rosen 등(4)은 일반인을 상으로 하부요로증상과 성기능을 평가하고 하부요로증상 정도와 

성기능장애와의 연 성을 규명하기 해 다국  연구 (Multinational Survey of the Aging Male; 

MSAM‐7)를 진행하 다. 상은 7개국 (미국, 국, 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네덜란드) 50세

부터 80세 사이의 약 14,000명의 지역사회의 일반인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최종 으로 

12,815명이 분석이 가능했으며 하부요로증상은 이들  10%는 증상이 없었고 59%는 경한 하부요로

증상, 25%는 등도 정도의 하부요로증상이 있었고 약 6%에서는 매우 심한 정도의 하부요로증상을 

호소하 다. 등도의 하부요로증상이 있는 경우 19%만이 치료를 받았고 심한 하부요로증상의 경우

는 43%가 치료를 받았다. 71%에서 지난 한 달간 한 번 이상의 성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7개

국 평균 성교 횟수는 한 달에 평균 5.8회 이었고 나라간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하부요로증상은 빈번하게 나타났고 성교 횟수는 어들었으며, 같은 나이 군에서 하부요로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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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심해질수록 성교 횟수가 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 50－59세 군, 무증상; 8.6회, 경한 증상; 

7.6회, 등도 증상; 6.6회, 심한 증상; 4.9). 체 하부요로증상 환자의 50%에서 발기력 약화, 46%에

서 사정 장애 그리고 7%에서 통증을 호소하 다. 국제성기능증상표 (IIEF)를 이용한 연구에서 발기력

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며 같은 연령 군에서는 하부요로증상의 정도가 심할수록 발기력이 감소

하는 것을 보고하 다. IIEF의 여러 domain 에 sexual desire domain  overall satisfaction도 

erectile domain과 같은 양상을 보 다. 결론 으로 하부요로증상의 존재와 증상 정도는 성기능장애에 

한 독립 인 험 인자인 것으로 밝 졌다.

최근 40－65세 사이의 일반인 남녀를 무작 로 각각 7,500명씩 15,000명을 선택해 하부요로증상과 

성기능에 한 규모 연구가 덴마크에서 이루어 졌다(5). 체 으로 7,741명  남성은 3400 여명

이 최종 분석의 상이 되었으며 하부요로증상의 유병율은 39.1%, 발기부 은 28.8%, 성생활에 한 

낮은 만족도는 19.1%로 나타났다. 발기부 과 성생활에 한 낮은 만족도는 하부요로증상과 한 

련이 있었으며 특히 배뇨증상과 장증상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혼합성 하부요로증상을 가진 경우 

하부요로증상이 없는 군에 비해 3배 정도 더 흔하게 성기능장애를 동반하는 것으로 밝 졌다. 그 외

에 성생활의 트 가 없을 경우, 동반 내과  질환이 있을 경우에도 성기능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나이와 하부요로증상이 성기능장애와 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를 통하여 하부요로증상은 매우 흔한 질환이고 비교  은 환자만이 치료를 받으며 성기

능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나 고령층에서도 어느 정도의 성생활은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부요로증상의 심한 정도는 성기능장애와 연 되며 사정문제 보다는 발기문제가 더 문제가 되는 것

으로 밝 졌다. 이러한 결과들은 하부요로증상에 한 치료가 성기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 다. 

 

3. 하부요로증상과 발기부전의 연관성에 대한 실험적 증거 

 

Chang 등(9)은 방 출구를 부분  폐쇄 (partial bladder outlet obstruction, PBOO)를 만든 rabbit 

model에서 얻은 음경해면체에서 조군에 비해 phenylephrine에 한 수축 반응이 약 40－50% 정도 

증가하며 수축 후 기자극이나 이완제에 한 조직의 이완정도가 감소하는 것을 보고하 다. 한 

방 출구를 부분  폐쇄가 있는 실험모델에서 얻은 음경해면체에서 신경조직이 감소하는 것을 찰

하 고 Rho－kinase α  β isoform의 발 이 증가하는 것을 찰하 다. 이 실험에서 PBOO가 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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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면체의 긴장도를 증가시키며 이완 상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 다. 음경해면체의 긴장도 증가에 

따른 이완 상의 이상은 직 으로 발기부 의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러한 실험 결과는 하부요로

증상과 발기력의 감소의 연 성을 제시하는 실험  증거로 높은 요성을 지닌다.

