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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당뇨성 발기부전 환자에 있어 팽창형 음경 보형물 장기 추적

관찰 결과

당뇨는 보형물 삽입 후 감염의 위험요소로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그 근거는 당뇨와 감염에 대한 원론적인 이론과 소규모 증례를 바탕으로

이뤄져 있어 추가적인 임상 연구가 필요하다.

저자들은 당뇨로 인한 발기부전 환자에 있어 팽창형 보형물인 AMS

700 CXMⓇ 삽입 수술을 한 결과를 토대로 보형물의 기능의 정지 원인

및 감염률을 비당뇨 환자군과 비교분석하여 두 군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1983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강남세브란스 병원에 발기부전으로 내

원하여 팽창형 음경보형물 AMS 700 CXMⓇ을 시술받은 385명을 대상으

로 하였으며, 발기부전의 원인에 따른 보형물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해

Kaplan-Meier 분석을 하였으며 각 군에 대한 비교는 Log rank test를 이

용하였다. 의무기록을 통해 보형물 재수술의 원인, 수술 당시 혈당조절 정

도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Kaplan-Meier 분석 및 Log rank test를 이용한 비교 결과 당뇨를 가지

고 있던 환자군과 그 외 환자군 간에 보형물의 내구성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p=0.0540) 보형물 재수술의 원인은 기계적인 고장이 대부분이었

고 그 중 실린더 고장이 가장 많았다. 당뇨 환자군에서 감염이 2명(1.8%)

이었고 당뇨가 없는 환자군에서 5명(1.8%)으로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p=0.9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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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이 있었던 당뇨 환자 2명의 glycosylated hemoglobin(HbA1c)은 알

수 없었으나 혈당은 200mg/dl 이하로 조절되고 있었다. 당뇨 환자 중

HbA1c 11.5mg% 이상으로 기록된 환자 중에서 감염은 없었으며 혈당이

200mg/dl 이상인 환자들에게서도 감염 사례는 없었다.

본 저자들의 연구 결과는 당뇨를 가진 발기부전 환자에 있어 팽창형 보

형물 AMS 700 CXM
Ⓡ
이 비당뇨성 환자들과 비슷한 내구성을 가지며, 당

뇨 환자에서 감염이 더 증가하지는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핵심 되는 말 : 발기부전, 음경보형물, 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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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성 발기부전 환자에 있어 팽창형 음경 보형물 장기

추적 관찰 결과

<지도교수 최 형 기>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양 광 모

Ⅰ. 서  론

당뇨는 매우 흔한 만성 질환으로 세계적으로 0.5%에서 2%의 유병률을

보이며, 당뇨 환자에서 발기부전은 같은 연령의 정상인구에 비해 더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1 발기부전에 대한 다양한 치료법이 존재하나 당뇨

와 같은 기질성 발기부전에 있어 약물 치료가 실패할 경우 마지막으로 선

택할 수 있는 것은 음경보형물 삽입술이며 발기부전 환자의 약 10% 정도

에서 음경보형물 삽입술을 받는다.2

여러 제조사에서 다양한 음경보형물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크게 굴곡형

(semi-rigid)과 팽창형(inflatable)으로 나눌 수 있다. 과거에는 굴곡형 보

형물이 주류를 이뤘으나 현재는 보다 자연스러운 팽창형 보형물이 선호되

고 있다.3 팽창형 보형물은 펌프, 실린더, 저장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굴곡

형 보형물에 비해 기계적 고장이 자주 발생된다는 것과 비용이 더 비싸다

는 단점이 있다. 제품이 출시된 초기에는 고장률이 50% 이상이었으나 팽

창형 보형물의 보편화와 함께 기계적 개선도 이루어져 현재에는 고장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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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격히 낮아졌다.
4,5

음경보형물 삽입술의 가장 두려운 합병증은 감염으로 발생률은

0.7-17.7%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6,7 음경보형물에 감염이 발생한 경우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해 보형물을 제거하지 않고 감염을 치료하려는 시도

