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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음경의 크기는 남성성의 상징으로 커다란 음경에 대한 동경과 숭배는 

토속신앙, 전통문화 및 예술 작품을 통해 전해오고 있다. 왜소음경, 선천성 기형, 요도하열, 손상 

음경의 재건이나 페이로니병 등 의학적으로 음경 재건성형이 필요한 경우 외에도 최근에는 수명

증가와 늘어난 성생활로 인해 주관적 왜소음경이나 조루증 치료를 위한 음경확대술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음경확대술은 수술방법이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치료법 중에서 수술이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므로 HA 필러를 이용한 

음경확대수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000년대 초반부터 저자는 방광요관역류의 내시경적 치료로 주사용 히알루론산 겔을 이용하

여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고하였고 [1], 현재에도 필러를 이용한 내시경적치료는 방광요관역류의 

일차치료법으로 자리하고 있다. 히알루론산은 1930년대부터 다당류로 분리되어 연구되어오다

가 1990년대에 Q-Med에 의해 주사용 NASHA Gel: Perlane®, Restylane®, Restylane Sub-Q®, 

Deflux®로 상용화되었다. 이러한 경험과 동료의 제안으로 2000년대초반 주사용 히알루론산 겔

인 펠레인과 레스틸렌을 이용하여 왜소귀두 환자를 위한 귀두확대술을 개발하였으며 [2], 2004

년 필러를 이용한 귀두확대술이 조루증 환자의 음경 및 귀두 감각을 둔화시켜 조루증 환자에서도 

치료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3]. 이후 2011년에는 주사용 필러를 이용한 음경둘레확대술을 

발표하였고 [4], 최근 둘레확대술이 조루증의 치료에도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5]. 히알루론

산은 모든 포유류의 피하에 존재하는 다당류(polysaccharide)로 모든 종에서 동일한 화학적 분

자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에게 적합하고 항원성이 없다. 히알루론산은 피부의 수분과 탄력을 

유지해 준다. 나이가 들면서 피하 히알루론산이 감소하면서 피부가 건조하고 탄력을 소실하고 

주름이 생기는 피부 노화는 히알루론산의 감소로부터 시작된다. 최근 FDA의 허가를 받은 필러

를 정리하면 콜라겐(1981)과 히알루론산(2003)은 자연산이며 PLLA (Poly-L-Lactic Acid, 2004)

와 Hydroxyappatite (2006)은 합성 필러이지만 모두 일시적 가역적 필러이다. 최근 개발된 

Polymethylmethacrylate (PMMA, 2002)는 비가역적 영구 필러이다. 이러한 필러들이 FDA 허

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도 아니며 모든 조직장기에 사용 가능한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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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두건, 필러를 이용한 음경확대술

2. 주사용 히알루론산 겔을 이용한 귀두확대술

비아그라의 등장은 발기부전의 진단과 치료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던 것과 같이 Dapoxetine의 발매 이후 국제

성의학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조루증의 치료법은 Dapoxetine과 기존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SSRI) 

약물요법과 국소마취제이다 [6]. Dapoxetine의 조루증 치료제로 개발의 병태생리학적 근거는 중추신경전달물질인 세

로토닌가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소마취제가 조루증의 국소 약물 치료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유는 비가역적 부

작용이 없기 때문이다. 약물요법의 가장 큰 단점은 약물 중단 시 조루증의 재발이다. 또한, 발매 당시 기대효과와 달리 

Dapoxetine의 조루 치료 효과도 낮아 재처방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SSRI에 비해 가격, 효과, 의사와 환자의 선

호도에서도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Dapoxetine 발매 이전의 다양한 치료법에 대한 재조명과 새로운 치

료법이 시도되고 있다.

귀두확대술이 귀두 감각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3]. 음경배부신경은 음경 배부를 주행하

여 귀두근위부에서 귀두점막하 3~6 mm로 주행한다. 이로 인해 귀두의 감각은 배부신경 말단분지의 분포, 감각자극 

수용체의 분포와 감각 역치에 의해 좌우된다. 저자는 비글견을 이용한 동물실험에서 귀두점막과 귀두해면체(corpus 

spongiosum) 사이에 주사용 필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로 인해 귀두점막하에 필러를 주입

하여 촉각에 대한 방어벽(Barrier)을 구축하여 귀두점막에 가해진 물리적 자극인 촉각에 대한 감각인식을 둔화시킬 수 

있다. 이는 귀두감각을 둔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소 사정반사의 활성화(induction or activation)도 지연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조루증의 치료 효과를 발현시킬 수 있는 반면 발기부전을 야기할 정도의 감각저하는 일으키지 않는

다. 또한 히알루론산필러는 궁극적으로 생분해될 뿐만 아니라 부작용 발생 시 분해효소인 Hyaluronidase를 이용하여 

분해 제거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다양한 종류의 안면성형용 히알루론산필러가 판매되고 있어 과거와 달리 귀두점

막의 불균형이나 변형도 심하지 않고 자연스럽다.

