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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 부전에서 유산소성 운동의 역할: 무작위 통제 연구의 고찰

김광래 PhD  

한양여자대학교�스포츠건강관리과

서  론 

발기 부전(Erectile Dysfunction, ED)은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위한 

발기를 지속적으로 성취할 수 없는 상태 혹은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으며[1], 정상적인 발기 능력의 상실은 남성들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2]. 이러한 발기 부전은 그 원인에 따라 크게 

심인성 발기 부전과 기질성 발기 부전으로 분류되는데 심인성 발기 부

전의 원인은 성교에 대한 불안, 우울증 등이 원인이며 기질성 발기 부

전은 다시 신경성, 내분비성, 혈관성, 약물성으로 세분할 수 있다[3]. 신

경성 발기 부전은 척수 손상, 다발성 경화증,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과 

같은 신경 손상에 의한 것이며, 혈관성 발기 부전은 고혈압, 비만, 고지

혈증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 위험인자들 그리고 내분비성 발기부전은 

당뇨병, 고 프로락틴 혈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이 원인으로 보고 되

고 있으며 또한 약물성 발기 부전은 항 우울제, 혈압강하제, 항 남성호

르몬제제 등이 원인으로 보고 되고 있다[4,5]. 

이러한 원인들 이외에 또 다른 원인들이 발기 부전을 가져올 수 있

다고 제시되고 있는데 53-90세 사이의 남성 31,742명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한 결과 흡연, 음주, 체중, 신체적 비활동 등이 발기 부전을 

가져오는 원인이며 이 원인들 중 음주, 흡연 보다 신체적 비활동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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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하였으며[6], 40-70세, 600명의 남성들

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발기 부전에서 흡연, 알코올 섭취, 비

만 등의 교정보다는 주당 200 kcal 이상 소모하는 혹은 2마일 이상을 

걷는 신체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발기 부전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7]. 또한 18-40세 사이의 건강한 남성을 대상으로 하여 일

주일에 1,400 kcal 이하를 소모하는 신체 활동을 수행한 집단과 일주일

에 1,400 kcal 이상을 소모하는 신체 활동을 수행한 집단에서 발기 능

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주일에 1,400 kcal 이상을 소모하는 신체 

활동을 수행한 집단의 발기 능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하여[8] 

위에 제시된 원인들 이외에 흡연, 음주, 신체적 비활동이 또 다른 원인

들로 제시되고 있다.    

위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원인들에 의하여 발기 부전은 발생

될 수 있으며, 발기 부전의 처치 방법으로는 신체 활동, 음주, 흡연 등

과 같은 생활 방식의 교정을 단독적으로 시행하거나 혹은 생활 방식 

교정과 PDE5 억제제와 같은 발기 부전 약물 처치를 병행하는 것이 1

차 치료 방법이며, 2차 치료로는 음경해면체내 자가 주사요법, 3차 치

료로는 음경보형물 삽입술과 같은 수술 요법들을 적용하는 것이 치료 

지침으로 보고 되고 있다[3,5,9]. 기질성 발기 부전의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혈관성 발기 부전은 음경으로 전달되는 동맥 혈류의 감소

가 주된 원인이며[3,10]. 이들의 대다수는 음주, 흡연, 신체적 비활동 같

은 생활습관 요인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비만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들이 관련된 것으로 보고 되고 있고[11-13], 또한 이러

한 위험 인자들을 가진 사람들 혹은 위험 인자들의 수가 많은 사람들

에게 발기 부전 발생률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15].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바와 같이 신체 활동은 음주, 흡연보다 발기 

부전과의 높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고 또한 심혈관계 위험 인자들에 긍

정적인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기 부전 치료를 위해 1차적으로 시

행할 수 있는 생활 방식 교정 요인들 중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며 또

한 남성의 발기는 음경 동맥의 혈류량 유입 증가로 발생되고 그로 인

해 발기 부전은 혈액 순환 기능 저하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발기

부전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16]. 따라서 이러한 기전에 근거하여 

유산소성 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유산소성 운동 수행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혈액 순환 저하에 따른 음경 동맥으로의 혈액 공

급 감소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에 따라 발기 부전 발생 확률이 높아

지게 되며, 그와 반대로 유산소성 운동을 수행하는 것은 발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에 따라 발기 부전 발생률을 잠재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

다고 제시하여[17-19], 발기 부전의 치료를 위한 유산소성 운동의 잠재

적 이점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발기 부전에서 유산소성 운동의 효과 또는 이점이 존재

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위험 인자 혹은 

질환들로 인하여 발생된 발기 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어떠한 유산소성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시켰는지, 유산소성 운동 프로그램과 병행 처치

한 다른 운동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는지, 유산소성 운동 이외에 병행 

처치한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지, 유산소성 운동이 발기 능력에 유의한 

효과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기존에 발표된 논문들 중 

의학 연구 방법에서 신뢰성이 높은 연구 설계 방법인 무작위 통제 연

구로 진행된 논문들만을 대상으로 문헌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며 이는 

발기 부전에 있어서 유산소성 운동의 적용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제시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

