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8 www.urodigest.com

OPEN ACCESS  

The Association of Korean Urologist

3(2):58-67, 2022

URL: www.urodigest.com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 2022 by The Association of 

Korean Urologist. All Rights Reserved.

1. 서론

비치료목적(예방적) 포경수술은 수술을 받는데 아무런 의학적 금기증이 없는 건강한 남성에

게서 귀두포피의 일부분 혹은 전부를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필자는 최근까지도 

비치료목적 포경수술을 시행해 오고 있고, 이러한 수술의 시행에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다. 적응

증과 금기증만 잘 지키면 개인적으로 사소한 합병증(출혈, 상처문제 등)은 몇 번 경험했지만, 다

행스럽게도 큰 합병증은 경험하지 못했다. 

2015년도에 발표된 캐나다소아과학회(Canadian Pediatric Society)는 ‘일상적인 신생아 남

성 포경수술의 의학적 위험:혜택 비율은 밀접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며, ‘모든 신생아 

남성에게 일상적인 포경수술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1]. 2020년도에 발표된 덴마크 

의학 협회(Danish Medical Association)[2]는 비치료목적 포경수술이 건강상의 이점이 있다는 

증거를 믿지 않으며 개인이 스스로 동의할 수 있는 연령이 된 후에만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미국 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aediatrics, 2012)[3]와 미국질병통제예방

센터에서는 비치료목적 포경수술이 의학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즉 이익이 위험을 능가한

다고 결론지었다 [4]. 

이 글은 국내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사춘기 전후시기나 성인시절의 비치료목적 포경수술에 

대한 학문적 고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학회 전체의 의

견을 반영하지는 않는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2. 장점

2.1. 음경위생

포경수술을 하지 않게 되면 귀두와 음경은 포피에 둘러 감싸져서 공간을 이루게 되고 이 공간

은 분비물이 쉽게 차며 역한 냄새가 나는 귀두지(Smegma)라는 물질이 쉽게 발생하게 되면서 세

균이 증식하기에 좋은 환경이 된다. 물론 적절한 생식기 위생을 필수적으로 하고, 포피 관리를 어

린 시절부터 가르쳐 주면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포피에 외상을 입는 경우도 흔치 

않게 나타나고, 실제 임상에서는 포피가 뒤로 자발적으로 제쳐지지 않으면 억지로 귀두 청소하

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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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많이 시행하는 비치료목적 포경수술은 음경위생면에서 분명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2.2. UTI 예방

비치료목적 남성 포경수술의 이점은 포피 아래의 미생물총을 잠재적으로 감소시켜 요로 감염(UTI)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발열로 내원한 남아에서 포경수술을 한 경우는 2%에 불과하지만 시행하지 않은 경

우에는 20%가 넘을 정도로 차이가 나며, 세균뇨의 빈도는 1.6%와 36%로 더 큰 차이를 보인다 [5].

Morris와 Wiswell[6]은 2013년 22개의 연구를 분석한 메타분석연구에서 포경수술을 받지않으면 요로감염의 위험

도가 0-1세에서는 9.91배, 1에서 16세 사이에서는 6.56배, 16세 이상에서는 3.41배의 상대위험도가 있다고 보고하였

다. 포경수술을 받은 경우에 요로감염을 경험할 가능성은 8.8%로, 포경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의 32.1%보다 요로감염

의 위험도를 감소시켰다고 보고하였다. 1명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수, 즉 NNT (the number needed to treat)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그들은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의 요로감염의 평생 위험이 32.1%로 포경수술을 받은 남성의 

8.8%에 비해 높기 때문에 NNT를 4.29로 추정했다. 

첫 2년까지 요로감염의 발생율은 포경수술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사이에 100 인년당 0.59% vs 2.68%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7]. 첫 2년까지 신우신염의 발생률(0% vs 0.67%), 신장 질환 발생율(0.063% vs 

0.13%), 100인년당 고혈압발생율(0.031% vs 0.27%) 및 방광요관 역류 발생율(0.13% vs 0.27%)은 신생아 포경수술

을 받은 군에서 각각 더 낮았다 [7]. 

미생물학적으로 확인된 유증상 요로감염을 가지고 있는 남아들을 비포경수술군과 포경수술군으로 나누었을 때 포

경수술군에서 3.57%에서 0.14%로 유의하게 감소된 세균뇨율을 보여주었다 [8]. 

