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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비대증의 치료로 Sildenafil과 Finasteride 
병용요법의 안전성 및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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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5-alpha reductase inhibitors (5ARI) are one of the most commonly used medications for the treatment 
of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BPH). Phosphodiesterase type-5 inhibitors are also used to treat BPH. 5ARI is 
a drug with adverse effects of sexual dysfunction.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safety and efficacy of 
coadministration of finasteride and sildenafil on sexual function and lower urinary symptoms in patients with BPH.
Materials and Methods: W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medical records of patients who were receiving 
finasteride and sildenafil daily regimens for treatment of BPH in 2 university hospitals. Patients with adverse effects, 
vital sign, physical exam, laboratory test, 5-item version of the international index of erectile function (IIEF-5), 
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IPSS), quality of life (QoL) were analyzed. 
Results: The number of patients analyzed in this study was 218. The mean age of the patients was 62.63±8.37 
years and the mean duration of medication was 18.23±10.97 weeks. Significant changes were not observed in 
the vital signs measured before and after the drug administration. Compared with before treatment, improvement 
of lower urinary tract symptom (IPSS: 17.56±4.21 vs. 11.64±5.33, p＜0.001) was observed and improvement 
of sexual function (IIEF-5: 9.44±5.21 vs. 12.73±6.81, p＜0.001) was also confirmed. 
Conclusions: Daily coadministration of finasteride and sildenafil for the treatment of BPH could be used safely, 
and improvement of lower urinary tract symptom as well as improvement of sexual function could be expected. 
(Korean J Urol Oncol 2018;16: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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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립선비 증은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립선 조직이 요

도 방향으로 증식해 하부요로증상을 야기하는 질환이다.1 

립선비 증은 노화에 따라 조직학 으로 60  남성의 

반에서 찰되며, 부분의 80  이상의 남성에서는 립

선비 증이 찰된다.2 립선비 증은 testosterone이 립

선조직 안에서 dihydrotestosterone (DHT)으로 변화되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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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에 의해 립선 이행 의 smooth muscle과 epithelial 

cell이 증식되어 일어나는 질환이다.3 

립선비 증의 치료의 목 은 하부요로증상의 호 으

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 요폐, 요로 감염 등의 합병증

을 치료  방하기 함으로 치료의 방법으로는 크게 

기요법, 약물치료, 수술  치료로 나뉜다.4 약물치료는 5 al-

pha reductase inhibitors (5ARI), alpha adrenergic blockers이 

표 으로 사용되는 약물로, alpha adrenergic blockers는 립

선 용 이나 립선특이항원 수치의 변화에 향을 미치지

는 않지만 립선 내의 smooth muscle cells의 이완을 통해 

증상의 호 을 가져온다.5 반면, 5ARI는 증 이상의 립

선비 증 환자의 치료로 주로 사용되며, 청 DHT를 낮추

어, 립선 용 을 여 증상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6 

Finasteride는 type2 5ARI로 립선 용 을 여 성 요폐 

등의 합병증 발생률을 이고, 수술  치료의 험을 감소

시킨다.7 그러나 finasteride의 사용은 발기부 , 성욕 감퇴, 

사정 장애 등의 성기능장애를 야기할 수 있다.8 Wessells 등9

은 립선 비 증 환자를 상으로 finasteride와 placebo를 

사용한 결과, finasteride 복용 환자의 22%에서 성욕 감퇴, 

발기부 , 사정 장애 등의 성기능 장애 부작용이 나타났다

고 보고하 으며, finasteride 복용 환자의 4%는 이 같은 성

기능 장애 때문에 투약을 지한다는 보고를 하 다. 이러

한 성기능 장애의 개선을 해 최근, Casabe 등10은 립선

비 증 치료로 finasteride와 tadalafil 매일 병용 복용요법에 

한 연구 결과에서, tadalafil과 finasteride를 동시에 투여한 

군이 finasteride 단독 복용군에 비해 성기능 장애 부작용이 

었으며, 복용 에 비해 성기능이 향상되었음을 발표하

다. 

Phosphodiesterase type-5 inhibitor (PDE5-I)의 매일 복용법

은 성기능의 호 뿐 아니라, 배뇨증상의 호 에도 향을 

다는 것이 이미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PDE5-I 매일 

복용 요법은 긴 반감기를 갖는 tadalafil만이 가능하다는 가

설이 리 알려져 있지만, Chung 등11은 비교  짧은 반감기

를 갖는 mirodenafil의 매일 복용이 성기능 호 뿐만 아니라 

배뇨증상 한 호 시켰다고 발표하 다. 이들은 약물의 

장과 조직 내 약물 농도 차이  약물동태학(pharmacoki-

netics), 약역학 요소(pharmacodynamic factors) 등에 의해 짧

은 반감기의 약물일지라도 매일 복용법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발표하 다. 한, Konstantinopoulos 등12은 발기

부  환자를 상으로 sildenafil 매일 복용 후 발기능에 

향을 미치는 molecular markers (endothelin 1, nitric oxide, cy-

clic guanosine monophosphate, thrombomodulin, E-selectin  

vEF)를 측정하 을 때 ET-1, NO, cGMP에서 통계 으로 유

의한 액 내 증가를 찰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 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짧은 반감기를 

보이는 PDE5-I인 sildenafil이지만 매일 복용요법을 통해 성

기능의 호 뿐 아니라 배뇨증상의 호 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 다.

