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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인체 음경해면체내의 효소 변화가 경구 sildenafil  citrate
반응성에 미치는 향

  남성발기기전에서 신경전달물질과 음경해면체의 이차신호전달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생

리적 반응을 이용한 발기부전 치료약제들이 개발되어 임상적 이용이 보편화되었다. 남성발

기부전 치료약제의 적용과 단계별 치료방침의 결정은 주로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과 원인에 

대한 진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발기부전 환자에서 경구치료제 

sildenafil citrate의 반응성을 sexual stimulation-penogram (SS-penogram)을 이용하여 객

관적으로 분류한 후, 반응군 12명, 비반응군 12명을 대상으로 인체해면체 평활근 생검을 

시행하 다. 생검조직의 soluble guanylate cyclase (sGC)와 cGMP-dependent protein 

kinase type I (cGKI)의 western blot 분석을 시행하여 인체 음경해면체내의 효소의 변화와 

sildenafil citrate의 반응성과의 연관성 규명을 추구하고자 하 다.

  1. SS-penogram을 이용한 경구약물 반응의 객관적 평가

  발기부전 환자들은 원인 진단을 위한 상례적인 내분비계 검사와 International Index of 

Erectile Function (IIEF)의 erectile function domain에서 주관적인 발기부전을 보인 경우

를 대상으로 하 다. SS-penogram을 이용하여 시청각 성적 자극을 유발시킨 후 15초 간격

으로 30분 동안 음경발기상태 평가를 위해 전산화 감마카메라로 방사능 활성을 기록한 후 

sildenafil citrate 50 mg을 경구투여하고 40분 경과 후에 동일한 방법으로 음경발기반응을 

기록하여 약물 복용 전과 후의 발기력을 비교하 다. SS-penogram을 시행한 결과 평균 

방사능 활성의 증가는 반응군에서 평균 55%, 비반응군에서 평균 7%로 나타나 적용한 평가

기준으로 SS-penogram은 발기부전의 객관적인 평가에 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

  2. Sildenafil citrate의 반응성과 음경해면체내 sGC의 변화

  SS-penogram에서 분류된 반응군 12명과 비반응군 12명의 음경해면체 조직에서 단백질

을 취하여 sGC에 대한 Western blot을 시행한 결과 sGC의 표준분자량 70 kDa의 도는 

반응군이 10480.92±3719.82, 비반응군이 4826.75±3107.60으로 나타났다. sGC의 발현이 비

반응군에서 반응군에 비해 의의있게 낮았다(p＜0.0001).

  3. Sildenafil citrate의 반응성과 음경해면체내 cGKI의 변화

  SS-penogram에서 분류된 반응군 12명과 비반응군 12명의 음경해면체 조직에서 단백질

을 취하여 cGKI에 대한 Western blot을 시행한 결과 cGKI의 표준분자량 76 kDa의 도는 

반응군이 2665.25±1343.32, 비반응군이 2905.42±1019.91로 나타났다. cGKI의 발현은 반응

군과 비반응군에서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765).

  이상의 결과에서 발기부전의 원인진단을 위한 상례적인 내분비계 검사와 함께, IIEF의 

erectile function domain에서 선별된 주관적인 발기부전으로 판정된 환자들에 대해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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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penogram은 발기부전의 객관적인 평가에 유용하며, 발기부전 환자에서 음경해면체 

조직 내 sGC의 발현이상이 sildenafil citrate 반응성과 일차적인 연관성을 가진다고 생각된

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남성발기부전, 인체해면체 평활근, sildenafil citrate, SS-penogram, soluble 

guanylate cyclase, cGMP-dependent protein kinase typ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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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음경해면체내의 효소 변화가 경구 sildenafil  citrate
반응성에 미치는 향

＜지도  최    형    기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      웅      희