은 발기 부전에 있어서 유산소성 운동 프로그램의 역할을 문헌 분석

을 통하여 제시함으로써 발기 부전의 예방과 개선에 대한 유산소성 

운동의 적용 가능성과 차후 연구 방향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한 문헌 검색 방법으로는 국외 전자 정보서비스인 

PubMed, Google Scholar, Scopus, Wiley Online Library, Science Direct 

등을 통해 문헌들을 검색하였다. 출판 시작 년도는 제한을 두지 않았

으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판된 연구로 기간을 정하였으며, 영어 검

색어로는 ‘impotence’ or ‘erectile dysfunction’ or ‘erection dysfunction’ 

or ‘sexual dysfunction’ and ‘aerobic exercise’ or ‘aerobic training’ or 

‘cardiovascular exercise’ or ‘cardiovascular training’, Filters; human,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andomized clinical trials로 검색하였다. 

문헌 분석을 위한 선정 기준으로는 영어로 출판된 논문,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혹은 randomized clinical trials, 유형, 강도, 시간, 빈도, 

기간이 제시된 유산소성 운동 혹은 심혈관계 운동, 효과 검증을 위한 

측정 도구로 international index of erectile dysfunction (IIEF), 혹은 in-

ternational index of erectile dysfunction-5 item (IIEF-5)의 적용으로 한

정 지었다.

결과 및 논의

발기 부전에 있어서 유산소성 운동의 역할 혹은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선별 기준에 따라 선정한 논문들을 문헌 분석을 실시한 후 발

기 부전 위험 인자별, 질환별로 결과와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고혈압

고혈압은 발기 부전의 위험인자 중의 하나이며 고혈압 남성들 중 

30-50%가 발기 부전으로 진단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0]. Table 1

에 의하면 본 연구의 선별 기준에 해당되는 연구들 중 고혈압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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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기 부전 대상자로 연구를 진행한 것은 1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1] 1년 이상 만성적으로 수축기 혈압 140-180 mmHg, 이완기 혈압 90-

109 mmHg 사이에 해당되는 357명의 본태성 고혈압 환자들 중에서 비

뇨기과에서 발기부전으로 의뢰받은 4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였다. 중재 집단은 유산소성 운동과 항 고혈압제 중에 하나인 methyl-

dopa를 병행 처치하였고, 통제 집단은 활력적인 신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methyldopa만을 처치하였다. Table 2에 의하면 유산

소성 운동의 유형은 자전거를 이용하였으며 여유심박수법(heart rate 

reserve, HRR)방법을 적용하여 60-79%의 저강도 유산소성 운동을 처

치하였고, HRR의 최대심박수를 220-자기나이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220-자기나이를 적용하여 최대심박수를 도출한 후 HRR 방

법을 적용하였는지 아니면 HRmax 방법을 적용하였는지는 명확히 제

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운동강도를 저강도로 표현을 했지만 Park et al. 

[22]과 Garber et al. [23]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해 보면 

HRR의 경우 60-79%의 범위는 고강도 범주에 들어가며 HRmax의 경

우 60-79%의 범위는 저강도-고강도 범주에 포함이 되는데 고혈압 환

자를 위한 운동 권고 사항으로 HRR의 40-59% 수준의 중강도, 운동 

시간은 30-60분, 운동 빈도는 주당 3-5일을 제시하고 있는 바[23,24] 이

러한 관점에서 판단했을 때 상기의 연구는 HRmax 방법을 적용한 것

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으로 사료되며, 이외의 운

동 시간, 운동 빈도 등은 위에 제시한 권고 수준 범위에서 운동 프로그

램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재 집단은 운동 전 중등도 발기 부전

에서 운동 후 경도 범위로 향상되었으나 통제 집단은 중등도 범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 유산소성 운동과 항 고혈압제를 병행 처치하는 

것이 항 고혈압제만을 처치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제시하였다(Ta-

ble 3).

그러나 상기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유산소성 운동의 형태

를 자전거 타기를 적용하였는데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성 운동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인자인 고혈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

나 체중으로 인한 자전거 안장의 압박이 발기를 일으키는 음경의 신경

과 혈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발기 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적용할 때는 자전거 안장에 대한 주의

가 요구되며[25], 또한 유산소성 운동 이외에 근력 운동은 혈압에 긍정

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고[23] 항 고혈압제는 혈압을 낮

추는 효과 이외에 발기 부전을 가져오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9] 상기 연구에서 적용한 8주간의 운동 기간보다 운동 기간을 연장하

여 항 고혈압제 처치 없이 유산소성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한 후 발

기 능력의 변화를 분석해 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included studies

Study
Population 

group 
Number 

Randomize (n)
Age 

(mean±SD)
Intervention Group (I)  Control group (C)

