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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98년 비아그라(성분명: sildenafil)가 시장에 첫선을 보인 이후로, phosphodiesterase-5- 

inhibitor (PDE5I)는 발기부전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약물이면서 동시에 가장 많이 시행되는 

치료 방법이다. 국제성의학회나 유럽비뇨의학회를 비롯한 많은 전문학회들의 진료지침에서도, 

PDE5I는 원인과 관계없이 발기부전의 일차치료로 추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DE5I를 복용한 환자들의 약 30-35%는 효과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느낀

다 [1]. 이러한 통계는 일반적인 기대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환자 진료시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PDE5I가 효과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음경해면체내 주사요법이나 음경보형물 삽입술 등

이 다음 단계 치료법으로 고려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PDE5I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침습

적이며 환자교육이 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다음 단계의 치료 방법들을 고려한다면, 그 적절성

에 대하여 신중한 판단 및 적절한 환자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PDE5I가 효과가 없거나 부족한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나눈다. 첫째, 약물 복용방법이 부적절한 

경우(incorrect drug use)로, 환자의 약물 복용 방법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야 한다. 둘째, 약물 

자체의 효과가 부족한 경우(lack of efficacy)로, 약물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원인이나 약물 효

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려하여야 한다. 

본 글에서는, 문헌들에서 소개되는 증거들을 바탕으로, PDE5I가 효과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에 다음 단계 치료로 넘어가기 전에 의료진이 고려하여야 하는 문제들 및 해결을 위해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충분한 약물 복용 시도(Sufficient medication attempts)

가장 먼저 고려해 볼 것은, 충분한 시도를 해보았는가 하는 것이다. 여러 연구들에서, PDE5I의 

종류나 용량에 관계없이 시도를 많이 할수록 그 성공율은 증가한다 [2-4]. 일반적으로 적어도 6

회 이상의 시도를 해볼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 경우 80% 이상의 성공율이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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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약물 용량 증대(Increased PDE5I dose)

약물 용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용량 증대에 정비례하지는 않지만, 대략 10-50% 정도의 추

가적인 발기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5-7]. 따라서, 약물과 관련된 위험도나 부작용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 허가 범

위내에서는 고용량부터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2.3. 다른 용법으로의 교체(Change to different dosing regimen)

Tadalafil과 udenafil의 저용량 매일 복용법(daily dosing regimen)은 잘 알려진 치료 방법이다. 이러한 약제들에서, 

필요시 복용법(on demand dosing regimen)이 효과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매일 복용법은 상대적으로 저용량임에

도 불구하고 발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8]. 흥미로운 것은, 상대적으로 반감기가 짧아 매일 복용법에 대하여 허

가받지 않은 약제들도 유사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9]. 즉, 필요시 복용법과 매일 복용법은 어느 한가지 방법이 효

과가 없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교체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2.4. 다른 약제로의 교체(Change to different drugs)

여러 다양한 PDE5I들은 PDE5 선택성, 작용시간, 반감기 등이 각기 다르며, 이에 대한 반응도 환자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표 1]. 따라서, 비록 넓은 의미에서는 같은 PDE5I라 하더라도 다른 약제로의 변경이 발기능 향

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표 1. PDE5I의 약동학

sildenafil vardenafil tadalafil udenafil mirodenafil avanafil

최고농도 도달시간 1.0 0.8 2 1.4 1.3 0.5

작용 시간 4-5 4-5 36 12 4-6 7-10

반감기 4 4-5 17.5 10 2.5 1.5

출처: 발기부전의 경구용 약물치료, 남성과학, 대한남성과학회, 2016

2.5. 매일 복용법과 필요시 복용법의 복합치료(Combined long- and short-acting drugs)

저용량의 매일 복용법은 음경재활(penile rehabilitation)을 목적으로 하며, 고용량의 필요시 복용법은 즉각적인 발

기(immediate effect)를 목적으로 한다. 각 용법의 약리 생리학적 기대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복합요법은 추가적인 발

기능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동시에 부작용은 감수할만한 정도였다 [10,11]. 

2.6. 일부 항우울제의 추가(Addition of some anti-depressants)

트라조돈(trazodone)은 흔히 처방되는 항우울제 중의 하나로, 중추신경계에서 세로토닌 재흡수를 억제하고 음경에

서는 알파 아드레날린 수용체의 작용을 억제하여 발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 아울러 우울 증

상의 호전 역시 발기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트라조돈을 포함한 일부 항우울제들은 PDE5I에 반응하지 않는 환

자들에서 추가적인 발기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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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정신과적 치료의 추가(Addition of psychosexual therapy)

비뇨의학 전문의가 접근하기 쉽지 않은 치료방법이기는 하지만, 정신치료, 행동치료, 인지치료, 최면치료, 마음 챙김 

요법, 집단 치료 등 정신과적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일부 연구에서 정신과적 치료의 기간, 치료 방법

의 종류, 의료진의 숙련도가 증상 호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13]. 즉, 부족한 정신과적 접근이라 

하더라도 아예 안하는 것보다는 작은 지지요법(supportive care)이라도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2.8. 적극적인 파트너의 역할(Role of the sexual partner)

국내 현실에서, 파트너를 같이 상담하는 것이 흔하지는 않다. 하지만, 파트너와의 상담은, 환자의 불안과 스트레스 

감소, 성적 친밀도의 호전, 성적 활동의 변화 및 생활 습관의 교정 등 발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 [14,15]. 