1985년과 1990년 사이에 미 육군 시설에서 태어난 209,399명의 유아의 병원 기록을 검토한 Wiswell과 Hachey의 연

구에 따르면 요로감염비율은 비포경수술군에서 1.14%로 포경수술군의 0.14%보다 10배정도 더 많이 발생하였다 [9]. 

비정상 요로가 있는 소년의 경우 포경수술의 예방효과가 더 중요할 수 있다. 2,386명의 신생아 포경수술군과 3,175

명의 비포경수술군을 비교하였을 때 포경수술군의 요로감염 상대위험도는 0.36으로 비포경수술군보다 유의하게 낮

았으며, 비정상요로의 각 질환별 요로감염 상대위험도는 수신증이 있는 경우 0.35, 방광요관역류이 있는 경우 0.35, 방

광요관이행부협착이 있는 경우 0.35로, 대규모 코호트에서 신생아 포경수술은 수신증, 방광요관역류, 방광요관이행부

협착과 같은 요로 이상이 있는 남아에서 요로감염의 발병률이 현저히 낮으며, 이 그룹에서는 조기 포경수술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10]. 

요로감염의 예방의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 비치료목적 포경수술은 장점이 있으며, 비정상 해부학적 구조가 있는 경

우에는 특히 더 포경수술의 장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2.3. HIV 감염(HIV Infection)

2005년 Auvert 등 [11]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1,546명의 포경수술군과 1,582명의 비포경수술군을 비교한 연구

에서 2년 뒤 포경수술군에서는 20명의 HIV양성이 나오고 비포경수술군에서는 49명의 양성이 나와 유의한 차이를 보

여주었다고 보고하였다. 

2007년 Gray 등[12]은 우간다에서 즉시포경수술군 2,474명과 2년 후 포경수술군 2,522명을 비교한 연구에서 2년 

뒤 즉시포경수술군은 100인명당 0.66케이스의 HIV양성이 나왔지만 2년 후 포경수술군에서는 1.33케이스의 HIV양성

이 나와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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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Bailey 등[13]은 케냐에서 1,391명의 포경수술군과 1,393명의 지연포경수술군을 비교한 연구에서 2년 뒤 

포경수술군에서는 22명의 HIV양성이 나오고 지연포경수술군에서는 47명의 양성이 나와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상기 3건의 대규모 무작위 대조 연구에서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남성에서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 감

염 발생률 감소와 포경 수술 사이의 연관성이 입증되었으며 위험 감소는 50~60%로 추정되었다. 이 세 가지 연구 모두 

18세 이상의 남성에게 포경수술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모두 이성 성교 후 이차적으로 HIV 전파 발병률이 높은 국

가에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HIV 유병률이 3~15%인 국가에서 포경수술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권장했다.

아프리카의 이러한 원래 연구는 이성애 전파에 초점을 두었지만, 2019년 Yuan 등[14]은 메타 분석에서 동성인 남

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을 조사했으며 포경수술이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 HIV 감염을 예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했다(OR 0.58).

이성애든, 동성애든 상관없이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는 비치료목적 포경수술이 HIV 감염 위험 측면에서 이점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4. HIV가 아닌 성병(Non-HIV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HIV가 아닌 성병(STI)에 걸릴 위험에 대한 포경수술의 예방효과에 대한 혼합된 증거가 있다.

2009년 Auvert 등[15]은 남아프리카에서 637명의 포경수술군과 627명의 대조군을 비교하였을 때 고위험형 인유

두종바이러스(HPV)의 비율은 포경수술군에서 14.8%, 대조군에서는 22.3%에서 양성이 나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009년 Tobian 등[16]은 1,684명의 포경수술군과 1,709명의 2년뒤 포경수술군을 비교하였을 때 단순헤르페스바

이러스(HSV) Type 2는 포경수술군에서는 7.8%, 지연포경수술군에서는 10.3%였으며, 고위험 인유두종바이러스는 

각각 18.0%, 27.9%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임질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HIV에 대한 저명한 RCT와 유사하게 이 두 연구는 HPV 유병률이 높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수행되었다. 

2009년 Mehta 등[17]은 케냐에서 1,318명의 포경수술군과 1,337명의 대조군을 비교하였을 때 Neisseria gonorrhoeae 

(NG), Chlamydia trachomatis (CT), Trichomonas vaginalis (TV)와 같은 비궤양성 성병의 비율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지 않았다. 