Lamina 
et al. [21]

HTN I (22), C (21) I (62.10±5.23),
C (64.00±4.77)

Supervised aerobic exercise+methyldopa Sedentary and advised not to undertake 
any vigorous physical activity+methyldopa

Esposito 
et al. [26]

Obesity I (104), C (105) I (45.3±6.9),
C (45.7±6.9)

Individual guidance aerobic exercise+supervised 
circuit resistance training+advice how to  
reduce body weight+improve quality of diet

General guidance on increasing level of 
physical activity+healthy food

Maio 
et al. [27]

PAI I (30), C (30) I (50.14±6.28),
C (50.32±6.95)

Unsupervised & advised to maintain regular aero-
bic, non-agonistic physical activity+PDE5i

Received PDE5i alone

Kalka 
et al. [44]

IHD I (103), C (35) I (62.07±8.63),
C (61.43±8.81)

Supervised aerobic exercise+general fitness 
exercise+resistance training+drug therapy for 
IHD

Received general health information+drug 
therapy for IHD

Khoo 
et al. [28]

Obesity I (36), C (39) I (43.9±9.3),
C (41.7±6.4)

Supervised aerobic exercise+diet Instructed aerobic exercise+diet

Maresca 
et al. [37]

Mets I (10), C (10) I (69.0±2.8),
C (68.0±3.6)

Supervised aerobic exercise+tadalafil Received about usefullness of exercise+ 
tadalafil

Jones 
et al. [41]

PC I (25), C (25) I (58.0±8.0),
C (61.0±5.0)

Supervised aerobic exercise Instructed maintain usual exercise levels

Begot 
et al. [45]

MI I (41), C (45) I (59.0±10.0),
C (57.0±9.0)

Unsupervised aerobic exercise+drug therapy  
for MI

Received usual care+drug therapy for MI

Palm 
et al. [46]

IHD, ICD I (75), C (79) I (62.3±9.2),
C (60.9±9.1)

Supervised+Unsupervised cardiovascular 
training+strength training+Unsupervised 
PFE+psychoeducational consultations+drug 
therapy for IHD

usual care+drug therapy for IHD

I, intervention group; C, control group; ED, erectile dysfunction; HTN, hypertension; IHD, ischaemic heart disease; Mets, metabolic syndrome; PAI, physically 
inactive; PC, prostate cancer; MI, myocardial infarction; ICD, 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 PFE, pelvic floor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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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Tables 1, 2에 의하면 비만은 발기 부전의 위험인자이며 비만으로 인

하여 발생된 발기 부전 연구는 2편[26,28]인 것으로 나타났다. Esposito 

et al. [26]은 생활방식의 변화가 발기 부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비만 대상자들 중 IIEF를 이용하여 발기 부전으로 진단받은 

209명을 대상으로 중재 집단은 유산소성 운동과 써킷트 근력운동, 체

중감량 교육, 식이요법을 병행하여 처치하였으며, 통제 집단은 신체 활

동을 증가시키는 교육과 건강한 음식 섭취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연구

를 진행하였다. 식이요법은 에너지 소비의 10% 이하로 포화 지방을 섭

취하도록 하고 단일 불포화 지방의 섭취를 10% 이상으로 증가시키고 

1,000 kcal 당 적어도 15 g의 식이 섬유를 증가시키도록 하였으며 또한 

통곡물, 채소, 과일, 저지방 우유, 올리브 오일을 자주 섭취하도록 권고

하는 지중해식 식이 요법을 적용하였으며 본 연구에 적용한 유산소성 

운동의 구체적인 운동 강도 설정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중강도 수

준으로 처치하였다고 제시하였다. 

Table 3에 의하면 IIEF-5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재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발기 능력에서 유의한 향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하였으며 운

동 전 두 집단 모두 경도의 발기 부전 범주를 나타냈으나 운동후 발기 

기능 범주를 제시하지 않았고 다만 운동 전 정상적인 발기 기능 점수

를 보인 %가 중재 집단의 경우 34%, 통제 집단의 36%에서 운동 후 중

재 집단은 56%, 통제 집단의 경우 38%로 향상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Khoo et al. [28]은 비만 대상자들 중 IIEF-5를 이용하여 발기 부전으로 

진단받은 75명을 대상으로 중재 집단은 유산소성 운동과 식이요법을 

Table 2. A description of intervention group in included studies

Study Exercise modality Exercise intensity
Exercise session 

(duration)
Exercise session 
(frequency)/wk

Exercise 
period

Lamina 
et al. [21]

Bicycle ergometer 60-79% HRmax reserve 45-60 min 3 days/wk 8 wk

Esposito 
et al. [26]

Walking, jogging, swimming, aerobic ball 
games, skiing 

Moderate ≥30 min 5 days/wk 2 yr

Circuit resistance training Moderate to a high number of repetitions, Take a break 15-60 sec between station
Maio et al. 