를 해볼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보형물을 제거해야 완전히 감염이 치료

된다. 보형물을 제거한 뒤 3-6개월간 감염 치료 후 경과를 관찰한 뒤 보

형물 재삽입을 결정하게 된다. 재수술은 환자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과 비

용뿐 아니라 해면체의 섬유화로 인해 음경 길이의 감소, 그에 따른 수술

의 난이도 및 합병증 증가라는 이중고를 초래한다.8

많은 연구자들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함과 동시에 감염이

높은 위험군을 미리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런 가운데 음경보형물 감

염의 위험인자로서 당뇨를 포함시켜야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

다.9 고혈당이 면역세포들의 파식활동을 떨어뜨려 감염가능성을 높이고

상처 회복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실험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지

만 음경보형물 삽입 수술에 있어 당뇨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임상연구는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Montague 등10,11은 음경 보형물 및 인공 요도괄약근 삽입한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당뇨환자 그룹에서 감염이 높지 않았다고 하였고, Bishop 등

12은 당뇨환자 중 HbA1c가 11.5mg%을 넘는 경우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

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염이 증가했으며 HbA1c가 11.5mg%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수술을 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Wilson 등13은 당뇨

환자에서 감염률이 좀 더 높았으나 통계적 차이가 없었고 HbA1c나 식전

혈당이 높은 경우에도 감염률의 차이를 볼 수 없었다고 상반된 결과를 보

고했다. Cakan 등2은 잘 조절되는 당뇨의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인자라고

할 수 없지만,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의 경우에는 감염률이 증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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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했다.

음경 보형물의 감염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기계적 고장, 재수술의 원인

에 대한 분석들은 증례보고 형식이거나 소규모 단기간 추적관찰 결과로

보형물의 종류나 술자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음경 보형물의 선택

과 수술 후 결과를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당뇨환자에 있어서

감염 발생률이 높을 것이라는 생각과 감염 발생시 보형물 제거 및 음경

길이 단축, 비용의 증가 및 합병증 증가 가능성을 우려해 음경 보형물이

필요한 당뇨성 발기부전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

다. 이에 저자들은 당뇨성 발기부전 환자에서 팽창형 음경보형물인 AMS

700 CXMⓇ의 내구성 및 감염률을 분석하여 비당뇨성 환자에 비해 위험

이 증가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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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대상 환자 선정

1982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강남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하여 발기부

전으로 진단받고 팽창형 음경보형물 AMS 700 CXM
Ⓡ
삽입술을 받은 환

자 중 추적관찰 및 의무기록이 열람 가능한 38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수술 재료 AMS 700 CXMⓇ

팽창형 보형물 중 하나인 AMS 700 CXMⓇ은 다른 제품에 비해 이완

시 자연스러우며 내구성이 개선된 제품이다. 음경 내 위치한 펌프를 작동

시키면 저장고에 있는 식염수가 음경에 위치한 실린더를 팽창시켜 생리적

발기와 유사하게 보이도록 한다. 이완을 시키기 위해서 펌프의 옆부분을

누르면 실린더의 생리 식염수가 저장고로 이동하게 된다 (그림 1).

그림 1. 음경형 보형물 AMS 700 CXMⓇ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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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술 방법

한 명의 술자가 모든 수술을 집도했다. 수술 전 처치 및 수술 방법은

교과서적인 방법에 따라 시행하였다.
5
감염 예방을 위하여 수술 전날 깨

끗이 목욕시키고 베타딘으로 수술 부위를 소독하였으며 수술 부위의 면도

는 수술당일에 시행하였다. 술 전에 요로 감염이나 피부 감염이 있는 환

자는 충분히 항생제를 투여하여 감염이 치료된 다음에 수술하였다. 당뇨

환자의 경우 내분비 내과 및 마취과 의뢰를 통해 혈당 조절을 받았으며

수술 전과 수술 후에 식전 혈당을 측정하였다. 술장에서 도뇨관을 삽입하

였으며 AMS 700 CXMⓇ은 음경 음낭 이행부를 절개하여 삽입하였다. 저

장고는 외서혜부 구명(external inguinal canal)을 통해 삽입하였다. 모든

환자는 수술 중 항생제 용액으로 해면체 확장부위 및 보형물이 들어갈 음

낭과 골반강을 세척하였다. 수술 후 퇴원까지 항생제 투여하였으며 퇴원

후에도 7일간 경구 항생제를 복용하도록 하였다.