2012년 Mehta 등[18]은 케냐에서 1,391명의 포경수술군과 1,393명의 지연포경수술군을 비교하였을 때 HIV 양성

은 각각 17명 vs 46명, 단순포진바이러스는 86명 vs 100명, 성기궤양질환 발생율은 51명 vs 101명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고 보고하였으나, 임질은 7명 vs 6명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아프리카 이외 환자 집단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며 때때로 상충되는 결과를 제공했다. 

2006년 Fergusson 등[19]은 뉴질랜드에서 154명의 포경수술군과 356명의 비포경수술군을 단순 비교하였을 때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남성 비포경수술군에서 성병의 상태가 더 많았다(4.6% vs 10.4%). 

하지만 2008년 Dickson 등[20]도 뉴질랜드에서 3살 때까지 201명의 포경수술군과 298명의 비포경수술군을 젊은 

성인이 되었을 때 추적하여 성병의 자가보고율을 비교하였을 때 어떤 나이를 기준을 삼아도 성병의 비율은 크게 차이

가 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여 차이가 났었다. 

또한 2009년 Templeton 등[21]은 호주 시드니에서 1,427명의 동성애 남성을 대상으로 포경수술이 단순포진바이

러스 type 1, 단순포진바이러스 type 2, 생식기 사마귀, 임질, 클라미디아에 대하여 보호효과가 없음을 보여주었으며, 

단지 매독에 대해서만 보호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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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Homfray 등[22]은 영국에서 16-44세 남성 4,060명을 대상으로 포경수술과 성병과거력을 조사하였을 때 

포경수술과 성병과거력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었다고 보고하였다(포경수술군 13.7% vs 비포경수술군 13.9%). 그러

나 포경수술을 받은 남성군 고위험 혈청형 인유두종바이러스를 가질 확률이 낮았다(2.3% vs 9.8%).

2019년 Yuan et al. 등[14]은 119,248명의 동성애 남성을 포함한 62개의 관찰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에서 포경수술

군에서 단순포진바이러스(OR 0.84, CI 0.75–0.95), 음경 인유두종바이러스(OR 0.83, CI 0.66–1.05), 매독(OR 0.94, CI 

0.79–1.11), 클라미디아(OR 0.99, CI 0.86–1.14) 또는 임질(OR 0.96, CI 0.85–1.09)의 빈도가 감소했음을 발견했다. 

2013년 이성애자, 동성애자 및 일반 인구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는 van Howe 등[23]의 다른 메타 분석에서는 클라

미디아(OR 0.91, CI 0.72–1.15), 임질(OR 1.03 CI 0.86–1.23), 생식기 포진(OR 1.52, CI 0.95–1.40) 또는 고위험 인유

두종바이러스(OR 1.16, CI 0.94–1.45)에 대해 포경수술은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나 포경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에서 생식기 궤양 질환의 위험이 더 컸으며(OR 1.68, CI 1.39–2.02), 포경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의 생식기 분

비물 증후군(OR 0.77, CI 0.59–0.99), 비특이적 요도염(OR 0.76, CI 0.63–0.92) 및 생식기 사마귀(0.78, CI 0.63–0.96)

의 위험이 낮았다.

2008년 Cherpes 등[24]은 세균성질염의 위험인자로 흑인인종, 흡연력, 질내사정, 항문성교 후 질성교, 비포경수술

상태, 질내 lactobacilli의 결핍, 단순포진바이러스 type2에 대한 항체여부라고 하여 포경수술을 받으면 세균성질염에 

대하여 예방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포경수술만으로 HIV가 아닌 성전파성질환을 모두 예방할 수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예방효과가있다고 판단되며, 

남성생식기 궤양질환에 대해서는 예방효과가 있으며, 여성배우자의 세균성질염에도 어느 정도 예방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2.5. 음경의 피부질환

1988년 Fergusson 등[25]은 뉴질랜드에서 시행된 500명 이상의 신생아를 8년간 관찰한 결과 1세까지는 포경수술

군에서 더 많은 피부병변을 보였으나 그 이후에는 비포경수술군에서 음경피부문제 비율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포경

수술을 받지 않으면 귀두에도 다양한 피부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데, 건선, 귀두포피염, 농가진, 편평태선, 아토피피부염 

등은 포경수술에 의하여 예방효과가 있다. 