[27]
Walking, hiking, running, jogging, cycling, 

cross-country skiing, aerobic exercise, 
swimming, skating, various endurance 
game activities

55-64% HRmax 20-60 min 3-5 days/wk 3 mon

Kalka et al. 
[44]

Cycle ergometer Moderate-vigorous, 10 w (maximum 
load), RPE (13>)

50 min 3 days/wk 6 mon

General fitness exercise Relaxing, stretching, balance, agility 2 days/wk
Resistance training 8-10 types, 12-15 reps

Khoo et al. 
[28]

Stationary cycling treadmill, elliptical cross-
training, brisk walking, jogging, cycling, 
swimming

55-70% HRmax 30-60 min 5-7 days/wk 24 wk

Maresca 
et al. [37]

Bicycle ergometer, treadmill 65% target heart rate of VO2peak 40 min 3 days/wk 2 mon

Jones et al. 
[41]

Walking 55-100% of VO2peak 30-45 min 5 days/wk 6 mon

Begot et al. 
[45]

Home based walking Mild-moderate, RPE (4-5) 30-50 min 4 days/wk 1 mon

Palm et al. 
[46]

Bicycling RPE (NR) 30 min 3 days/wk 6 mon

Strength training Four exercise (lower body), 20 min
PFE Three times a day (lying, sitting, standing), duration of contraction (10 sec)

NR, not reported; VO2peak, maximal oxygen consumption; RPE, rating perceived exertion; PFE, pelvic floor exercise.

Table 3. Results of erectile function in included studies

Study
Outcome 

measurement
Outcome

Lamina et al. [21] IIEF I>C (p=.000)
Esposito et al. [26] IIEF-5 I>C (p=.015)
Maio et al. [27] IIEF I>C (p=.007)
Kalka et al. [44] IIEF-5 NS
Khoo et al. [28] IIEF-5 I>C (p=.05)
Maresca et al. [37] IIEF I>C (p=.00001)
Jones et al. [41] IIEF NS
Begot et al. [45] IIEF I>C (p=.0001)
Palm et al. [46] IIEF I>C (p=.0002)

I, intervention group; C, control group; IIEF, international index of erectile 
function; IIEF-5, international index of erectile function-5 item; NS, not sig-
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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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집단은 유산소성 운동 교육과 식이 요법을 처치하였으며 중재 집

단과 통제 집단 모두 HRmax의 55-70% 수준으로 동일하게 처치하였으

며 중재 집단은 주당 운동 시간이 200-300분, 통제 집단은 주당 90-150

분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식이 요법으로는 하루에 요구되는 에너지 

섭취량에서 400 kcal 이하로 에너지 섭취량을 감소시키고 감소된 에너

지 섭취량은 탄수화물 50-55%, 20%의 단백질, 25-30%의 지방에서 포

화지방은 10% 이하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IIEF-5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재 집단이 통제집단 보다 유의한 향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운동전과 후 두 집단 모두 경도 범위의 발기 부전 상태를 유지한 것

으로 나타났다.

비만한 사람을 위한 운동 권고 사항으로 HRR의 경우 40-59%, 운동

시간 30분 이상, 운동빈도 5일 이상을 권고하고 있는 바[23], 상기에 제

시된 2편의 연구 모두 모든 항목에서 권고 사항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

서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운동 이외에 공통

적으로 적용한 방법이 식이 요법의 처치이다. Esposito et al. [29]은 대사

증후군으로 인한 발기 부전 환자 65명을 대상으로 중재 집단에는 하

루에 적어도 250-300 g의 과일, 125-150 g의 채소, 25-50 g의 견과류 및 

밀, 옥수수, 콩과 같은 통곡물을 매일 400 g 이상 섭취하도록 권고하면

서 올리브 오일의 섭취를 증가시키는 지중해식 식이 요법을 처치하였

고 통제 집단은 단지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정보를 제공한 후 발기 

능력을 비교 분석한 결과 중재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IIEF 점수에서 유

의한 향상이 나타났다고 제시하였으며, 제2형 당뇨병으로 인한 발기 

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중해식 식이 요법의 효과를 분석한 연

구에서 지중해식 식이 요법 집단이 저지방 식이요법 집단보다 발기 능

력이 보다 서서히 감소한 것으로 제시하였다[30]. 이와 같이 식이 요법

과 발기 부전과의 관련성 연구수는 많지 않지만 과일, 채소, 그리고 견

과류, 올리브 오일을 포함하는 통곡물을 섭취하는 지중해식 식이 요법

은 관상 심장 질환 위험률을 현저히 낮춘다고 하는 연구[31]가 있기 때

문에 식이 요법의 처치는 발기 부전의 치료를 위한 적용 가능한 방법

이라고 사료된다.  

