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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루는 1분 이내, 이차성 조루는 3분 이내로 정의하였다 [3]. IELT가

조루증은 가장 흔한 남성 성기능이상의 유형이지만 발기부전에
비해 이를 독립된 질환으로 인식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해 해결하
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특히 조루증의 정의에 대한
공통된 의견의 부재는 조루증의 유병률 조사와 치료법의 효과 판
정 등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국소마취제의
도포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조루증의 치료법 중의 하나이다.
경구약물 중에서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들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SSRIs)이 대표적인 약물이다.

사정 기능의 평가에 있어 가장 객관적 지표이므로 조루증 치료약
제의 유효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에서 IELT가 가장 중요한 평가
변수로 사용된다. 그렇지만 성행위 중 stopwatch로 IELT를 측정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므로 실제 임상에서의 사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조루증 치료 후 IELT의 증가가 환자의 주관 만족도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IELT가 조금 증가하여도 매우 만족하는
환자가 있는 반면에 IELT는 치료 후 몇 배 증가하였으나 환자의 만
족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Dapoxetine (상품명 Priligy)은 반감기가 짧은 SSRI 약제로 세계
최초로 개발된 조루증 치료제이다. 미국 FDA의 승인을 얻지는 못
했고 2009년 국내에 도입되었다. 저자는 이번 글에서 조루증의 정
의를 설명하고 약물요법의 최신 지견을 체계고찰 (systematic
analysis)과 메타분석의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해 보고자 한다. 그
러나 조루증의 정의와 진단 기준, 대상군의 수, 평가변수, 연구 디
자인 등에 있어 연구 간 이질성 (heterogeneity)이 커서 신중한 결
과 해석이 필요하다.

3. 국소 약제 (topical agents)
가장 오래된 조루증의 약물요법이라 할 수 있다. 성적 자극을 상
위 중추로 전달해 주는 primary erogenous area에 해당되는 음경
귀두부의 감각이 지나치게 예민하여 조루증이 유발된다는 가설에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소마취제 작용을 지
닌 약제를 음경 귀두부에 도포한다.

3.1. Eutectic mixture of local anesthetics (EMLA) 크림

2. 정의

Lidocaine 2.5%와 prilocaine 2.5%의 1:1의 유탁액 (emulsion)

이전부터 다양한 정의가 있었지만, 사정까지의 짧은 시간, 사정

혼합 크림이다. 1995년 발표된 초기 연구결과에 따르면 2.5 g의

조절 부족, 이로 인한 환자와 파트너의 고통 등 세 가지가 조루증

크림을 성관계 30분 전 귀두와 음경에 바르고 콘돔을 사용한 결

의 정의에 있어 핵심 요소이다 [1,2]. 조루증의 정의와 진단에 있어

과 81.8% (11명 중 9명)가 사정 지연의 효과를 보고하였고 모

질내 사정 잠복시간 (intravaginal ejaculation latency time,

든 파트너가 치료 효과에 만족하였다 [4]. Atikeler 등 [5]의 무작

IELT) 즉, 질내 삽입으로부터 사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가장 객관

위대조연구 (randomized controlled study, RCT)에 의하면 성

적인 지표로 알려져 있다. 2013년 세계성의학회 (International

행위 전 EMLA 크림의 도포 시간이 길어지면 IELT의 연장 효과

Society of Sexual Medicine, ISSM)는 IELT를 기준으로 일차성 조

도 증가하나 음경 무감각과 같은 부작용 발생빈도도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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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 20분 전에 바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하였다. 42명을
대상으로 한 RCT에서 성행위 10-20분 전에 EMLA 크림을 바른
군에서 평균 IELT가 5.6배 (1.49±0.9분 → 8.45±0.9분) 증가하여
위약군 (1.67±0.7분 → 1.95±0.12분)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 주
었다 [6]. 여러 가지 이유로 연구를 완수한 대상자가 69%로 다소
낮았다.