2.6. 음경암(Penile cancer)

음경암은 상당히 드문 암이다. 대부분의 음경암 환자는 포경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1995년 

Frisch 등에 의하면 덴마크의 연구결과를 보면 음경위생의 호전으로 1940년대와 비교하여 1980년대 음경암의 빈도

가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다(100,000명당 1.15명 vs 0.82명). 2005년 Daling 등[26]에 의하면 Penile cancer in situ로 

진단된 75명과 invasive penile cancer로 진단된 62명을 671명의 대조군 환자와 비교하였을 때 어린시절에 포경수술

을 받지 않은 사람이 invasive penile cancer의 위험이 더 높았다(OR=2.3, 95% CI 1.3-4.1). 음경암 환자의 약 35%가 

어린시절 포경수술을 받지 않았으며, 대조군은 7.6%가 포경수술을 받지 않았다(OR=7.4, 95% CI 3.7-15.0). 열상, 홍

조, 손상과 같은 음경의 상태가 음경암과 연관이 있었으며, 포경수술을 받지 않고 Phimosis가 지속된 경우는 invasive 

penile cancer와 강하게 연관이 있었다(OR=11.4, 95% CI 5.0-25.9).

2017년 Morris와 Krieger[27]에 의하면 포경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Balanitis, Posthitis, Balanoposthitis, 

Lichen sclerosus와 같은 염증성 음경피부질환이 있는 경우에 3.8배 정도 음경암의 위험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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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Backes 등[28]에 의하면 30개의 연구에서 1,266명의 음경암 환자에서 HPV 유병율은 47.9%였으며, HPV-16

은 30.8%, HPV-6는 6.7%, HPV-18은 6.6%로 가장 흔한 type이었다. 

2011년 Larke 등[29]은 8개의 연구를 분석한 systematic review에서 침윤성 음경암에 대한 소아/청소년 포경수술

의 침윤성 음경암에 대한 비교적 강력한 보호 효과를 주장했다(OR=0.33, 95% CI 0.13-0.83). 하지만 성인 포경 수술은 

침윤성 음경암 위험 증가와 유의하지 않은 연관성을 지적했다(OR = 2.71; 95% CI 0.93–7.94; 3건의 연구). Penile 

intra-epithelial neoplasia나 in situ penile cancer와는 유의한 연관성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음경암 예방목적으로 유아 포경수술을 지지하는 증거는 일반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음경암의 발생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발도상국 국가에서는 비치료목적 포경수술이 음경암 예방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7. 자궁 경부암

2002년 Castellsague 등[30]에 의하면 1,913 커플을 조사한 7개의 연구에서 포경수술군 남성에서는 5.5%에서 비

포경수술군 남성에서는 19.6%에서 HPV가 검출되었고 다른 변수들을 보정한 후에도 포경수술시 HPV 감염율이 낮다

고 보고하였다(OR 0.37, 95% CI 0.16-0.85). 자궁암군과 대조군을 비교하였을 때 남성의 포경상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2012년 한국의 Kim 등[31]에 의하면 111명의 cervical intrapeihelial neoplasia환자와 104명의 invasive cervical 

cancer 환자를 1,214명의 대조군과 비교한 연구에서 남성파트너의 포경수술상태와 콘돔착용여부가 invasive cervical 

cancer의 유의한 보호인자라고 보고하였다(OR: 0.47, 95% CI: 0.24-0.90 and OR: 0.19, 95% CI: 0.06-0.57).

2017년 Grund 등[32]에 의하면 60개의 연구를 분석하여 포경수술군이 cervical cancer, cervical dysplasia, herpes 

simplex virus type 2, chlamydia, syphilis에 대하여 보호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자궁경부암의 예방을 위하여 비치료목적 포경수술이 어느 정도 이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3. 단점 및 합병증

3.1. 출혈(Bleeding)

2018년 Heras 등[33]에 의하면 2곳의 community teaching hospital에서 1,115건의 신생아 포경수술을 조사한 결

과 총 3.9%에서 출혈을 포함한 부작용이 있었다고 보고하였고 대부분은 국소지압으로 해결되었지만 0.3%에서 재봉

합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Gompo Clamp사용시 부작용이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2010년 Rodriguez 등[34]에 의하면 포경수술을 받은 48명의 혈우병환자에서 11명(23%)에서 출혈의 부작용이 있

었다고 하였다. 혈우병과 같은 경우는 현재 포경수술의 상대적 금기증이므로 혈우병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출혈의 

부작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3.2. 요도구 협착증(Meatal stenosis)

요도구 협착증은 요도 입구가 좁아져 통증을 유발하고 소변 배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아 포경수술의 또 다른 잠재

적인 합병증이다. 