I.  서      론

  음경의 발기생리에서 음경해면체의 평활근의 이완은 핵심적 반응이며 이는 nitric oxide 

(NO)에 의해 신호전달이 매개된다. NO는 말초신경의 neural nitric oxide synthase 

(nNOS)에 의해 생성되며 NO는 나선상동맥의 이완과 해면체 평활근의 이완을 유도하여 

endothelial nitric oxide synthase (eNOS)가 활성화된다. 유리된 NO는 해면체 평활근에서 

soluble guanylate cyclase (sGC)를 활성화하여 guanosine triphosphate (GTP)를 효소적으

로 cyclic guanosine monophosphate (cGMP)로 전환한다. cGMP의 증가는 해면체 평활근 

이완반응의 신호전달물질로서 음경발기반응을 매개한다.
1
 남성발기부전에 대한 연구가 진

행되면서 이러한 생리적 발기반응에서 신경전달물질, 이차신호전달물질 및 관련 효소인 

NO, sGC, cGMP, phosphodiesterase-5 (PDE-5) 등의 상호반응에 대한 중요성이 발견되어 

치료약제의 개발에 이용되고 있다.
2-6
 남성발기부전의 경구치료제로 개발된 sildenafil 

citrate (ViagraⓇ)는 선택적으로 PDE-5를 억제함으로써 해면체 평활근내에 cGMP를 축적

시켜 효과적으로 해면체 평활근을 이완시킨다.
7
 남성발기부전의 유병률은 40∼80세의 남

성에서 중증도에 따라 19∼74%라고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에 따라 그 유병률은 점

차 높아지고 있다.8 최근 경구 치료약물로서 sildenafil citrate가 남성발기부전의 일차 약제

로서 치료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질적 발기부전 환자의 치료에서 경구약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은 이차적인 치료법이 필요하다. 치료 비반응성에 대한 원인기전은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임상적인 반응 여부에 따라 치료방침

을 결정하게 된다.
9

  생리적 발기반응에 대한 연구에서 nitric oxide synthase (NOS) 및 NO가 기질적인 발기

부전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NO는 신경인성 발기부전의 기질성 발기부전

의 중증도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다른 원인의 발기부전의 경우에는 뚜렷한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10-13
 이는 eNOS가 해면체 조직내의 NO 생성의 주요 원천이 

되지만 음경발기에서 nNOS와 eNOS의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그 발현과 발기

기능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음경해면체 평활근세포내의 반응에서 NO에 의한 신경전달 이후 cGMP 신호전달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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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이완작용이 일어나 음경발기반응이 매개되는데 이에 sGC와 cGMP-dependent 

protein kinase type I (cGKI)의 효소들이 중요하다. 이들 효소에 대한 면역화학적 연구에

서 해면체 평활근내와 섬유근 기질내에서 sGC와 cGKI의 발현이 높으나 정상군과 발기부

전군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되고 있다.
14
 cGMP는 세포내 이차신호전달물질로서 음경

해면체 평활근의 이완의 주된 역할을 하는 NO의 생리적 작용을 매개한다. NO는 확산에 

의해 세포막을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며 soluble type의 guanylate cyclase isoform인 sGC

와 반응하여 heme moiety에 결합함으로써 효소를 활성화시키며(그림 1) 이에 따라 GTP

가 분해되어 생성되는 cGMP는 NO의 생리적인 작용의 기초가 된다.15 cGMP의 세포내 주

요 작용 표적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cGMP regulated phosphodiesterase (PDE), cGMP 

gated ion channel, cGMP-dependent protein kinase (cGK) 등이다. cGMP regulated PDE

는 선택적 억제제인 sildenafil citrate의 해면체 평활근의 이완을 유도하는 작용기전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4
 cGMP gated ion channel은 유전자 치료법의 대상으로 연구되고 있

다.
16
 최근에 주목 받고 있는 cGK는 많은 단백질의 기능을 조절하는 신호전달물질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17 최근에는 cGKI의 활성화가 세포질내의 Ca++ 농도를 감소시킴

으로써 평활근세포의 이완을 유도함이 알려져 있으며 바로 이러한 이완과정이 음경발기에

는 필수적인 것이므로 해면체 조직내의 cGK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cGK에는 두 

가지의 형태가 알려져 있다. 1형 cGKI은 평활근, 폐, 혈소판 등에 고농도로 존재하며 2형 

cGKII는 백서의 대뇌와 위장관에서 발견되며 특히 대뇌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인체 음경해면체 평활근에 존재하는 cGKI은 NO매개 체계의 신호전달 하부흐

름에 작용하기 때문에 발기력의 정상, 비정상에 따라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즉, 

cGKI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NO와 cGMP체계에 의한 해면체 평활근 이완이 불가능하여 

발기부전이 나타날 수 있다.
18

  본 연구에서는 SS-penogram을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분류된 sildenafil citrate 반응군과 

비반응군에 따라 인체해면체 평활근 생검조직에서 NO매개 체계의 신호전달 하부흐름에 

작용하는 sGC와 cGKI의 발현을 관찰하여 기질적인 발기부전 환자에서 이들 효소의 변화

와 sildenafil citrate의 반응이 연관성을 가지는가를 규명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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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oluble guanylate cyclase (sGC)의 도식적 모델. sGC는 

α[82 kDa]와 β[70 kDa]의 heterodimer subunit이 존재하며, cata-

lytic site와 두 개의 allosteric site를 가지고 있다. 하나의 allosteric 

site는 NO binding site (heme)이며 다른 하나는 YC-1의 agonist가 

결합되는 위치이다.