신체적 비활동

발기 부전 환자 치료를 위해 적용하는 방법들 중 가장 일반적이고 

우선적으로 처치하는 방법이 약물에 의한 처치일 것이다. Phosphodi-

esterase-5 inhibitor (PDE5, PDE5i)는 내인성 산화 질소의 혈관 확장성 

효과를 상승시킴에 따라 발기를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9].  

현재 미국 FDA에 의하여 승인된 제품으로는 Avanafil (Stendra), Silde-

nafil (Viagra), Tadalafil (Cialis), Vardena (Levitra) 등 4가지 종류가 있고

[32] 이 4가지 종류 모두 유사한 효과와 안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으며 이 약물의 사용에 따른 부작용은 미비하며 지속적 사

용 시 증상들은 호전되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두통, 안면홍조, 소화불

량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3]. Tables 1, 2에 의하면 Maio et al. [27]은 발

기 부전으로 진단받고 PDE5i를 섭취하고 있으면서 어떤 신체적 활동

에 참가한 적이 없는(주당 2시간 이하의 신체 활동) 60명을 대상으로 

중재 집단은 유산소성 운동과 PDE5i 섭취를 병행하였고 통제 집단은 

PDE5i만을 섭취하여 3개월간 연구를 진행하였다. 

중재 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 sildenafil, tadalafil, vardenafil 등 3가지 

유형의 PDE5i를 섭취하였으며 HRmax의 55-64% 수준의 운동 강도, 

20-60분의 운동 시간, 주당 3-5일로 설정하여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

였으며 이는 신체적 비활동 사람을 위한 ACSM의 운동 권고 사항으로 

HRR의 경우 40-59%, 운동 시간 30분 이상, 운동 빈도 5일 이상을 권고

하고 있는 바[23], 이는 모든 항목에서 ACSM의 권고 사항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Table 3에 

의하면 IIEF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재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발기 

능력에서 유의한 향상이 있었으며 두 집단 모두 운동 전 경도 범주에

서 운동 후 중재 집단은 ED가 없었고 통제 집단은 경도 범주에 있는 

것으로 보고 하여 PDE5i 만을 섭취하는 것보다 유산소성 운동을 병행

하는 것이 발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Silva et al. [33]은 유산소성 운동과 PDE5i의 병행 처치는 발기 능력

을 향상시키는데 시너지 효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시너지 작용은 발기와 관련된 혈관 내피 부전에 있어서 PDE5i

는 주로 단기간에 작용을 하게 되고 유산소성 운동은 혈관 내피 부전

에 관여하는 위험 인자들을 장기간 조절하는데 관여하기 때문에 이 

두가지 방법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34]. 하지

만 유산소성 운동과 PDE5i 약물들이 혈관에 미치는 긍정적인 작용 기

전 즉 내인성 산화 질소의 혈관 확장성 효과 기전의 생화학적 과정이 

동일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산소성 운동과 PDE5i의 병행 처치

가 유산소성 운동만을 처치하는 것보다 혹은 PDE5i 만을 처치하는 것

보다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반론도 제기[35]되고 있기 때

문에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발기부전 대상자들에 대한 PDE5i 

효과 혹은 PDE5i 약물 유형에 따른 유산소성 운동과의 복합 처치 효

과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은 발기 부전을 가져오는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

고[3,4,9] 복부 비만, 고혈압, 증가된 공복 시 혈당, 증가된 중성지방, 감

소된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과 같은 5가지 요인들 중 적어도 3가지 

요인들이 존재한다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받게 된다[36]. Tables 1, 2에 

의하면 Maresca et al. [37]은 비뇨기과에서 발기 부전으로 진단받은 외

래 환자들 중에서 대사증후군이 동반된 사람들을 연구대상자로 선정

하여 중재 집단은 자전거를 이용하여 운동부하 검사 후 최대산소섭취

량의 65%에 해당하는 목표심박수를 운동 강도로 설정하였고,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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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분, 주당 3일의 유산소성 운동 프로그램과 PDE5i 약물들 중 Tadalafil 

(Cialis)을 병행 처치하였고 통제 집단은 Tadalafil (Cialis)만을 처치하였

으며 2달간의 운동 전과 운동 후 두 집단 모두 중등도의 발기 능력 범

주에서 운동후 중재 집단은 경도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통제 집단은 

경도-중등도 범위를 나타내 중재 집단이 통제 집단 보다 IIEF를 이용

하여 분석한 결과 발기 능력에서 유의한 향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하

였다(Table 3). 