4. 자료 수집 및 분석

강남세브란스 의무기록실에 보관된 환자의무기록을 검토하여 발기부전

의 원인, 보형물의 종류, 수술방법, 감염 등의 합병증 및 재수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모든 환자에서 수술 전 혈당기록을 확인했으며 당뇨

환자의 경우 HbA1c 자료 및 수술 후 혈당 자료도 수집하였다. 보형물의

상태가 의무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와 연구 종료시점까지 추적관찰

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하였다. AMS 700 CXMⓇ의

정상 작동은 감염이 없고 보형물에 대한 불만족으로 수술적 치료를 요하

지 않으며 정상적으로 성관계가 가능한 상태로 정의하였다. 통계 분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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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 XP
Ⓡ
용 SPSS

Ⓡ
13.0 영문판을 사용하였으며 보형물의 정상 작동

비율을 내구성(Reliability)이라 정의하고 이는 Kaplan-Meier 생존분석을

이용하였다. 두 그룹간 내구성의 비교는 Log rank test를 이용했고 합병

증의 비교는 Chi-square 분석을 이용했다. 유의수준은 0.05 미만일 경우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연구는 2009년 2월 강남세브란스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IRB)의 승인 후에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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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전체 대상 환자의 특성

전체 385명의 평균 연령은 63.2세였으며, 최대 추적관찰기간은 223개월,

중간 값은 124개월이었다. AMS 700 CXM
Ⓡ
의 재수술의 대부분의 원인은

기계적 고장으로 80명(20.7%)의 환자에서 관찰되었고 감염은 7명(1.8%)의

환자에서 관찰되었다. Kaplan-Meier formula를 통해 AMS 700 CXMⓇ의

내구성을 분석한 결과 5년에 92.7%, 10년에 76.9%, 15년에 67.5%로 관찰

되었다 (그림 2).

그림 2. 전체 AMS 700 CXMⓇ의 내구성에 대한 Kaplan-Meier formula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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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고장의 가장 큰 원인은 실린더(Cylinder)의 파열이였다. AMS

700 CXM
Ⓡ
의 각 구성 부위를 Kaplan-Meier formula와 Log rank test를

통해 내구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실린더와 저장고(Reservoir)와 펌프

(Pump), 연결부위(Connector)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내구성의 차이

를 보였다(p<0.0001) (그림 3).

그림 3. AMS 700 CXMⓇ의 각 부품별 내구성 그래프와 Log rank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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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betogenic Non-diabetogenic

Mechanical failure 15 65

Infection 2 5

Total 112 273

2. 당뇨 환자군과 비당뇨 환자군의 비교

전체 환자 385명 중 당뇨가 있는 환자는 112명, 당뇨가 없는 환자는

273명이였다. 당뇨 환자군에서 기계적 고장은 15명, 감염은 2명에서 있었

고 비당뇨 환자군에서 기계적 고장은 65명, 감염은 5명에서 관찰되었다

(표 1). Chi-square 분석 결과 당뇨 환자군과 비당뇨 환자군에서 감염 발

생은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9750). Kaplan-Meier formula

와 Log rank test를 이용해 당뇨 환자군과 비당뇨 환자군의 AMS 700

CXMⓇ의 내구성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540) (그림 4).

표 1. 당뇨 환자군과 비당뇨 환자군의 재수술 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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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당뇨 환자군과 비당뇨 환자군의 AMS 700 CXM®의 내구성 비교

결과

3. 혈당 및 HbA1c와 감염과의 관계

당뇨 환자군 중 AMS 700 CXMⓇ 삽입 후 감염이 발생한 2명은 평소

혈당 조절은 잘 되던 환자들로 수술 전 식전 혈당은 각각 128mg/dl,

161mg/dl이었다. 비당뇨성 환자군에서 발생한 5명의 감염환자 중 혈당 기

록이 없는 3명을 제외한 2명의 경우 수술 전 혈당 측정에서 모두

150mg/dl 미만으로 관찰되었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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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betogenic Non-diabetogenic