FeNO

YC-1

cGMP+PPiGTP

α β

FeNO

YC-1

cGMP+PPiGTP

α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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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연구재료

  가. 대상

  발기부전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 중 원인 진단을 위한 검사에서 testosterone과 prolactin

의 내분비계 검사에서 정상소견을 보이며 시청각자극검사에서 이상이 동반된 경우, 

International Index of Erectile Function (IIEF)에서 발기증상점수가 21 이하로써 주관적

인 중등증 이상의 증상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 다. 이들에서 sildenafil citrate의 복용

에 따른 반응여부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 반응군이 12예(표 1), 비반응군이 12

예(표 2) 다. Sildenafil citrate 반응군 12예 중 9예는 음경만곡증, 2예는 정맥성 발기부전 

그리고 1예는 신경인성 발기부전 환자 다. Sildenafil citrate 비반응군은 정맥성 발기부전

이 4예, 신경인성 발기부전이 3예, 당뇨병성 발기부전이 3예, 동맥성 발기부전이 2예 등 12

예 다.

  본 연구는 기관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심사 승인과정을 거쳐 환자 동의하에 이루어

졌다.

  나. 조직표본

  음경해면체 조직생검은 sildenafil citrate 반응군 중 발기부전이 동반된 음경만곡증 환자

에서는 교정술식 중에 해면체를 직접 채취하 으며, 3예의 발기부전 환자에서는 진단목적

으로 18 G 생검침을 이용하여 경피적으로 생검을 시행하 다. 경피적 음경해면체 생검은 

배부 중앙부의 신경혈관다발을 피하여 측부 관상구 부위에서 원위부 음경해면체를 종방향

으로 관통하여 시행하 다.
19-22 

Sildenafil citrate 비반응군은 전 예에서 음경보형물 삽입술 

중 백막절개 후 해면체 조직을 채취하 다. 모든 조직표본은 채취 및 생검 즉시 하 70
o
C 

액체질소에 동결 보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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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Sildenafil citrate 비반응군의 임상적 특성
ꠧꠧꠧꠧꠧꠧꠧꠧꠧꠧꠧꠧꠧꠧꠧꠧꠧꠧꠧꠧꠧꠧꠧꠧꠧꠧꠧꠧꠧꠧꠧꠧꠧꠧꠧꠧꠧꠧꠧꠧꠧꠧꠧꠧꠧꠧꠧꠧꠧꠧꠧꠧꠧꠧꠧꠧꠧꠧꠧꠧꠧꠧꠧꠧꠧꠧꠧꠧꠧꠧꠧꠧꠧꠧꠧꠧꠧꠧꠧꠧꠧꠧꠧꠧꠧꠧꠧꠧꠧꠧꠧꠧꠧꠧꠧꠧꠧꠧꠧꠧ

Number Age (year) EF score Diagnosis Specimen collectio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46 10 Neurogenic ED Surgery

2 54 11 Venogenic ED Surgery

3 56 11 Venogenic ED Surgery

4 66 13 Venogenic ED Surgery

5 57 12 DM Surgery

6 55 10 DM Surgery

7 37 13 Arteriogenic ED Surgery

8 40 16 Arteriogenic ED Surgery

9 49 12 Neurogenic ED Surgery

10 45 11 Neurogenic ED Surgery

11 53 13 Venogenic ED Surgery

12 59 10 DM Surgery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F score; score of erectile function domain, ED; erectile dysfunction, DM; diabetes mellitus

표 1. Sildenafil citrate 반응군의 임상적 특성
ꠧꠧꠧꠧꠧꠧꠧꠧꠧꠧꠧꠧꠧꠧꠧꠧꠧꠧꠧꠧꠧꠧꠧꠧꠧꠧꠧꠧꠧꠧꠧꠧꠧꠧꠧꠧꠧꠧꠧꠧꠧꠧꠧꠧꠧꠧꠧꠧꠧꠧꠧꠧꠧꠧꠧꠧꠧꠧꠧꠧꠧꠧꠧꠧꠧꠧꠧꠧꠧꠧꠧꠧꠧꠧꠧꠧꠧꠧꠧꠧꠧꠧꠧꠧꠧꠧꠧꠧꠧꠧꠧꠧꠧꠧꠧꠧꠧꠧꠧꠧ

Number Age (year) EF score Diagnosis Specimen collectio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42 19 Peyronie's disease Surgery