2018년 Frisch와 Simonsen[35]에 의하면 비치료목적 포경수술을 시행받은 경우 비포경수술군과 비교하여 26.3배

의 더 높은 요도구 협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HR: 26.3, 95% CI: 9.37–73.9). 그러나 Morris와 Krieger[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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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반박 letter에서 요도구 협착증의 빈도는 아주 낮으며(포경수술군: 0.121% vs 비포경수술군: 0.0969%), 대부

분의 요도구 협착증은 60세 이상의 고령군에서 발생하였으며(63.6%) 포경수술을 받지 않았을 때 1.9배정도 더 많이 

발생하였다. 저자들은 요도구협착증은 단독으로 오기보다는 음경염증성질환(예, lichen sclerosus 등)과 요로감염에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질환들은 포경수술을 받지 않았을 때 더 흔히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Frisch와 Simonmsen의 연구[35]에서는 진단을 위해서 그 수가 과장된 면도 있으며, 대부분이 치료가 필요

한 케이스가 아니었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간단한 시술만이 필요하였다는 것을 지적했다. 

2006년 Cathcart 등[37]에 의하면 영국에서 치료가 필요한 요도구협착증의 빈도는 0.0105%라고 보고하였고, 

2012년 Simforoosh 등[38]은 3,000명의 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생아 포경수술 후 요도구협착증의 빈도를 

0.55%라고 보고하였다. 2006년 Yegane 등[39]은 6-12세의 포경수술을 받은 3,125명의 연구에서 요도구협착증의 빈

도는 0.9%라고 보고하였다. 이는 신생아 포경수술이나 유아 포경수술이나 실제로 포경수술 후 요도구 협착증의 빈도

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음경염증성질환을 제외한다면 정상적인 남성에게서 비치료목적의 포경수술 후 요도구 협착증은 아주 드문 상태로 

판단된다. 

3.3. 기타 수술 합병증

Krill 등[40]은 2011년 포경수술에 따른 다른 합병증으로는 수술 후 감염, 창상 열개, 재수술이 필요한 중복 피부, 유

착, 요도 피부 누공, 귀두 괴사 및 절단 등이 있다고 기술하였다. 

중증 합병증으로 1997년 Bliss 등[41]이 Plastibell을 이용한 포경수술 후 괴사성 근막염 감염 사례를 보고한 적이 

있고, 2010년 Bode 등[42]이 역시 Plastibell을 이용한 포경수술 후 요도 피부 누공 사례를 보고하였다. 

2016년 가나의 Appiah 등[43]은 72례의 포경수술관련 심각한 부작용을 보고하였으며 그 중 요도피부누공이 가장 

흔하였고, 귀두절단, 의인성 요도하열, 표피봉입낭(epidermal inclusion cyst) 순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수술관

련의 합병증은 거의 대부분 신생아포경 수술 후에 일어났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국내의 사정은 크게 다르며, Plastibell이나 Gompo와 같은 기구를 포경수술에 거의 이용하지 않거나 신생아

시기에 시행하는 포경수술은 많이 감소되고 있어, 일반적으로 적응증과 금기증을 잘 지키고 잘 수련된 비뇨의학과 전

문의에 의해 시행된다면 시행되는 건수에 비해 기타 수술합병증의 빈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3.4. 통증

외국에서는 주로 신생아시기에 포경수술을 시행하여, 대부분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 자기결정권

이 없는 신생아나 유아에서 포경수술을 하는 것이 아주 비윤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는 반대론자들이 반대하

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이다. 이러한 통증이 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은 것 같다. 

2017년 Sharara-Chami 등[44]은 신생아 포경수술 시 진통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4가지의 다른 마취 방법을 사용하

고 신생아들의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 얼굴표정, 우는 모습, 숨쉬는 패턴, 각성상태 등을 이용하여 신생아 행동통증점수

를 확인하였다. 바르는 국소마취제만을 이용한 군이 가장 통증점수가 높았으며, 국소마취제와 병합하여 신경차단까지 

시행한 군에서 통증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함을 보여주었다. 

2019년 Walker[45]는 신생아 포경수술의 장기 영향으로, 신생아기에 경험하는 상당한 수준의 통증은 노년기의 통

증에 대한 체성 감각 및 감정적 지각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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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내에서는 점점 더 신생아 시기에 포경수술을 하는 경우는 감소하고 있으며, 흔히 청소년기에 많이 하는 국

내상황을 고려한다면 여러가지 의학적 문제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수술로 얻는 이점들이 많이 있으므로 본인이 결

정하고 적응증이 된다면 비뇨의학과 의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5. 성기능

포경수술이 감각과 성 경험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은 많이 논의되지만 증명하기는 어렵다. 데이터 수집 방식에서 문

제가 발생한다. 음경 감도 또는 온도의 정적인 측정은 성 기능과 경험의 결과를 좋지 않게 만드는 반면, 자가 보고 설문조

사는 문화 및 사회적 맥락에 의해 크게 혼동될 수 있다. 많은 연구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양방향으로 편향될 위험이 있다.