2004년 AUA와 EAU가이드라인에는 조루증의 약물치료 이외의 언급은 없는 상태였다. Dapoxetine의 개발과 함께 

Waldinger에 의해 제안된 조루증의 정의와 함께 2008년 ISSM은 근거중심(Evidence-based)의 조루증의 정의를 제안하

고 2010년 ISSM가이드라인에서 intravaginal ejaculatory latency time (IELT) 1분 이하를 일차성 조루의 기준으로 발

표하였고, 2014년 이차성 조루의 기준을 IELT 3분 이하로 조정하였다 [7]. 이와 함께 2010년 EAU와 ISSM가이드라인부

터 조루증의 일차치료는 SSRI약물치료, 행동치료, 정신치료를 추천하면서 국소마취제도 등급A 치료법으로 추천하는 반

면, 선택적 배부신경절단술과 히알루론산겔을 이용한 귀두확대술은 영구적 성기능 소실과 관련이 있어 조루증의 치료법

으로 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히알루론산겔을 이용한 귀두확대는 귀두감각을 저하시키지만 SDN과 달리 비가역적 감각 

소실이 아니라 촉각에 대한 감각을 둔화시키는 것으로 발기부전을 일으킬 정도의 심한 감각 소실은 아닐 뿐만 아니라 부

작용 발생 시 히알루론산분해효소를 주사하여 제거할 수도 있다. 이에 저자는 2016년 국내 비뇨의학과 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히알루론산을 이용한 귀두확대술 후 성기능장애는 단 1례도 없었으며 이를 국제학회에도 발표

하였다 [8]. 최근에는 중국과 유럽에서 히알루론산 귀두확대술에 의한 조루증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또한, 저자는 최근 ISSM/APSSM/ASOPS의 미팅에서 귀두확대술의 조루증 치료 효과에 대한 꾸준한 발표와 함께, 

‘성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 귀두확대술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3. 주사용 히알루론산 겔을 이용한 음경둘레확대술

음경둘레확대는 1900년대부터 근래까지 파라핀, 바셀린, 실리콘 등의 자가주사에 이어 현재에도 전세계 각국에서 

각종 오일까지 다양한 물질을 조직충전제로 주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에 자가진피지방을 채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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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음경피하에 이식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서 대체진피를 이식하고 있다. 대체진피는 이식 후 음경의 모양이 자연스

럽다는 장점은 있으나 판상의 대체진피는 착상 후 하부 배부신경혈관총과 유착되어 통증, 감각이상, 발기 시 음경 신장

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제거하기가 어렵다. 또한, 동종 대체진피는 진피공급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생산

단가가 높아지고 있다. 저자는 2011년 주사용 히알루론산겔을 이용한 음경둘레확대술을 발표하였고 [5], 국내에서 주

사용 음경둘레확대술을을 위한 벨라젠, 파워필, 라이펜이 개발되었고 국내 식약청은 이들을 모두 음경확대용 조직수

복제로 허가해주었다. 이후 휴젤, 메디톡스, 차메디텍, 휴메딕스에서 안면 피부성형을 위해 생산하였던 국산 히알루론

산겔 제품들이 연이어 음경확대 허가 임상시험을 통해 식약청의 허가를 받게 되었다 [5]. 이는 비급여 매출 확보에 유

리할 것으로 판단한 생산회사들의 경쟁적 허가 임상시험과 식약청의 낮은 수준의 허가 남발로 인해 환자, 의사, 개발사 

모두 실망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는 비뇨의학과 개원가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00년대 초반부터 남성

수술 전문으로 개원하였던 곳도 현재는 비뇨의학 전반에 걸친 질환을 진료하고 음경확대는 원하는 환자에게만 선택적

으로 시행하는 추세이다. 