2.9. 발기와 관련된 기저 질환 및 약물(Comorbidities and medications)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기저 질환들과, 항암제, 항안드로겐제, 베타차단제 등의 일부 혈압약, 정신신경계통 

약물 등은 발기부전의 원인이 되거나 발기부전을 악화시킬 수 있다 [표 2]. 아울러, 이러한 요인들은 발기부전 치료를 

더 어렵게 만들며, PDE5I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16]. 따라서,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파악하고, 

할 수 있다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2.10. 테스토스테론의 추가(Addition of testosterone)

발기부전 및 그 치료에서 남성호르몬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이론적으로, 남성호르몬은 PDE5I의 반응을 증가시키

며, PDE5I는 남성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한다 [17]. 하지만, 여러 메타분석 결과들에서는, PDE5I 단독 치료에 비하여 테스

토스테론 복합치료가 발기능의 향상에 더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 효과가 일반적인 기대만큼 크지는 않았다 [18-20].

여러 연구 결과들과 진료지침들을 종합해보면, 테스토스테론 복합치료는 PDE5I에 효과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시

도해 볼 수 있는 옵션임은 분명하다. 다만, 주의하여야 할 점은 남성갱년기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며, 남성갱년

기가 없는 경우에는 아직 권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1]. 

2.11. 생활습관 교정(Lifestyle modification)

가장 기본이지만 흔히 놓치기 쉬운 것이 생활습관 교정이다. 꾸준한 운동과 비만 교정, 건강한 식단, 과도한 음주 자

제, 금연 등은 발기부전 치료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환자와의 신뢰도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표 3]. 생활습관 교정은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며 적절한 효과를 가지려면 적어도 3-6개월 이상의 관리가 필요하다 [22].

3. 결론

요약하자면, PDE5I가 효과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PDE5I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효과를 올릴 방법이 없는지

를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그림 1]. 교정할 수 있는 동반질환이나 약물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하며, 생활습관 교정도 

권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환자의 정신심리적 상태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상기의 과정을 거친 후에도 발기부전의 호전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이차 혹은 삼차 요법에 대해서 환자와 충분한 

상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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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발기부전과 연관된 질환 및 약물
Medications

Antiandrogens

‧ Gonadotropin-releasing hormone agonists (leuprolide, goserelin, Lupron, and zoladex)

‧ Chemotherapy (cyclophosphamide and busulfan)

‧ Flutamide

‧ Ketoconazole

‧ Spironolactone

‧ H2 Blockers

‧ Cimetidine

Antihypertensives

‧ Thiazide diuretics

‧ β locker

‧ Calcium channel blockers

Antiarrhythmics

‧ Digoxin

‧ Amiodarone

‧ Disopyramide

Statins

‧ There is controversial evidence about the effects of atorvastatin on erectile function

Psychotropic drugs

‧ Tricyclic antidepressants

‧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 Phenothiazines

‧ Butyrophenones

Recreational substances

‧ Marijuana

‧ Opiates

‧ Cocaine

‧ Nicotine

‧ Alcohol

Comorbidities

‧ Age

‧ Poor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 Lifestyle factors

- Sedentary lifestyle

- Obesity

- Cigarette smoking

- Alcohol misuse

- Recreational drug use (eg, Marijuana nad heroin)

‧ Metabolic risk factors and metabolic syndrome

- Diabetes mellitus

- Hypertension

- Dyslipidemia

- Hypogonadism

출처: Shamloul R & Ghanem H, Erectile dysfunction, Lancet, 2013, 381:153-165

표 3. 발기부전의 예방/치료에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

Risk factor Strategy Recommendation Level of evidence

Sedentary lifestyle Physical activity
30 min at least per day or 150 min week of moderate 

intensity aerobic activity
A

Overweight/obesity Weight loss 5%-10% of weight reduction A

Unhealthy diet Improvement of diet quality

Increase in consumption of fruit and vegetables, whole 

grains and legumes; limit red meat and processed food; 

reduction of saturated fat to <10% calories, increase in 

intake of monounsaturated and polyunsaturated fatty 

acids; abolishment of added sugars-beverages

A

Alcohol abuse Avoid excessive alcohol consumption 1-2 drinks maximum per day B

Cigarette smoking Educate on current cessation options Smoking cessation B

출처: Maiorino MI et al, Lifestyle modifications and erectile dysfunction: what can be expected?, Asian J Androl, 2015, 1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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