3.2. Topical eutectic mixture for premature ejaculation
(TEMPE) 분무
EMLA 크림의 사용상 불편감 (콘돔 착용의 번거로움, 음경 체부
도 마취되는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발된 분무제이다. Lidocaine
7.5 mg과 prilocaine 2.5 mg을 함유하고 있다. 크림 제제와 달리
각질화상피를 통과할 수 없어 귀두로만 흡수가 제한되어 콘돔 착
용이 필요하지 않고 음경 무감각 발생빈도가 낮다 [7]. 성행위
5-10분 전에 귀두에 분무한다.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54명을 대상
으로 시행한 제2상 임상시험 결과 TEMPE 사용군에서 IELT의 연
장이 3.8분으로 관찰되어 위약군의 0.7분에 비하여 유의하게 컸는
데 기저치와 비교하여 2.4배 증가된 것이다 [8]. 그러나 사정 조절
능이나 성생활 만족도는 호전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유럽 31개 기관 300명을 대상으로 한 3개월
의 제3상 임상시험에서 TEMPE 사용군의 IELT 연장은 3.8분 (6.3
배)으로 위약군의 1.1분 (1.7배)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
었다 [9]. 또한 설문지로 평가한 주관적인 사정 조절능과 성생활
만족도도 의미있게 향상되었다. TEMPE 분무는 유럽에서 일차성
조루증의 치료 약제로 승인이 되었고 영국을 중심으로 Fortacin
이라는 상품명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FDA 승인이 예상되었으나 아직 새로운 소
식은 없다.

3.3. Severance secret (SS) 크림

3.4. 체계고찰과 메타분석의 결과 [12]
2014년까지 보고된 조루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소 약제의 임
상연구들 중 RCT이면서 일차 유효 평가변수를 IELT를 사용한 9개
의 연구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EMLA 크림은 위약에 비해 유의하게
IELT를 증가시켰다 (평균 차이 6.44분). TEMPE 분무와 lidocaine 젤
도 모두 위약에 비해 IELT를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Lidocaine 젤은
sildenafil과 paroxetine에 비해 IELT를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4. SSRIs (clomipramine 포함)
2004년 Waldinger 등 [13]은 1943년부터 2003년까지 조루증
의 약물치료와 관련되어 발표된 논문들의 메타분석 결과 총 79개
의 논문 중 43개가 (1514명) clomipramine이나 SSRIs 관련 논문
이었는데 연구의 디자인, 진단, 평가 방법들을 분석한 결과 8개의
논문만이 근거중심의학 (evidence-based medicine)의 범주에 해
당한다고 하였다. 분석 결과 paroxetine, clomipramine, sertraline,
fluoxetine이 모두 유의한 치료 효과를 보였으나 매일 복용법에 한
해서는 paroxetine이 가장 효과 있는 약제였다 [13]. Fluvoxamine
은 SSRIs에 속하지만 그 화학적 구조가 다른 SSRI 약제들이나
clomipramine과 연관되어 있지 않으며 이 때문인지 사정 지연 효
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 이러한 정보는 정상 성기
능을 보이는 우울증 환자에서 약제를 선택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
SSRIs 중 세로토닌 수용체 선택성이 가장 탁월한 것으로 알려진
escitalopram은 27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위약대조 연구에서
3개월 약물 복용 후 IELT를 4.9배 증가시키고 (위약군 1.4배) 성관
계 만족도를 유의하게 향상시켰다 [15]. 주목할 만한 점은 약물 중
단 3개월 후에도 치료군에서 IELT가 3.1배 증가되어 있고 성관계
만족도도 위약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아 약물 중단 후에도 일정
기간 치료 효과가 유지됨을 알 수 있다 [15]. SSRIs의 사정 지연 효
과는 빠르면 복용 시작 후 3-7일에, 보통은 2-3주에 나타나 3-4주

국내에서 개발된 9종의 생약 성분이 포함된 SS 크림도 조루증

가 되면 안정화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의 환자들은 반응

치료에 있어 그 유효성이 입증되었다 [10,11]. 약의 효과는 용량

하지 않고 어떤 환자들은 초기에는 반응이 나타났으나 시간이 지

의존적이며 106명의 조루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RCT를 통하여

나면서 치료 효과가 없어지기도 하는데 아직 이를 과학적으로 설

IELT의 증가는 평균 10.92분으로 위약군 (2.45분)에 비하여 사정

명하기는 어렵다.