2008년 우간다의 Kigozi 등[46]은 포경수술 후 성욕, 성만족감, 발기부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는데, 수술 전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2008년 가나의 Krieger 등[47]도 성인포경수술 후 성적인 만족감에 대하여 연구

를 하였는데, 성기능장애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오히려 성기의 민감도가 증가하였고, 성적인 쾌감에 훨씬 

더 잘 도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2020년 Morris와 Krieger는[48] 포경수술의 성적인 결과에 관한 Systematic Review를 발표했으며 모든 성적인 결

과 변수에 걸쳐 부작용이 최소화하거나 거의 없다는 결론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2011년 덴마크의 Frisch 등[49]은 5,552명의 덴마크 남성과 여성 중 포경수술을 받은 남성이 빈번한 오르가

즘 어려움(11 vs 4%, OR: 3.26, 95% CI: 1.42–7.47), 또한 포경수술을 받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오르가즘 장애(19 

vs 14%, OR: 2.66, 95% CI 1.07-6.66) 및 성교통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더 빈번한 성기능 장애(31 vs 22%, OR: 3.26, 

95% CI: 1.15–9.27)가 있다고 보고했다(12 vs 3%, OR: 8.45, 95% CI: 3.01–23.74). 

2018년 Yang 등[50]은 Systematic review와 Meta-analysis에서 포경수술군과 비수술군 사이에 조루(OR: 0.90; 

95% CI, 0.72-1.13; p =0.37)와 성적쾌락감(OR, 1.04; 95% CI, 0.89-1.21; p =0.65)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를 하였고 하지만 질내사정시간(IELT, OR, 0.72; 95% CI, 0.60-0.83; p < .00001), 발기부전(OR, 0.42;95% CI, 

0.22-0.78; p = 0.40)과 성교통(OR, 0.36; 95% CI, 0.17-0.76; p = 0.007)에 있어서는 포경수술군에서 오히려 더 좋았

다고 보고하였다. 

이 분야의 증거가 상충된다고 결론짓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 좋은 연구가 나오기 전까지 포경수술의 성기능에 대한 

영향은 판단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4. 요약 및 결론

다양한 수준의 증거와 함께 비치료목적 포경수술은 많은 잠재적 이점이 있다. 

국내에서 많이 시행하는 청소년기나 성인시절의 비치료목적 포경수술은 음경위생면에서 분명 장점이 있다고 생각

한다. 요로감염의 예방의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 비치료목적 포경수술은 장점이 있으며, 비정상 요로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더 포경수술의 장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는 비치료목적 포경수술이 HIV 감염 위험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포경수술만으로 HIV가 아닌 성병을 모두 예방할 수 있지는 않지만 남성궤양성질

환에서는 어느 정도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음경암 예방목적으로 유아 포경수술을 지지하는 증거는 부족하지만 음경암의 발생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발도상

국 국가에서는 비치료목적 포경수술이 음경암예방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자궁경부암의 예방을 위하여 

비치료목적 포경수술이 어느 정도 이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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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술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따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적응증과 금기증을 잘 지키고 잘 수련된 비뇨의학과 전

문의에 의해 시행된다면 시행되는 건수에 비해 기타 수술합병증의 빈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신생아 포경

수술 후 통증문제는 신생아 포경수술이 줄고 있고 청소년기에 수술을 많이 시행하는 국내상황에서는 적용되기는 어려

울 것 같다. 

성기능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충된다고 결론짓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 좋은 연구가 나오기 전까지 포경수술의 성기

능에 대한 영향은 판단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비치료목적 포경수술과 관련하여 점점 더 양극화된 의견이 과학계에 존재한다. 비치료목적 포경수술을 모두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하지만 적응증과 금기증을 모두 구분할 수 있고, 적절할 술기를 가진 비뇨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시행되는 비치료목적 포경수술은 분명 이점이 있다고 판단한다. 외국과는 달리, 특히 신생아 포경수술

은 줄고 있고 청소년기나 성인 포경수술을 많이 시행하는 국내의 상황에서는 특히 그 장점이 부각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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