  

4. 하부요로증상의 내과적 치료가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

1) 알파 차단제와 성기능

Norepinephrine은 주된 antierectile neurotransmitter이다. 정상 corpus cavernosum에는 α  β 

adrenergic receptor가 모두 존재하지만 부분은 α‐receptor이다. Corpus cavernosum의 평활근에는 

모든 종류의 α1‐receptor (α1A, α1B, α1D, α1L )가 분포하고 있으며 평활근을 수축하여 flaccid 

state를 유발하지만 어떤 아형이 더 요한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방  경부와 정 에 

주로 분포하는 adrenergic receptor는 α1A와 α1D‐receptor이다. 방  경부에서 α1‐adrenergic 

receptor에 의해 매개되는 평활근의 수축이 억제되면 정상 으로 사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므로 α

1A/ α1D‐receptor blocker는 역행성 사정의 잠재 인 가능성이 있게 된다. 따라서 tamsulosin은 역행

성 사정의 빈도가 다른 알  차단제에 비해 높게 보고되는데 아마도 α1D‐receptor에 한 높은 친화

력과 더불어 ‘superselective’ α1A‐receptor inhibitor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10).

최근에 ALF‐ONE study group에서는 하부요로증상을 가진 3,076명을 상으로 alfuzosin 10mg을 

1년간 투여했을 때 성기능의 호 을 보고하 다(11). 성기능에 한 평가는 Danish Prostate 

Symptom Score (DAN‐PSSsex)를 사용하 고 치료 12개월째를 종결 시 으로 정하 다. 종결 시

에서 치료 시작 에 비해 각각의 성기능장애를 나타내는 항목 즉, 발기 강직도의 약화 (2.4→1.9), 사

정양의 감소 (1.7→1.3), 사정시 통증 (2.0→0.7) 모두에서 유의하게 호  소견을 보 으며 이러한 효

과는 치료 후 첫 3개월째부터 뚜렷이 나타나 연구 기간 내내 유지되었다.

2) 5‐알파 환원효소 차단제와 성기능

5－알  환원효소 차단제는 알  차단제와는 달리 발기부 , 사정 장애, 여성형 유방 등의 부작용

을 래할 수 있다. PLESS (Proscar Long‐Term Efficacy and Safety Study)의 결과에 의하면 등

도 이상의 하부요로증상을 가지는 립선비 증 환자 3,040명을 상으로 finasteride 5mg 는 약

을 투약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1년째에 finasteride 투여군 (1,384명)에서 성기능장애와 여성형 유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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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이 약군 (1,376명)에 비해 의미있게 높았다(12). 이러한 결과는 4,325명의 등도 이상의 하

부요로증상을 가지는 립선비 증 환자를 상으로 dutasteride 0.5mg 는 약을 쓴 경우에도 

의 finasteride의 경우와 유사하게 dutasteride 군에서 성기능장애를 더 찰할 수 있었다(13).

Table 1. Finasteride‐related adverse events

Table 2. Dutasteride‐related adverse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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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여성에서의 하부요로증상과 성기능

요실 과 하부요로증상은 여성에서 흔하며 상당한 생활의 불편을 래한다. 지 까지 여성에서 이

러한 하부요로증상과 성기능장애에 한 연 성은 거의 간과하다시피 하여 이에 한 연구는 드문 실

정이다. 

Temml 등(14)은 20세 이상의 여성 1,262명을 상으로 요실 의 유병율과 요실 이 삶의 질과 성

기능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는데 체 인 요실 의 유병율은 26.3% 으며 나이가 증가할수록 그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요실 으로 삶의 질과 성기능에 부정 인 향을 주는 경우는 

65.7%와 25.1% 고 이 에서 등도 이상으로 향을 주는 경우는 각각 17.3%와 6.4%로 요실 과 

삶의 질  성기능장애와는 서로 련성이 있었다.