지연 효과가 유의하게 뛰어나며 성적 만족도 증가에서 있어서도
27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 성관계 1시간 전에 도포
해야 하며, 냄새와 색깔이 환자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현재 생산이 중단되었다.

16

4.1. Paroxetine: 체계고찰과 메타분석 [16]
19개의 RCT가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연구 간 이질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분석 결과 paroxetine이 위약, fluoxetine,

비뇨의학 Urology Digest 1(2):15-20(2020)

escitalopram에 비하여 사정 지연 효과가 의미있게 컸다. 그렇지

한 증가를 보여 주었고 주관적인 증상 호전도 뚜렷하였다 [20].

만 paroxetine의 IELT 지연 효과를 sertraline, tramadol, dapoxetine,

Clomipramine 복용군에서 오심 (15.7%)과 어지럼증 (4.9%)이

phosphodiesterse-5 (PDE5) 억제제, lidocaine 젤과 비교했을 때

가장 흔한 부작용이었는데 정도가 심한 경우는 없었다 [20].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못하였다. Paroxetine과 tadalafil의 병
합투여가 paroxetine 단독요법에 비하여 더 효과적이었다.

4.2. SSRIs (clomipramine 포함)의 필요시 복용법

4.3. Dapoxetine
구조적으로는 fluoxetine과 관련되어 있는 SSRI 약제로서 조루
증 환자들의 필요시 복용법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반감기가 짧은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의 필요시 (as-needed, on-demand) 복

SSRI 약제이다 [21]. 경구 섭취 한 시간 후 최고 혈장농도에 도달

용법에 착안하여 조루증 치료에 있어도 필요시 복용법을 적용하

하고 24시간 내에 체외로 배출된다. 동물실험에서는 paroxetine

는 시도들이 있었다. 필요시 복용을 목적으로 개발된 dapoxetine

보다 더 유망한 약제로 기대되었다 [22]. 그러나 2개의 제3상 임

이전에도 몇 개의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다. 대상군의 수가 그

상시험을 통하여 2614명을 대상군으로 RCT가 이루어졌는데,

리 많지 않고 각 연구의 디자인에도 다소간의 문제점을 내포하

IELT의 증가는 30 mg, 60 mg 복용군에서 각각 2.8배, 3.3배로

고 있어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나 매일 복용법에 비하여 치료 효

위약군에서의 1.8배에 비하여 유의하게 컸으나 그 효과가 기존

과는 다소 떨어지나 약물의 부작용과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에 사용되던 다른 SSRI 약제들의 매일 복용법에 비해서는 낮음

Waldinger 등 [17]은 clomipramine과 paroxetine으로 필요시 복

을 알 수 있다 [23]. 2018년까지 보고된 11개의 RCT (투약군

용법의 효과를 알아보았는데 clomipramine은 필요시 복용법으로

8521명, 대조군 4338명)를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에서 위약군에

도 약 4배의 IELT 지연 효과를 보였으나 매일 복용법에서 가장 강

비해 dapoxetine 30 mg, 60 mg 모두 IELT를 유의하게 증가시켰

력한 효과를 보였던 paroxetine은 필요시 복용법에서는 위약군에

고, 60 mg이 30 mg에 비해 더 나은 효과를 보였다 [24]. 그러나

비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SSRIs와 clomipramine

dapoxetine 30 mg과 60 mg 복용 후 증가한 IELT의 평균에서 대

복용과 관련하여 오심, 전신 피로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

조군에서 증가한 IELT의 평균을 제하면 각각 0.36분과 0.44분에

나 시간이 지나면서 부작용이 경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

불과하였다 [24].

므로 조루증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이들 약제들을 처음부터 필요
시 복용법으로 시도해 볼 수 있으나 약물 복용에 대한 순응도를 높
이기 위하여 일정 기간 매일 복용법을 시행하는 것이 더 나은 접근

5. Tramadol

법일 수도 있다. Paroxetine의 경우에는 매일 복용법 이후 필요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합성 opioid analgesic으로서 세로토

복용법으로 전환해도 치료 효과를 유지할 수 있었다 [18]. 필요시

닌의 재흡수 차단으로 조루증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복용법에 있어서 적절한 약물 투여 시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

연구 간의 이질성은 컸지만 4개의 RCT (n=721)를 메타분석한

설이 없으나 성행위 3-6시간 전 복용이 일반적이다.