비히알루론산필러인 Bellagen (Hans Bio, Surederm)이후 , Megafill (L&C Bio, Megaderm), Largefill (CG Bio), 

Jettafill (MS Bio) 등의 다양한 동종, 이종 대체진피분말은 리도카인, 항생제가 함유된 주사기에 식염수를 고루 섞어서 

피하에 주사하게 된다. 히알루론산 겔과 달리 대체진피분말이나 PLA를 이용한 음경둘레확대술 시 제한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음경 체부 피하에 고루 주사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둘째, 액상 매체 흡수 후 이식물질이 덩어리로 뭉치거나 잉

여 포피 쪽으로 이동하여 비대칭의 변형이 올 수 있다. 셋째, 시간 경과와 불충분한 확대 효과로 위축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 넷째, 주사 후 이식 잔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섯째, 확대 효과에 대한 장기간 자료가 부족하며 자연 분

해흡수와 변형으로 인한 재주사가 필요하다. 대체진피분말은 아무리 잘 섞는다고 해도 균일하게 섞이지 않을 뿐만 아니

라 음경피하에 고루 균일하게 주사하기도 어렵고 진피분말이 고루 퍼지기는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고자 최근에는 

Nature-col (Surederm Liquid suspension)은 액상으로 판매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시술 직후에는 액상 매개체로 인

해 둘레확장효과가 있으나 수일 내로 액체성분이 흡수되고 나면 균일한 확장 효과도 소실되고 진피분말의 불균일한 

분포로 음경둘레의 변형과 결절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후 대체진피분말이 착상되는 과정에서 콜라겐에 의한 염증반응

이 발생하면서 확대효과가 발생하기도 하고 자연 흡수되기도한다. 대체진피분말은 약간 단단한 결절처럼 만져지는데 

모양이 균일하지 않으므로 추가주입 시 정확한 용량과 부위를 가늠하기 어렵다. 또한, 염증이나 부작용 발생 시 완전 제

거가 어렵고, 제거로 인한 변형과 감각 소실, 발기부전 등의 부작용도 동반될 수 있다. 2014년 국내 식약청에서 음경둘

레 확대 임상시험을 통해 연부조직충전제로 허가 받은 PowerFill (REGEN Biotech)은 생분해 흡수되는 합성 폴리머이

다 [9]. 바이알당 50 μm PLA microparticles 10 gm이 3% carboxymethylcellulose/methylcellulose 3 ml에 서스펜

션 형태로 제공된다. 이를 식염수 8 ml과 고루 섞어서 15-22 ml을 피하에 주사하게 된다. 이는 대체진피분말은 콜라겐

이라는 점 이외에는 주사방법이나 주사 후 식염수가 대부분인 액상매개체로 인한 문제점은 동일하다. 

국내식약청에서 허가 임상을 통해 음경둘레확대용 적응증 허가를 받은 4종의 히알루론산겔은 허가 임상 편의상 파

워필을 대조군으로 비열등성을 확보하면 허가를 받게 되었다. 히알루론산 필러는 안면 성형을 위해 개발된 것으로 안

면에 소량 주사하는 것과 달리 20 cc 이상을 주사하는 음경둘레확대술의 국내 허가 임상시험의 논문발표결과를 실제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국내 식약청 허가임상시험은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인데 저자가 2011년 처음 발

표했던 논문[4]을 참고로 시술 전 둘레 측정, 필러 주사 직후와 3, 6개월후 둘레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인데 식약청에서 

처음 허가해 준 파워필을 대조군으로 비열등성을 제시하고 부작용이 없으면 허가를 주는 것이다 [6]. 이로 인해 모든 

임상시험군에서 20 cc의 히알루론산 겔을 주사한후 6개월 후 음경둘레의 변화를 대조군과 비교하였다. 이는 단순 장

기이식효과만을 관찰하는 것이므로 음경확대에 대한 환자, 파트너만족도를 병행조사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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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두건, 필러를 이용한 음경확대술

모든 필러는 신체 내 주사 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은 크게 감염이나 면역반응에 의한 염증반응과 기술

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10]. 후자는 주사양이 너무 많거나 적은 경우, 주사부위가 부적절하게 깊거나 얕은 경우, 잘

못된 부위에 주사한 경우와 같이 시술자의 경험이 부족한 경우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사물질의 특성이 가장 중

요하다. 이상적인 필러의 특성은 항원성, 이물반응, 염증반응이 없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흡수분해되는 반영구, 일시

적 필러가 좋은데 일시적 반영구 필러는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주사직후 발생하므로 인지나 처치도 빠르고 대부분 

자연 소실된다. 영구 필러는 부작용도 늦게 발생하고 치료도 어려운 특징이 있다. 최근에는 비가역성과 가역성 필러로 

분류하는데 히알루론산 겔과 같이 분해 효소로 쉽게 분해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안전하다.