본 연구에 적용한 유산소성 운동 강도의 경우 최대산소섭취량의 

65%에 해당하는 목표심박수를 운동 강도로 처치하였는데 이 운동 강

도는 ACSM [38]의 기준에서 보면 고강도 운동 범주에 해당되는 운동 

강도이고 대사증후군의 경우 중강도(%HRR 혹은 %VO2R의 40-59%) 

혹은 고강도(%HRR 혹은 %VO2R의 60-89%)의 운동 강도, 하루에 30

분 이상, 주당 3-5일의 유산소성 운동을 권고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 

적용한 유산소성 운동 프로그램은 ACSM에서 권고하는 수준과 유사

한 수준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처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본 연구

에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으로 첫 번째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최대 운

동부하검사후 최대산소섭취량의 65%에 해당하는 목표심박수를 운동

강도로 처치하였고 실제적인 운동은 자전거와 트레드밀을 이용하였

다는 것이다. 자전거와 트레드밀을 이용한 운동부하검사 및 운동은 심

혈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또한 % 최대산

소섭취량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 운동 강도를 과소 및 과대 수준으

로 예측할 수 있다는 보고[23]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되며 두 번째로 본 연구의 대사증후군 연구대상자들 

중 대사증후군의 특성에 따른 약물 섭취 정보가 없었다는 점인데 특

히 본 연구에 적용한 Tadalafil (Cialis)과 같은 PDE5i 약물들과 니트로

글리세린과 같은 질산염 계통의 약물을 병행 처치하였을 경우 위험한 

상태의 저혈압의 위험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금기시되어 있다는 점이

다[9]. 

따라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대사증후군 증상이 있는 사람들

을 대상으로 운동부하검사시 정확한 최대산소섭취량을 도출하기 위

해서는 사전 약물 섭취 여부 혹은 약물 유형들의 정보를 고려해서 검

사를 시행해야 할 것이며, 운동 프로그램도 자전거와 트레드밀 운동

을 병행하였으나 자전거와 트레드밀 운동은 심혈관계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또한 자전거 운동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체중으로 인한 자전

거 안장의 압박이 발기를 일으키는 음경의 신경과 혈관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보고[25]가 있기 때문에 트레드밀 운동만을 적

용하였다면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전립선 암

전립선 암 환자의 경우에 적용하는 수술적 방법인 근치적 전립선 절

제술은 발기 부전을 가져오는 가장 흔한 원인이며 전립선 절제술을 시

행 받은 환자의 약 80%가 발기 부전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39] 이는 전립선 절제술로 인한 해면체 신경 손상과 혈관 내피 세포의 

기능 부전이 결합되어 해면체 평활근의 소실 및 섬유화 결과를 초래하

게 됨으로 인해 음경 조직으로 산소 공급이 감소 혹은 손상받게 되어 

발기 부전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40]. Tables 1, 2에 의하

면 Jones et al. [41]은 국소적 전립선 암 환자를 대상으로 근치적 전립선 

절제 수술 후 발기 부전이 나타난 50명을 대상으로 하여 중재 집단 25

명, 통제 집단 25명으로 집단을 분류하여 6개월간 발기 능력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중재 집단의 경우 운동 유형은 걷기, 운동 강도는 최대 운

동부하 검사 후 도출된 최대산소섭취량의 55-100%, 운동 시간은 

30-45분, 운동 빈도는 주당 5일, 운동 기간은 6개월로 설정하였으며 본 

연구에 적용한 유산소성 운동의 형식은 적절한 휴식과 회복 시간을 

부여하면서 운동 강도와 운동 시간을 빈번하게 증가시키고 감소시키

는 소위 비 직선적 유산소성 운동(Non-Linear Aerobic Exercise) 형식

을 적용하였으며 통제 집단은 일반적인 운동 수준을 유지하도록 교육

하였다. 

IIEF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처치 전 중등도의 발기 

부전에서 6개월 후 경도의 발기 부전 상태를 나타냈고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Table 3)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연구대상자의 인원이 적었고, 또한 전립선 암 환자에게 적

용한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이 혈관 내피 세포 기능 부전보다 수술로 

인한 해면체 신경 손상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함으로 인해 6개월간의 

유산소성 운동으로 해면체 신경 손상을 회복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제시하여 결론적으로 6개월간의 유산소성 운동은 전립선 암 

환자에게 발기 능력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이 혈관 내피 세포 기능 부전과 해면체 신경 손

상이 단독적 혹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기 부전이 나타나는 것이라

면 유산소성 운동 이외에 현재까지 근치적 전립선 수술과 PDE5i 약물

들과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바 없지만 전립선 암 환자를 대상

으로 방사선 요법과 PDE5i 약물들을 병행한 집단과 방사선 요법과 위

약을 처치한 집단을 비교 분석한 결과 방사선 요법과 PDE5i 약물들을 

병행한 집단에서 발기 능력 유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고

[42], 그리고 PDE5i 약물들을 이용하면 자주 사정을 하게 됨으로써 전

립선 암에 대한 위험을 낮출 수도 있다는 보고[43]들이 있어 유산소성 

운동과 PDE5i 약물처치를 병행하여 처치하는 방법을 시도해 볼 필요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심혈관계 질환

Tables 1, 2에 의하면 Kalka et al. [44]은 허혈성 심장 질환자들 중 IIEF-5

를 이용하여 21점 혹은 이하 점수를 나타낸 발기 부전 환자를 대상으

로 하여 6개월간 중재 집단은 자전거를 이용하여 운동자각도 1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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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강도-고강도의 운동강도, 운동 시간은 50분, 주당 3일, 그리고 일