 2 45 18 Peyronie's disease Surgery

 3 44 15 Peyronie's disease Surgery

 4 53 12 Neurogenic ED Biopsy

 5 49 17 Peyronie's disease Surgery

 6 39 16 Peyronie's disease Surgery

 7 56 11 Venogenic ED Biopsy

 8 51 12 Venogenic ED Biopsy

 9 39 20 Peyronie's disease Surgery

10 49 19 Peyronie's disease Surgery

11 62 16 Peyronie's disease Surgery

12 47 17 Peyronie's disease Surgery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F score; score of erectile function domain, ED; erectile dys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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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방법

  가.  Sildenafil  citrate 반응에 대한 음경발기반응의 객관적 평가

  환자들은 성교 1시간 전 sildenafil citrate 50 mg을 경구 복용한 후 그 결과에 대해 IIEF

를 통해 주관적으로 평가되었다. 주관적인 증상은 약물 복용 후 한국어판 국제 발기증상설

문지(IIEF)로 평가하 을 때 erectile function domain score가 21 이하인 경우 중등증 및 

경증 으로 분류하여 score가 21 이하인 경우를 주관적인 비반응군으로 분류하 으며23,24 

발기기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SS-penogram을 시행하 다.
25
 SS-penogram은 15 

mCi 
99m
Tc- RBC를 정주하고 30분 후에 성인용 상자료로 시청각적인 성적 자극을 유발

시킨 후 15초 간격으로 30분 동안 음경의 발기상태 변화를 전산화 감마카메라로 방사능 

활성을 기록하여 음경발기력을 측정하 다. 이후 sildenafil citrate 50 mg을 경구투여하

고 40분 경과 후에 동일한 방법을 반복 시행하여 약물복용 전후의 음경발기력을 비교하

다. 기록된 방사능 활성이 기저치에 비해 10% 미만으로 증가한 경우를 객관적인 비

반응군으로 정의하 다.

  나.  해면체내 sGC, cGKI의 발현 분석

  음경해면체의 sGC, cGKI의 발현은 각각에 대한 Western blot을 시행하여 분석하 다. 

음경해면체 조직은 채취 후 즉시 liquid nitrogen에 보관 후 deep freezer에 이동 보관하

다. 각 조직을 4oC에서 0.1 M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 pH 7.4)으로 균질화시키고, 

lysis buffer (100 mM NaCl, 10 mM EDTA (pH 8.0), 10 mM Tris-HCl (pH 7.6), 1μg/μl 

aprotinin, 100μg/μl PMSF)를 처리한 후, 4oC에서 12,000 rpm으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

층액을 취하 다. 단백질 농도는 bio-rad protein assay kit (Bio-Rad Lab., Hercules, CA, 

USA)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SDS-polyacrylamide gel (9% separating gel, 5% stacking 

gel)에 각 lane당 50 μg의 단백질을 loading하여 120 volt에서 2시간 동안 전기 동을 시행

하 다. 분리된 단백질을 semi-dry transfer units (Hoefer, San Francisco, CA, USA)을 

이용하여 PVDF membrane (Bio-Rad, Hercules, CA, USA)에 transfer하 다. Ponceu S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로 단백질 밴드를 확인한 후 blocking solution 

(5% non fat milk/TBST)으로 4oC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켜 내인성 인자들을 차단하 다. 

일차 항체로서 sGC 항체(Calbiochem, San Diego, CA, USA)는 1：500배로 희석하 으며 

cGKI항체(Santa Cruz Biotechnology, Inc. CA, USA)는 1：100배로 희석하 다. 일차항체 

반응은 4oC에서 overnight 반응시켰고, Tris base sodium chloride twin buffer (TBST)로 

10분간 3회 세척한 후 이차 항체 horse radish peroxidase conjugated goat anti-rabbit IgG 

(1：2,000배 희석)와 실온에서 1시간 반응시켰다. 다시 TBST로 세척하고 

chemoluminesence reagent (ECL kit, Amersham, Arlington Height, IL, USA)로 1분 발색 

반응한 후 Hyper film에 노출하여 현상하 다. Protein standard molecular marker는 

precision protein standards (Bio-Rad Lab., Hercules, CA, USA)를 이용하 다. 각각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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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질 발현 양상은 densitometric scanning analysis (TINA version 2.10e)를 이용하여 정량

하 고 background unit의 도를 배제한 상대적 도로 표시하 다. sGC는 70 kDa에서, 

그리고 cGKI은 76 kDa에서 관찰되었다.