최근 국내에서 음경확대용으로 허가된 HA gel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히알루론산 필러도 그 물질 특성에 따라 주사 후 

양상이 다르므로 술자가 원하는 특성에 따른 필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표 1]. 과거 방광요관역류의 내시경적 치료에 사

용되었던 Deflux (Q-Med)는 물질 크기가 크고 오래지속되는 biphasic HA이었으나 최근 안면 성형용 HA gel주사용 히알

루론산 겔은 주사가 용이하고 미세 교정하기 쉬운 monophasic HA gel 이다. Monophasic 이라도 Crosslinking의 정도, 

Cross linker Ha polymer의 종류, Gel Hardness, HA gel consistency, Viscosity와 extrusion forces, HA 농도와 수분 함유

량 등에 따라 다르다. 즉, HA농도가 높을수록 필러 지속성이 길고, crosslinker함량이 높으면 오래 가지만 항원성이 있을 

수 있다. 필러 탄성이 높으면 주사 후 조직이 단단하고 점도가 높으면 흐트러지지 않고 이동이 덜 하지만 주사하기가 어렵

다. 최근 출시되는 국산 히알루론산 필러는 대개 3가지 크기로 생산되는데 입자가 크고 오래가는 것은 깊이 주사하고 입자

가 작은 것은 얕게 주사하기 쉽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음경둘레확대에는 입자가 큰 것이 좋고 귀두확대에는 작은 것이 좋다.

지난 20여 년간 저자의 경험상 HA 필러를 이용한 음경둘레확대시 성공적인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포경수

술은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포경, 반포경, 자연포경 이전 포경수술을 한 경우라도 잉여 포피가 과한 경우에는 포피 

절제가 필요하다. 노인성 위축성 포피나 포경수술 상흔 유착부위도 추가절제가 필요하다. 둘째, 초회 시술 시 20 ml의 

최대용량주사보다 2-3회에 걸쳐 추가주입하는 시술이 좋다. 초회에 15 cc 이상을 주입할 경우 착상하기 전인 4주 이내

에 원위 요도부로 이동하므로 10 cc 이하를 배부 근위부쪽에 주사하고, 1-2주 후 3~6 cc씩 2~3회에 걸쳐 추가 주입하

는 것이 좋다. 셋째, 음경 근위부 요도 쪽 복부로는 많이 주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시술 후 음경 근위부 배부쪽으로 필러

가 이동하지 않도록 초기 1-2주간은 환자가 직접 도수 마사지를 하는 것이 좋다. 넷째, 이종물질과 혼합 시에는 이종물

질시술이나 제거 후에 하는 것이 좋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서로 다른 종류의 

                      표 1. 음경둘레확대용으로 허가받은 국산 HA 필러의 특성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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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를 혼합하여 주사할 경우 부작용 발생 시 어느 것 때문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가능한 혼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단, 

비히알루론산 필러를 주사한 경우 재주사 시에는 히알루론산 필러가 좋다. 다섯째, HA 필러는 일시적이고 분해 흡수되

므로 초회에 과량을 주입하여 크고 오래가게 한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 추가주입은 한 번에 완전교정보다는 환

자와 상의하면서 장기간 여러 차례 조금씩 재주사하는 것이 모양도 좋고 환자도 오래 끌고 갈 수 있다. 여섯째, 귀두확

대술도 동시에 가능하며 여러 차례에 거쳐 모양 변화와 감각 둔화를 관찰하며 시행하는 것이 좋다.

귀두확대시에는 27 G 주사침을 이용하여 천천히 주사하되, 반대 손가락으로 융기 여부를 만져가면서 주사하는 것

이 좋다. 과거와 달리 필러 특성도 향상되었고 1~3 cc 주사기와 27 G 주사 바늘을 사용하므로 가능한 천공수를 줄이고 

귀두륜(Corona Sulcus)이나 요도구 부근도 쉽게 주사할 수 있다. 음경둘레확대술과 마찬가지로 초회에 모든 부위에 

고르게 주사할 수 없으므로 1~2주 후 추가 주사하는 것이 좋다.

4. 맺음말

음경확대는 일부 환자들의 요구에 의해 의학적 근거도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시행되던 사술에서 성의학과 의료산업

의 발달로 인해 의학적 근거가 있는 전문영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시행되던 길이 연장술에 비해 필러

의 발달로 인해 음경둘레확장술과 귀두확대술은 개원가를 위주로 꾸준히 시행되고 있다. 특히 조루증의 치료를 위한 

귀두확대술은 dapoxetine의 발매 이후에도 조루증의 특별한 치료의 부재로 국제학회에서도 재조명되고 있다. 필러를 

이용한 음경확대 및 귀두확대술이 제대로된 치료법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각종 필러와 환자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제대로 

된 시술을 시행해야한다. 국내 4개 회사가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임상자료의 논문 발표 이외는 HA필러를 이용한 음경확대

술의 논문 발표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음경확대술은 주로 개원가에서 시행되므로, 개원의라 하더라도 시술 결과를 

공동 축적하여 지속적인 논문 발표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근거 중심의 국제학회 가이드라인이 개정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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