결과 tramadol은 조루증 환자에서 위약에 비하여 IELT를 유의
하게 연장시켰다 (평균 차이 1.24분) [25]. 부작용 발생빈도는 용

Clomipramine의 국내 임상연구

량 의존적이고, 졸음증, 가려움, 오심, 구토, 두통 등이 흔한 합병

IELT 2분을 기준으로 진단된 조루증 환자 101명을 위약, clomipramine

증이다 [26]. Opioid 계통의 약물이므로 약물 의존성에 대한 우

15 mg, 30 mg 세 군으로 나눈 4주간의 RCT가 국내에서 시행되었

려가 있다.

다 [19]. 성행위 2-6시간 전에 복용한 clomipramine은 위약에 비
하여 IELT를 유의하게 연장시켰고 부작용을 고려할 때 15 mg이
적정 용량임을 제시하였다 [19]. 159명의 조루증 환자를 위약과

6. Phosphodiesterase-5 (PDE5) 억제제

clomipramine 15 mg 두 군에 1:2로 무작위 배정한 12주간의 제3

2007년도에 Chen 등 [27]이 조루증 환자에서 PDE5 억제제의

상 임상시험에서도 clomipramine 15 mg 복용군에서의 IELT 증

효과를 조사한 다섯 개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세 개의 연구에서

가는 평균 4.40±5.29배로 위약군 (2.68±2.03배)에 비하여 뚜렷

는 유효성이 입증되었으나 두 개의 RCT에서는 치료효과가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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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았다. 2015년도에 발표된 체계고찰과 메타분석에는 10

하면 국소 약제 (90.0%)와 SSRI와 PDE5 억제제 필요시 병합요법

개의 RCT (n=775)가 포함되었는데 PDE5 억제제가 위약과 SSRI

(89.8%)이 가장 높았고, dapoxetine 30 mg 필요시 복용법 (24.2%)

에 비하여 사정 지연 효과가 더 크고, PDE5 억제제와 SSRI 병용

이 가장 낮았다 [33]. 그렇지만 연구자들은 임상연구의 디자인과

요법이 SSRI 단독요법에 비해 더 효과적이었다 [28]. 2017년도

규모 등을 감안할 때 dapoxetine 30 mg 사용을 우선적으로 권장

에 발표된 체계고찰과 메타분석에는 15개의 RCT가 포함되었는데

하였다. SSRI에 관해서는 paroxetine 20 mg과 fluoxetine 20 mg

PDE5 억제제의 사정 지연 효과는 위약보다는 컸지만 SSRI와는 차

매일요법이 sertraline 50 mg 매일요법이나 paroxetine 20 mg 필

이를 보이지 않았고, PDE5 억제제와 SSRI 병용요법이 SSRI 단독요

요시 복용법에 비해 뛰어났다. 약효 면에서 국소 약제가 가장 우수

법에 비해 더 효과적이었다 [29]. 그러나 연구 간의 이질성이 커서

한 평가를 받아 SSRI의 대안이 될 수 있으나 관련 RCT의 수가 제한

결과에 대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29].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

적이고 대상군의 수가 적고 부작용 발생 빈도도 높아 좀 더 양질의

하겠지만 PDE5 억제제들은 이차성 조루증에 단독요법으로 이용

대규모 RCT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SSRI와 PDE5 억제제의 병합요

될 수 있으며 일차성 조루증에서 있어서는 단독요법보다는 SSRIs

법은 SSRI 단독요법에 비해 효과적이었다. 효과와 안전성 측면에

약제들과의 병용요법이 좀 더 합리적인 접근법이라 여겨진다. 일차

서 tramadol 50 mg 필요시 복용법도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성 조루에서는 사정 후에도 발기가 지속될 수 있으며, 사정 후 다음

약물 의존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33]. 2018년 Sridharan 등

발기를 좀 더 용이하게 하며, 조루증에 따른 성행위에 대한 수행불안

[34]은 44개의 연구를 대상으로 그물 메타분석을 시행하여 비슷

을 감소시킬 수 있어 2차적인 이득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30].