    3.  결과분석

  각 단백질로 sGC는 70 kDa에서 관찰된 상대적 blot density를, cGKI은 76 kDa에서 관

찰된 상대적 blot density를 각각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 다. sGC와 cGKI의 발현양상

을 sildenafil citrate 반응군과 비반응군간에 비교하 으며 통계적 비교는 SAS version 8.1 

program의 2 way ANOVA test를 실시하여 p 값이 0.05 미만인 것을 유의한 것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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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Sildenafil  citrate 반응군과 비반응군의 임상적 특성

  Sildenafil citrate 반응성은 객관적인 반응군이 12예, 비반응군이 12예 다. 반응군과 비

반응군의 연령은(평균±표준편차) 각각 48.0±6.87세, 51.4±8.3세(p=0.5411)로 두 군의 차

이는 없었다. 반응군과 비반응군의 erectile function domain score는24 각각 평균 16.0, 11.8

로서 중등도의 주관적 발기부전 기준에 해당되었다(표 1, 2)

    2.  SS-penogram을 이용한 sildenafil  citrate 반응의 객관적 평가

  IIEF에서 erectile function domain score로 주관적 발기부전으로 평가된 환자에서 SS- 

penogram을 이용하여 sildenafil citrate 투여 후의 방사능 활성이 기저치에 비해 50% 이상

(평균 55%) 증가한 ‘우수반응’의 경우 주관적인 반응도와 일치하고, 10% 미만(평균 7%) 

증가한 ‘무반응’의 경우 주관적인 비반응도와 일치하 다. 이는 발기부전에 대한 IIEF의 주

관적 평가와 sildenafil citrate 반응에 대한 IIEF의 주관적 평가가 SS-penogram을 이용한 

객관적인 평가와 비교한 결과 일치함을 의미하며, 이로써 SS-penogram을 이용하면 음경

해면체내 혈류량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음경발기력에 대해 객관적인 유효성 평가가 가능함

을 알 수 있었다(그림 2).

    3.  Sildenafil  citrate의 반응성과 음경해면체내 sGC의 변화

  SS-penogram에서 분류된 반응군 12명과 비반응군 12명의 음경해면체 조직에서 단백질

을 취하여 sGC에 대한 Western blot을 시행한 결과 sGC의 표준분자량에 해당하는 70 

kDa 부분의 도는 반응군에서 10480.92±3719.82, 비반응군에서 4826.75±3107.60으로 나

타났다. sGC의 발현이 비반응군에서 반응군에 비해 의의 있게 낮았다(p＜0.0001)(그림 3, 

4).

    4.  Sildenafil  citrate의 반응성과 음경해면체내 cGKI의 변화

  SS-penogram에서 분류된 반응군 12명과 비반응군 12명의 음경해면체 조직에서 단백질

을 취하여 cGKI에 대한 Western blot을 시행한 결과 cGKI의 표준분자량에 해당하는 76 

kDa 부분의 도는 반응군에서 2665.25±1343.32, 비반응군에서 2905.42±1019.91로 나타

났다. cGKI의 발현은 반응군과 비반응군에서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5765)(그림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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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ildenafil citrate 반응의 객관적 검사(SS-penogram). 99mTc-RBC를 정주하고 sildenafil 

citrate 50 mg을 투여 전 후 감마카메라로 음경혈류를 측정한 결과 (1) 비반응군에서는 평균 

7%, (2) 반응군에서는 평균 55%의 방사능 활성이 증가하 다. 각 검사결과 상부의 두 도표는 

투여 전과 후의 음경의 혈류를 반 하는 방사능 활성을 표시하며, 하부의 좌측도표는 투여 

전․후의 방사능 활성을 동시에 비교한 도표이다. 하부의 우측 도표는 분 단위 음경부위의 

방사능 활성을 표시한다.

(1) 비반응

(2) 반응



그림 4.  음경해면체 조직의 sGC 발현 비교. 상대적 도는 관찰 도에서 배경

도를 배제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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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음경해면체 조직의 sGC에 대한 Western blot. sGC 항체에 대한 Western 

blot을 시행한 결과 sGC에 해당하는 70 kDa의 표준분자량 부분에서 반응군의 

band가 비반응군에 비해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은 70 kDa band

부분을 확대한 그림임(비: 비반응군, 반: 반응군, 숫자는 대상환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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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현재까지 남성 발기부전의 치료제의 개발은 생리적 발기반응의 신경전달물질인 NOS와 

NO의 기능에 대한 연구와 NO/cGMP 신호전달체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주로 이루어졌

다.
2,10,11
 신경전달물질과 이차신호전달물질의 생성기전은 기질적인 발기부전과 연관성이 

있음이 밝혀졌으나 발기부전의 정도와는 뚜렷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고 발기부전의 정