반적인 체력 운동, 저항 운동, 허혈성 심장 질환을 위한 약물 처치를 병

행하였고 통제 집단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허혈성 심장 질

환을 위한 약물 처치를 병행한 후 발기 기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처치 전 경도의 발기 부전에서 처치 후 경도의 발기 부전 상

태로 변화가 없었으며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

ble 3). Begot et al. [45]은 급성 심근 경색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중재 

집단의 운동 유형은 걷기, 운동 강도는 운동자각도 10척도를 이용하여 

4-5범위의 중강도, 운동 시간은 30-50분, 운동 빈도는 주당 4일, 운동 

기간은 한 달 그리고 심근 경색을 위한 약물 처치를 병행하였고 통제 

집단은 일반적인 처치와 심근 경색을 위한 약물 처치를 시행하여 IIEF

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재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발기 기능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였고 처치 전과 처치 후 발기 기능 범주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처치 전 ED%가 중재 집단의 경우 84%에서 처치 후 12%로 감

소하였으며, 통제 집단의 경우는 처치 전 83%에서 처치 후 93%로 증가

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Palm et al. [46]은 허혈성 심장 질환 혹은 삽입형 심장 제세동기를 착

용한 환자들 중 IIEF를 이용하여 중등도-심한 발기 부전 환자를 대상

으로 하여 중재 집단은 유산소성 운동, 근력 운동, 골반저 근육 운동, 

심리 교육 상담, 약물 처치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통제 집단은 일반적인 

처치와 약물 처치를 병행하여 시행하였다. 운동 유형은 자전거 타기, 

운동 강도는 운동자각도를 이용하였으나 구체적인 범위를 제시하지 

않았고 운동 시간은 30분, 운동 빈도는 주당 3일, 운동 기간은 6개월을 

시행하였으며 두 집단 모두 처치 전과 처치 후 중등도 범주를 나타냈

으며 중재 집단이 유의한 향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혈관계 질

환자의 경우 운동자각도를 이용하여 운동 강도를 설정할 경우 운동 

강도 권고 범위를 20척도의 경우 12-16, 10척도의 경우 3-8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고[47,48] 이 수준은 중간(moderate)-활력(vigorous)범위

[23], 혹은 어느 정도 힘든(somewhat hard)-힘든(hard)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49], 상기에 제시된 3편 연구들 중 운동

자각도 수준을 제시하지 않은 1편의 연구를 제외하고 2편의 연구들은 

권고 범위내에서 운동 강도 및 운동 시간을 설정하여 적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위에 제시된 심혈관계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3편의 연구들 모두 심

혈관계 질환을 위한 약물 처치를 적용하였는데 약물 처치는 심혈관계 

질환을 위해 처치되기도 하지만 발기 부전을 가져오는 양면성이 존재

하게 되는데 3편의 연구들 중 2편의 연구는 중재 집단이 통제 집단보

다 유의한 향상이 있었고 1편의 연구[23]는 중재 집단과 통제 집단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가 각각의 연구

에서 적용한 연구대상자의 심혈관계 질환 유병 기간의 차이인지, 약물 

유형과 섭취량의 차이인지, 운동 프로그램 혹은 운동 외 프로그램의 

차이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

할 것이며 Palm et al. [46]은 운동 처치 이외에 전문적으로 훈련된 간호

사가 발기 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개인적인 심리 교육 상담 처치를 적

용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들은 발기 부전의 원인, 성적 관심사, 성적 활

동의 수준, 대인 관계, 성적 문제, 동반 질환, 약물 등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심리 교육 및 심리 상담은 운동, 식

이, 금연, 금주 등과 같이 발기 부전 치료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이외

에 병행하여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고[50] 또

한 집단 심리 교육과  Sildenafil (Viagra)을 병행하여 처치하는 것은 

Sildenafil (Viagra)만을 처치하는 것보다 발기 기능을 유의하게 향상시

킨다는 보고가 있어[51] 이러한 심리 상담을 발기 부전 치료를 위한 하

나의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 논의

본 연구에서 선정 기준에 부합한 논문들은 총 9편으로 연구수가 많

지 않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유산소성 운동 프로

그램을 적용한 발기 부전 대상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심인성 발기 부

전 대상 연구는 없었으며 9편 모두 기질성 발기 부전 대상 연구들 이였

으며 9편 중에 8편은 혈관성 발기 부전 대상 연구였고 1편은 신경성 발

기 부전 연구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혈관성 발기 부전 연구가 많은 

것은 상기에서 제시되었듯이 음경의 발기는 음경으로 전달되는 혈류

량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혈류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혈관계 위험 인자 혹은 심혈관계 질환이 존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유산소성 운동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시도로 분석되