한 결과를 발표하였고, 역시 dapoxetine 30 mg을 일차 약제로 추
천하였다.

7. 병용요법

2019년 Qin 등 [35]은 국소 약제를 제외한 조루증의 약물요법
에 관한 25개의 RCT를 대상으로 그물 메타분석을 시행하였다. 효

약물요법의 대표적인 병용요법은 앞서 언급한 SSRI와 PDE5

과 면에서는 SSRIs와 PDE5 억제제의 병용요법이 가장 우수하였

억제제의 병용요법이다. 여러 체계분석과 메타분석을 통하여 두

으나 부작용을 고려할 때 1차 치료법으로 추천하기에는 어렵다고

약제의 병용요법이 단독요법에 비하여 사정 지연 효과가 뛰어남

하였다 [35].

이 입증되었다 [28,29]. 최근 국내에서는 조루증 환자를 대상으로
clomipramine과 sildenafil 복합제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데 향
후 그 결과가 기대된다. 경구 약물과 국소 약제의 병용요법에 대한

9. 요약

연구도 있다. Fluoxetine 단독요법의 경우 72%의 환자에서 증상

지금까지 발표된 임상연구를 분석해 보면 근거중심의학 측면에

호전이 있었으나 lidocaine 연고를 추가한 경우 83.3%로 호전율

서는 조루증의 일차 치료법으로 dapoxetine을 추천할 수밖에 없

이 증가하였다는 임상보고가 대표적이다 [31].

다. 그러나 dapoxetine은 약리학적 특성은 필요시 복용법에 맞으
나 기대에 비하여 사정 지연 효과가 크지 않고 약가도 상대적으로

8. 조루증의 약물요법에 대한 체계고찰과 메타분석

비싸 실제 임상에서 환자들에게 좋은 평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효
과 면에서는 국소 약제도 일차 치료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 아직까

조루증의 약물요법에 대한 효과를 약제끼리 직접 비교한 (head-

지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임상자료가 많지 않고 효과가 기대되는

to-head) 연구들이 부족해 일반적인 메타분석으로는 이에 대한 정보를

환자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큰 부담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장점

얻을 수가 없다. 그물 (network) 메타분석은 각 약제별로 시행된

이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자료를 근거로 할 때 TEMPE 분무가 유

RCT의 결과들을 간접적으로 비교하는 새로운 분석법이다 [32].

망한 약제이며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소 약제의 효

2018년 Jian 등 [33]은 조루증의 약물요법에 관한 40개의 연구
결과를 포함하여 그물 메타분석을 시행하고 상대적 약효를 surface

과에 만족하는 환자에서는 배부신경 차단술을 조심스럽게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

under the cumulative ranking (SUCRA)으로 표시하였다 (SUCRA

Dapoxetine과 국소 약제는 작용기전이 다르므로 순서에 관계

값이 100%면 최선의 치료, 0%면 최악의 치료). SUCRA로만 평가

없이 두 치료법을 우선적으로 시도해 볼 만하다. 두 치료법에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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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Forest plot of different regimens in prolonging IELT compared to placebo for PE, and the SUCRA of each regimen included in network meta-analysis [33]

정도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심하지 않다면 두 치료법의 병용요법
을 시도해 볼 수 있다. Dapoxetine에 대한 효과가 부족하다면 경구
약물의 병용요법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치료법이다. 약효
면에서는 PDE5 억제제와의 병용요법이 권장되나 이에 따르는 부
작용을 유념해야 한다. 국내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clomipramine
과 sildenafil 복합제도 그 결과가 기대된다. 발기부전이 동반된 조
루증 환자에서는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과거 연구결과들을
참고하면 paroxetine도 효과적인 약물이다. Paroxetine 20 mg을
2-4주 동안 매일 복용케 하고 효과와 안전성이 만족할 만하면 필
요시 복용법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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