도는 다른 여러 가지 인자들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eNOS가 해면체조직 

NO 생성의 주요 원천이 되지만 nNOS와 eNOS의 발현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신경인성 발기부전을 제외하면 그 표현정도와 발기기능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

기 때문이다.11 Klotz 등은14 평활근세포의 반응에서 NO에 의한 신경전달 이후 음경해면체 

조직 내의 반응에 대한 연구를 위해 인체 음경해면체에서 시행된 sGC와 cGKI의 발현에 

대한 형태적인 연구에서, 해면체 평활근의 sGC와 cGKI의 발현이 모두 매우 높게 나타나

며, 서로 다른 원인질환에 의한 발기부전 환자와 성전환증 환자에서 sGC와 cGKI의 발현

이 모두 관찰되어 정상, 비정상 발기력의 환자에 따른 면역반응성과 분포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즉, sGC는 해면체조직내에서 뚜렷한 분포양상을 나타내었는데 이

는 해면체 평활근세포, 혈관벽의 평활근 등에서 현저히 발현되고 해면체 소강, 해면체 동

맥, 정맥의 내피세포 그리고 신경섬유에서 면역반응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

활근세포의 면역화학적인 cGKI의 측정을 시행한 결과 소포모양의 분포를 나타내며, cGKI

의 면역화학염색 결과 내피세포에서는 관찰되지 않고 혈관벽의 평활근세포에서만 cGKI의 

면역화학염색이 양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경발기생리에 대한 연구에서 음경해면체 평활

근의 이완기전에 작용하는 신경전달물질과 NO/cGMP 신호전달체계의 하부흐름에 작용하

는 sGC와 cGKI의 발현을 조절하는 기전이 음경발기부전의 치료에 응용될 수 있다는 가능

성을 시사한다.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볼 때,
13,14
 본 연구에서의 인체 음경해면체 조직의 면역화학적 반

응은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대비가 된다. 특히 발기부전 환자를 객관적인 sildenafil citrate 

반응군과 비반응군으로 대비하여 두 군 사이의 NO/cGMP 신호전달체계의 sGC와 cGKI의 

정량적인 비교를 통해 의미 있는 차이점을 발견하 는데 이는 유사한 조직표본에서 면역

반응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기존의 보고와는 차이가 있다.7 본 연구결과에서는 해면체 

평활근세포내, 혈관벽의 평활근, 해면체 소강, 해면체 동맥, 정맥의 내피세포 그리고 신경

섬유에서 주로 관찰되는 sGC의 표현정도가 sildenafil citrate의 반응성에 의미 있는 향

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본 연구결과에서는 cGMP의 세포내 신호전달

에 크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cGKI의 발현이 질환과, 약물반응군에 따라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평활근세포의 반응은 NO에 의한 신경전달 이후 음경해면체 조직에

서 NO/cGMP 신호전달체계에서 극미량의 NO가 말단 작용세포에서 cGMP의 농도를 급격

하고 현저하게 증가시키고 이차신호전달자로서의 세포내 cGMP의 농도의 변화가 이들 작

용세포에서 생리적인 반응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중요한 생리적 발기반응 연구대

상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sGC와 cGKI의 발현은 NO의 직접적인 연구 외에도 관심의 대

상이 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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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나타난 sildenafil citrate의 반응군과 비반응군에서의 효소발현 정도의 차이

를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첫째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결과로서 두 군 사

이에 내피세포 우위존재의 sGC의 상대적인 차이가 sildenafil citrate의 반응성에 더 연관

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이는 이전의 형태학적인 연구에서 sGC의 정상 비정상 발기력에 따

른 면역반응성에 차이가 없다는 보고14와는 상반된 결과로서 이전의 연구가 면역화학염색

법 만을 이용하여 정량적인 비교가 불가능하 기 때문에 결과해석에 제한점을 가지고 있

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Galle 등
26
은 NO 비의존성 sGC 활성물질에 대한 연구에서 NO 또

는 NO 공여물질과 같이 혈소판응집 억제작용, 혈관평활근의 수축 및 증식억제 등의 기전

을 밝힌 바 있고, Liu 등
27
은 생체외 실험을 통해 가토 음경해면체 평활근의 이완을 관찰하

여 발표한 바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밝힌 sGC의 변화는 음경발기부전의 병태생리에

서 나타날 수 있는 효소체계의 변화로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이 효소발현의 조절을 통

한 치료제 개발 대상으로서도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28
 신경말단에서 분비된 NO는 음경