요실  는 하부요로증상을 가진 216명의 환자군과 배뇨 증상이 없는 동일 연령 의 102명 여성

들의 성기능장애의 유병율을 알아보는 단면 연구가 최근에 보고되었다(15). 요실 은 59%에서 나타

났으며 이  2/3는 복압성 요실 이었다. 하부요로증상이 있는 여성들의 46%에서 성기능장애가 동

반되었고 이들을 세부 으로 보았을 때 성  통증 (44%), 성  욕구 감소 (34%), 성  각성 장애 

(23%), 오르가즘 장애 (1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2%에서는 두 가지의 성기능장애를 가지고 있었

다. 성  욕구가 감소되어 있는 경우 복압성 요실 이 47%로 가장 흔히 동반되었으며 성  통증이 

있거나 성  각성이 하되어 있는 경우 재발성 방 염이 61%와 60%에서 동반되었다. 한 오르가

즘 장애가 있을 때 46%에서 박성 요실 을 호소하 다. 하부요로증상이 있는 군과 정상 조군의 

여성 성기능지수 (Female sexual function index, FSFI)를 비교해 보았을 때 desire, lubrication, sexual 

satisfaction, sexual pain의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이 연구에서 성  통증의 빈도가 44%로 

다른 성기능장애보다 비교  높게 나타난 것은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 여성에서 하부요로증상과 성기

능장애 간의 설명 가능한 기 은 확립된 것은 없으나 성  각성 장애가 있는 경우 낮은 에스트로겐 

환경과 국소 류 등이 향을  수 있겠고 반면 성  통증이 있는 경우엔 만성 인 재발성 감염이

나 염증이 원인이 될 수 있겠다. 따라서 하부요로증상이 있는 여성의 경우 여성 성기능에 한 평가

가 아울러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 되었던 덴마크에서 이루어진 일반인 15,000명을 상으로 한 여성의 하부요로증상과 성

기능에 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최종 으로 4,052명의 여성에 해 분석이 이루어 졌고 이들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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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요로증상의 유병율은 41.3% 고 여성 성기능장애는 58.2%로 나타났다(5). 성기능장애에 한 험 

인자로 나이와 하부요로증상이 가장 의미가 있었으며 55세 이상인 경우와 혼합성 요실 이 있을 경

우 성기능 장애의 험도는 약 3배까지 커지는 것으로 보고하 다. 한 성생활의 트 와 동반 내

과  질환의 유무도 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 졌다.

Ⅳ. 결론 

하부요로증상과 성기능과의 연 성에 한 연구는 남녀 모두 하부요로증상의 높은 유병율과 성기

능이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면 임상 으로 매우 요한 의미가 있으나 그 요성에 비해 연

구가 다. 그러나 그 동안 발표된 연구와 최근 시행된 다국  연구를 통하여 하부요로증상과 성기능

과의 연 성이 증명되어 하부요로증상과 성기능장애는 우연히 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 발

생에 있어 연 성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특히 이 연 성의 기 을 설명할 수 있는 실험 결과도 발

표되어 그 가능성은 더욱 높다. 하지만 아직 하부요로증상이 있는 경우 성기능장애가 발생하는 기

에 해서는 명확히 밝 진 것은 없다. 남성의 경우에서는 방 출구폐색과 련이 있는 교감신경 활

성도의 증가, 비 해진 립선에 의해 국소 신경이 향을 받을 수 있는  등이 고려될 수 있겠고 여

성의 경우 낮은 에스트로겐 농도, 감염이나 염증으로 인한 변화 등으로 추측하고 있다. 한 남녀 공

히 심리학  측면도 요하게 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하부요로증상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반

드시 성기능 장애에 한 문진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단되며 향후 이 분야에 한 국내외의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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