Non-infection Infection Non-infectino Infection

< 150 mg/dl 68 1 170 2

150-200 mg/dl 20 1 6 0

> 200 mg/dl 16 0 3 0

Unknown 6 0 89 3

Total 110 2 268 5

Non-infection Infection

> 11.5 mg% 3 0

< 11.5 mg% 44 0

Unknown 63 2

Total 110 2

표 2. 환자들의 수술 전 혈당 분포

당뇨 환자에서 HbA1c 분포를 관찰한 결과 감염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HbA1c 11.5mg% 이상인 환자 3명에서 AMS 700 CXM®을 삽입한 사례

가 있었으며 수술 후 혈당 조절 역시 잘 되지 않았으나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표 3, 4)

표 3. 당뇨 환자의 HbA1c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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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A1c Fasting glucose level

Op date Pre-op Pre-op Pod 1 Pod 3

Case 1 1993. 7 14.9 236 480 180

Case 2 1993. 8 11.6 178 221 191

Case 3 1998. 4 12.1 248 334 443

표 4. HbA1c 11.5mg% 이상인 3명의 수술 후 혈당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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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AMS 700 CXM
Ⓡ
의 재수술의 가장 큰 원인은 기계적 고장이고 그 중

실린더의 파열이 대부분이었다. 부품별 Kaplan-Meier 분석 그래프에서

보듯이 실린더의 내구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

고, 이에 비해 펌프나 튜브, 저장고는 비교적 안정된 내구성을 보였다 (그

림 2). 이는 Daitch 등
14
이 AMS 700 CX/CXM

Ⓡ
기계적 고장의 가장 큰

원인이 실린더라고 보고한 것과 같은 결과로 이를 종합해 볼 때 AMS

700 CXMⓇ의 기계적 내구성은 실린더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뇨 환자군과 비당뇨 환자군의 AMS 700 CXMⓇ의 내구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보이지 않았다(p=0.0540) (그림 3). 그래프를 보면 120개월 이

후부터 당뇨 환자군에서 내구성이 조금 더 좋게 관찰되었는데, 이는 통계

적으로 의미는 없지만 비당뇨성 환자군에 척추손상으로 인한 신경인성 발

기부전 환자가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신경인성 발기

부전 환자들의 경우 다른 원인의 발기부전 환자군에 비해 보형물의 감염

및 기계적 고장이 더 증가할 수 있다.15

감염이 발생한 7명의 경우 감염 발생 즉시 광범위 항생제를 우선 투약

했으나 결국 음경보형물을 제거한 후에 치료가 종결되었다. 음경보형물에

감염이 발생한 경우 보형물을 제거하지 않고 항생제 치료만으로 감염을

조절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보형물을 제거 후에 발생하는 해면체의 섬유

화로 인한 음경의 단축 및 이로 인한 재수술의 어려움이 문제가 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음경보형물의 감염은 가장 두려운 합병증이라 할 수 있

다.

Fallon 등16은 당뇨성 발기부전 환자에게 음경보형물을 삽입할 경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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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원인의 환자에 비해 감염이 3배 증가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연구 결

과에서는 당뇨 환자에서 음경보형물 감염률이 높지 않았다. 음경 보형물

을 수술 받는 대부분의 당뇨환자가 수술 전 혈당 조절을 엄격히 받고 있

으나 일부 환자의 경우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이는 의료진의 실수로 생각된다.

Bishop 등
12
은 90명의 음경보형물 환자를 19개월간 전향적으로 추적관

찰한 결과 당뇨가 있는 32명 중 HbA1c가 11.5mg% 이상인 13명에서 감

염 발생이 4건 발생하였고 잘 조절되는 당뇨환자 군에서는 감염이 1건에

불과해 HbA1c가 11.5mg% 이상일 경우에는 음경보형물 삽입술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kan 등2은 135명의 환자를 47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

과 12명(8.89%)에서 음경보형물 감염이 발생했으며 잘 조절되지 않는 당

뇨에 있어 감염 발생이 높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HbA1c 11.5mg% 이상인 환자 3명에서도 감염이 발생되지 않았으며,