해면체 평활근과 나선동맥을 확장하여 동맥혈류의 유입을 증가시키며, 추가적으로 내피세

포에서의 eNOS를 통한 NO 생성을 유도되어 해면체 평활근으로 더 많은 양의 NO가 확산

될 수 있다. 평활근세포내에서의 sGC는 GTP의 cGMP로의 효소적 전환을 매개하는데 그 

동안 NO-sGC-cGMP 체계의 발견을 통해 음경해면체 평활근의 이완반응에 주요한 작용

임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PDE 억제제의 개발에 의한 cGMP 농도를 높이고자 하는 치료법

과 함께 cGMP 생성을 증가시키는 약제의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자에 속하는 

PDE-5 억제제는 이미 sildenafil citrate가 대표적 약제로서 개발되어 임상에 적용되었으며 

후자에 속하는 약제로는 기존에 알려진 nitroglycerine, minoxidil, sodium nitroprusside, 

S-nitrosylated 유도체 등의 NO 공여제제들이 이에 속한다. 한편 NO-sGC-cGMP 체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새로 개발된 sGC 활성물질인 

3-(5'-hydroxymethyl-2'-furyl)-1-benzylindazole (YC-1)은 NO 공여역할을 하지 않으면

서 NO 존재하에 sGC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그림 1). 과거에는 NO의 결

합부위가 sGC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결합부위인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YC-1의 개

발로 새로운 약리기전에 의한 sGC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

므로 음경해면체 평활근의 cGMP형성을 통한 이완반응에 대한 조절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할 수 있다.

  둘째는 두 군 사이에 발기력에 따른 cGKI의 발현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cGMP 매개 신호전달은 이온통로, PDE, cGK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cGMP에 의해 활성화

된 마지막 단계의 분자생물학적 작용표적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1
 그러나 

cGKI의 불활성화가 평활근에서의 NO-cGMP 체계 매개의 이완작용을 차단함이 알려져 

있으며 cGKI 없이는 cAMP 신호전달에 의해 평활근이완반응이 매개될 수 없음도 실험적

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cGKI이 cGMP 매개 이완반응을 매개하는 효소임을 알 수 있다. 현

재까지는 sGC에 비해 cGKI이 더 중요한 신호전달 매개인자로 연구되고 있는데,29 이는 

cGKI이 평활근세포내에서 세포막단백질의 cGMP 매개 인산화반응에 의한 Ca
++
의 운반에 

역할에 직접적인 작용을 하고 결과적으로 평활근의 이완 및 혈관 장력 조절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30

  NO 확산에 의한 해면체 평활근세포내의 cGMP 농도의 증가는 평활근 이완반응에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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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이다. cGMP 매개의 이완반응은 Ca
++
의 이동억제와 phospholipase C (PLC)의 억제를 

통한 inositol triphosphate (IP3)의 생성억제, sarcoplasmic reticulum에서의 Ca++의 유리억

제 기전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기전은 cGK가 매개한다.
31 
cGKI의 발현이 발기부전 환자와 

대조군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면역화학적연구에서 효소 발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는 사실로 cGKI의 기능장애가 발기부전의 인자로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 그러므로 cGMP의 평활근 이완기전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며,
31
 NO/cGMP 

신호전달체계의 하부흐름에 존재하는 점을 생각하면
32-36
 우선적으로 NO 신호전달 후 직

접적인 cGMP형성의 증폭과정에 관여하는 sGC의 발현이상이 sildenafil citrate 반응성과 

일차적인 연관성을 가진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향후 cGKI은 본 연구에서 부족한 각 

기저질환별로 충분한 예의 조직표본을 통해 인체 음경발기생리에서 그 중요성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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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남성발기부전의 치료제에 대한 임상적 반응평가로 객관적으로 분류된 sildenafil citrate 

반응군과 비반응군에서 인체해면체 평활근 조직을 이용하여 sGC와 cGKI의 western blot 

분석을 통해 기질적인 발기부전에서 음경해면체내의 효소의 변화와 반응성이 연관성을 가

지는가에 대한 실험적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SS-penogram을 이용한 경구약물 반응의 객관적 평가

  발기부전 환자들은 원인 진단을 위한 상례적인 내분비계 검사와 International Index of 

Erectile Function (IIEF)의 erectile function domain에서 주관적인 발기부전을 보인 경우

를 대상으로 SS-penogram을 시행한 결과 평균 방사능활성의 증가는 반응군에서 평균 

55%, 비반응군에서 평균 7%로 나타나 적용한 평가기준으로 SS-penogram은 발기부전의 

객관적인 평가에 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

    2. Sildenafil  citrate의 반응성과 음경해면체내 sGC의 변화

  SS-penogram에서 분류된 반응군 12명과 비반응군 12명의 음경해면체 조직에서 단백질

을 취하여 sGC에 대한 Western blot을 시행한 결과 sGC의 표준분자량 70 kDa 부분의 

도는 반응군에서 10480.92±3719.82, 비반응군에서 4826.75±3107.60으로 나타났다. sGC의 

발현이 비반응군에서 반응군에 비해 의의 있게 낮았다.