며 또한 유산소성 운동 이외에 근력 운동, 골반저 근육운동 그리고 식

이 요법, 약물 요법, 심리 상담과 같은 방법들을 병행 처치한 것으로 나

타나 발기 부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유산소성 운동만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운동 혹은 다른 요법

들을 병행 처치하여 분석을 시도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9편의 연구들에 적용한 유산소성 운동 프로그

램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하여 운동 강도를 설정하였으나 첫 번째

로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은 어떠한 방법이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 혹은 ED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들은 보고된 바 없지만 유산소성 운동을 수

행하게 되면 관련 변인들 즉 최대심박수, 안정시 심박수, 안정시 산소

섭취량, 최대산소섭취량의 유의한 변화는 운동생리학적 측면에서 이

미 많이 보고되고 있고 또한 운동처방시 % 최대심박수와 % 최대산소

섭취량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 운동 강도를 과소 및 과대 수준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23,52,53] 운동부하 검사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 

최대심박수를 220-자기나이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여유심박수(HRR)

방법을 적용하여 운동강도를 설정하고, 운동부하검사를 시행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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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최대산소섭취량 방법보다 여유산소섭취량(VO2R)을 적용하여 

운동강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는 운동 형식에 대한 방법으로 선행연구들 중에서 한 가지 

연구[41]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구들이 운동의 적응을 유도하기 위하

여 저강도-중강도의 지속적 운동(low-moderate intensity continuous 

exercise)을 1-4주의 일정한 간격으로 혹은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와 운

동 시간을 증가시키는 소위 직선적 유산소성 운동(Linear Aerobic Ex-

ercise, LAE)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잠재적으로 피로 누

적을 유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운동 참여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

는 측면 때문에[54]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일 혹은 주마다 적

절한 휴식을 부여하면서 운동 강도와 시간을 매일 혹은 주마다 빈번

하게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소위 비 직선적 유산소성 운동(Non-Lin-

ear Aerobic Exercise, NLAE) 방법을 전립선 암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

하였으나 중재 집단과 통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 

하였고[41] 또한 관상심장질환자를 대상으로 NLAE와 LAE 방법 간 심

폐 관련 변인들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55]. 그러

나 과체중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NLAE 집단이 LAE 집단보다 인슐

린 저항성이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보고와[56] 젊은 만성적 폐쇄성 폐 

질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NLAE 집단이 LAE 집단보다 

유산소성 지구성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들의[57] 측면을 고려한다

면 추후에는 ED 환자를 대상으로 NLAE 방법과 LAE 방법 간 발기 기

능의 차이를 분석해 보는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세 번째로 본 연구에서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들 중 유산소성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 처치한 연구들[26,44], 그리고 유산소성 운

동과 근력운동, 골반저 근육 운동(pelvic floor muscle exercise, PFME)

을 병행 처치한 연구[46]가 있었는데 3개의 연구들 중 2개의 연구에서 

중재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발기 기능에서 유의한 향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근력 운동은 신체 구성, 인슐린 민감도, 혈당, 혈압에 긍정

적인 효과가 있고 이에 따라 대사증후군과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처치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고[23], 다른 한 가지 운동은 

PFME이다. 이 운동은 골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좌골해면체근(is-

chiocavernosus muscle)과 구해면체근(bulbospongiosus muscle)들이 남

성의 발기를 유발하고 유지시켜 주는 역할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 근

육들이 약화되는 것은 ED로 발전될 수 있으며 따라서 PFME를 수행

하면 정상적인 발기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제시[58-60]하고 있기 때

문에 위에서 제시한 NLAE와 LAE와의 효과 비교 연구 이외에 심혈관

계 위험인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근력운동과 PFME 운동의 이점

들이 존재하는 관계로 유산소성 운동, 근력운동, PFME와의 복합 처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제언

결론

선행 연구들의 분석 결과 고혈압, 비만, 신체적 비활동, 대사증후군, 

심혈관계 질환 등이 동반된 경도-중등도 발기 부전의 경우 가벼운(저

강도)-활력적인(고강도) 운동 강도 범위의 유산소성 운동 프로그램의 

수행은 잠재적인 이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에 NLAE 방법과 

LAE 방법 중 어떠한 유산소성 운동 방법이 발기 부전에 더욱 효과적

인지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제언

본 연구의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선행 연구들의 분석 결과 중재 집

단에 공통적으로 적용한 유산소성 운동 이외에 근력 운동은 심혈관

계 위험 인자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처치하는데 효과적인 것으

로 제시되어 왔고 또한 골반저 근육 운동은 정상적인 발기 기능을 회

복할 수 있다고 하는 연구들이 제시되어 왔던 바 전립선 암 수술로 인

해 발생된 발기 부전 환자를 제외한 심혈관계 위험 인자 및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경도-중등도 발기 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PDE5 억제제 

처치 없이 3가지 운동이 결합된 복합 운동 프로그램과 식이 요법의 병

행 처치가 발기 기능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는 연구들

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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