Cakan 등2이 조절되지 않는 당뇨의 기준으로 삼은 수술 전 식전 혈당

200mg/dl 이상인 19명의 환자에서도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

Wilson 등6은 389명의 3조각 팽창형 보형물을 삽입한 환자를 대상으로

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당뇨가 있는 환자군에서 10건(8.7%)의 감염이 있

었고 비당뇨 환자군에서 11건(4.0%)의 감염이 발생했으나 통계적 차이는

없었으며 HbA1c 수치와 음경보형물의 감염과 상관관계도 밝힐 수 없었

다고 보고하였다. 저자들도 당뇨 환자에 있어 HbA1c 및 식전 혈당이 감

염 발생의 예측인자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런 결과가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음경보

형물의 감염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Montague 등10,11이 주장한 바와 같이 임상적으로 잘 조절되고 있는 당뇨

환자에 있어 감염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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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형물의 선택은 환자의 요구, 연령, 교육정도, 경제력, 수지 기능을 고

려하여 선택해야한다.
5
나이가 젊은 환자의 경우 경제적인 여건과 사용빈

도 및 예상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보형물을 선택해야한다. 당뇨 환자에 있

어 팽창형 음경보형물인 AMS 700 CXM
®
은 비당뇨성 환자와 비슷한 내

구성과 감염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당뇨환자라고 해서 소극적인 접근을 할

이유가 없다.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로 의도하지 않은 환자 선택의 오류(selection

bias)가 있을 수 있다. 본원 의무기록은 10년 이상 내원하지 않는 경우 스

캔 저장 또는 창고 보관을 하고 있으나 그 과정 중 일부 소실되거나 스캔

과정 중에 문제가 있어 자료 검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음

경보형물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의 경우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되지만, 문

제가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의무기록의 누락이 있었을 수 있다. 이런 단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 비해 많은 수의 당뇨 환자를 대상으

로 단일 종류의 팽창형 보형물을 장기 추적 관찰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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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 결과는 당뇨 환자에 있어 팽창형 음경보형물 AMS 700 CXM
®

의 내구성이 비당뇨 환자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당뇨 환

자 112명 중 감염률은 1.8%였으며 이는 비당뇨 환자군의 감염율과 통계

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당뇨 환자에게 음경보형물 삽입술의 결과는

비당뇨 환자군과 다르지 않으므로 당뇨성 발기부전 환자에게 보형물 삽입

술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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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ng term follow up results of inflatable penile prosthesis

in diabetic erectile dysfunction

Kwang Mo Yang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yung Ki Choi)

Diabetics is known as risk factor of penile prosthesis infection as

general. But the clinical evidence is divided as to where men with

diabetes mellitus are at increased risk for infection after penile

prosthesis implantation and where the degree of diabetes control at the

time of surgery is related to the risk of infection.

In one study, glycosylated homoglobin(HbA1c) above 11.5mg% is

high risk factor of penile prosthesis infection. In another study of

penile prosthesis recipients, there was no statically significant

increased infection rate with increased level of HbA1c. In the other

stud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ncidence of infection

in diabetic versus nondiabetic patients.

In this retrospective review we looked at cause of prosthesis failure

and infection rate. Medical records of penile implanted with three pi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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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atable AMS 700 CXM
Ⓡ
from December 1983 to February 2009 were

reviewed. Diabetic history of patients were obtained from medical

record.

There were 385 AMS 700 CXM
Ⓡ
recipients with follow-up ranging

from 1 to 223 months (median 124). Overall 10 year AMS 700 CXM
Ⓡ

reliability was 76.9%, 15year was 67.5%. Mechanical failure is most

common cause of failure, and cylinder was most weak compartment.

Patients were divided with 112 diabetics and 273 non-diabetics.

There were 2 (1.8%) infections in 112 diabetics and 5 (1.8%) infections

in 273 non-diabetics. There was no significant statical difference

(p=0.9750). In increased level of HbA1c above 11.5mg% and glucose

level above 200mg/dl, there was no infection.

This result support that diabetics is not risk factor of penile

prosthesis infection, and AMS 700 CXMⓇ reliability in diabetics is

comparable with the other cause of erectile dys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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