    3. Sildenafil  citrate의 반응성과 음경해면체내 cGKI의 변화

  SS-penogram에서 분류된 반응군 12명과 비반응군 12명의 음경해면체 조직에서 단백질

을 취하여 cGKI에 대한 Western blot을 시행한 결과 cGKI의 표준분자량 76 kDa 부분의 

도는 반응군에서 2665.25±1343.32, 비반응군에서 2905.42±1019.91로 나타났다. cGKI의 

발현은 반응군과 비반응군에서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발기부전의 원인진단을 위한 상례적인 내분비계 검사와 함께, IIEF의 

erectile function domain에서 선별된 주관적인 발기부전 환자들에 대해 SS-penogram에 

의한 검사법은 발기부전의 객관적인 평가에 유용함을 알 수 있었고, 발기부전 환자에서 음

경해면체 조직 내 sGC의 발현이상이 sildenafil citrate 반응성과 일차적인 연관성을 가진

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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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ponsiveness to oral sildenafil  citrate and expression
of enzymes in human corpus cavernosum

Woong Hee Lee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yung Ki Choi)

  After classification of responsiveness to oral sildenafil citrate objectively by sexual 

stimulation- penogram (SS-penogram), human cavernosal tissue biopsy was done in 

male erectile dysfunction patients. The expression of soluble guanylate cyclase (sGC) 

and cGMP-dependent protein kinase type I (cGKI) was evaluated by Western blot 

method quantitatively to investigate the effect on responsiveness to oral sildenafil citrate 

according to the expression of enzymes in human corpus cavernosum.

  1. The objective evaluation of responsiveness to oral sildenafil citrate

  The patients were evaluated for the responsiveness to 50 mg of oral sildenafil citrate 

objectively by SS-penogram. The procedure was performed by gamma camera 

recording the radioactivity of penile blood flow after intravenous 15 mCi 
99m
Tc-RBC 

injection through with audiovisual sexual stimulation. The result was defined as 

‘excellent response’ if the radioactivity increased more than 50% from the baseline, ‘fair 

response’ if the radioactivity increased between 10% and 50% from the baseline and 

‘no response' if the radioactivity increased less than 10% from the baseline. With this 

definition of SS-penogram, subjectively diagnosed male erectile dysfunction patients by 

routine endocrinological study and screening test with International Index of Erectile 

Function (IIEF) could be objectively evaluated and the SS-penogram can be considered 

to be efficacious.

  2. The responsivness to sildenafil citrate and expression of sGC in human cavernosal 

tissue

  After protein extraction from each cavernosal tissue specimen, according to the 

quantitative analysis electrophoresis was performed with 50μg of proteins and western 

blot analysis was done and blot densities at molecular weight of 70 kDa was compared 

relatively with exclusion of background unit densities. The relative density was 10480.92

±3719.82 in responsive group and 4826.75±3107.60 in non-responsive group.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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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The responsivness to sildenafil citrate and expression of cGKI in human cavernosal 

tissue

  After protein extraction from each cavernosal tissue specimen, according to the 

quantitative analysis electrophoresis was performed with 50μg of proteins and western 

blot analysis was done and blot densities at molecular weight of 76 kDa was compared 

relatively with exclusion of background unit densities. The relative density was 2665.25

±1343.32 in responsive group and 2905.42±1019.91 in non-responsive group.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0.5765).

  In conclusion, subjectively diagnosed male erectile dysfunction patients by routine 

endocrinological study and screening test with IIEF could be objectively evaluated by 

the SS-penogram efficaciously. Between responsive and nonresponsive groups to oral 

sildenafil citrate, quantitative analysis of sGC and cGKI in human cavernosal tissue 

reveals that abnormal expression of sGC is the principal factor in the responsiveness 

to sildenafil citrate and the expression of cGKI was various so that etiological 

relationship could not be determined. Further studies with cavernosal tissue of different 

etiology would be expected to investigate the important mechanisms in human penile 

erectile pathophysiology.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s: male erectile dysfunction, human corpus cavernosum, sildenafil citrate, 

SS- penogram, soluble guanylate cyclase, cGMP-dependent protein 

kinase type 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