이에 이 연구에서 립선비 증으로 finasteride와 sildena-

fil 매일 병용투여 환자에 있어 안 성  성기능  하부요

로 증상에 미치는 유효성을 확인하고자 하 다.

상  방법

1. 상

이 연구는 2개의 학병원에서 립선비 증의 치료로 

finasteride 5 mg을 복용하던  배뇨증상의 호 이 만족스

럽지 않아 sildenafil 25 mg 매일 복용 요법을 추가 시행하고 

있는 환자나 기 치료로 finasteride 5 mg, sildenafil 25 mg 

매일 복용 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환자의 의무기록을 상

으로 후향  연구를 시행하 다. 연구 시행 에 생명윤리

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 다. 

환자들의 선정 기 으로 (1) 만 45세 이상, (2) 립선비

증으로 진단받은 자, (3) 국제 립선 증상 수 12  이상

인 자, (4) 청 립선특이항원 4 ng/mL 미만인 자, (5) 최

요속(maximal flow rate, Qmax)이 5 mL/sec 과하고 15 

mL/sec 이하인 자, (6) 최근 2년 내 sildenafil과 finasteride 매

일 병용요법을 3개월 이상 시행 받은 환자를 상으로 진행

하 고, 이상반응, 활력징후, 신체검사, 실험실 검사, 5-item 

version of the international index of erectile function (IIEF-5), 

sexual encounter profile (SEP) questions 2 (SEP2) and 3 

(SEP3) 국제 립선증상 수 (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IPSS), IPSS-quality of life (IPSS-QoL), Qmax, 잔뇨량

의 정보가 있는 환자를 상으로 분석하 다. (1) 신경학  

이상이 있는 자, (2) alpha blocker를 동시 복용하는 자, (3) 

립선이나 요도 수술 과거력이 있거나 시행 받은 자, (4) 

요로계 감염이 있는 자는 이 연구에서 제외하 다.

2. 유효성  안 성

환자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약물을 복용하도록 교육하

다. 안정성 평가를 해 발생한 부작용  좌  압과 맥박 

수를 평가하 으며, 약제의 효과를 평가하기 해 IPSS, 

IPSS-QoL, 최 요속, 잔뇨량을 평가하 으며, IIEF-5, SEP2, 

SEP3 한 평가하 다. 병용 투약 시작 시 의 증상, 설문

지 결과와 평가 시 의 검사 결과를 통해 비교 분석하 다.

3. 통계 분석

환자의 IPSS, IPSS-QoL, 최 요속, 잔뇨량  IIEF-5는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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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dverse effects

Adverse effect No. (%)

Headache 9 (4.13)

Flushing 7 (3.21)

Dyspepsia 3 (1.38)

Back pain 1 (0.46)

Dizziness, orthostatic hypotension 1 (0.46)

Death or acute coronary problem 0 (0)

Table 2. Hemodynamic safety analysis

Variable Baseline Posttreatment p-value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125.15±11.66 123.77±11.75 0.145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80.65±7.67 79.28±7.67 0.053

Pulse rate 73.63±9.76 74.11±9.29 0.59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Dependent t-test.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n=218)

Characteristic Value

Age (yr) 62.63±8.37

Body mass index (kg/m
2
) 25.14±2.92

Underlying disease (%)

  Hypertension 91 (41.74)

  Diabetes mellitus 107 (49.08)

Prostate volume on TRUS (mL) 49.79±19.00

Duration of treatment (wk) 18.23±10.9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TRUS: transrectal ultrasonography.

pendent t-test를 이용하 고, SEP2, SEP3의 변화는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평가하 다. 0.05 미만의 p값에서 통계  유

의하다고 단하 다. 통계는 IBM SPSS ver. 18.0 (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 다.

결      과

이 연구에서 분석된 환자는 218명으로 환자의 평균 나이

는 62.63±8.37세 으며, 신체질량지수는 25.14±2.92 kg/m2이

었다. 경직장 음 상 측정된 평균 립선 용 은 49.79± 

19.00 mL 으며, 218명의 평균 투약 기간은 18.23±10.97주

다(Table 1).

약제 복용 과 후 측정한 활력징후는  125.15±11.66 

mmHg/80.65±7.67 mmHg, 73.63±9.76회(수축기 압/이완기

압, 맥박 수) 으며, 치료 후 측정된 활력징후는 123.77± 

11.75 mmHg/123.77±11.75 mmHg, 74.11±9.29회(수축기 압/

이완기 압, 맥박 수) 다(p=0.145, p=0.053, p=0.595) (Table 

2). 약물 부작용으로 9명의 두통, 7명의 홍조, 3명의 소화불

량, 1명의 등쪽의 통증, 1명의 기립성 압이 찰되었다

(Table 3). 

치료  평균 17.56±4.21 의 IPSS 수는 치료 후 11.64± 

5.33 으로 감소되었으며(p＜0.001), IPSS-QoL은 치료  

3.58±1.32 에서 치료 후 1.81±1.15 으로 감소되었다(p＜ 

0.001). IPSS 수  폐색-증상 수는 9.76±3.44에서 

6.16±4.11 으로(p＜0.0001), 장-증상 수는 7.78±3.53

에서 5.45±3.39 으로 감소하 다(p＜0.001).

최 요속은 11.86±2.88 mL/sec에서 15.80±5.28 mL/sec로 

증가하 으며(p＜0.001), 배뇨량 한 221.56±107.47 mL에

서 250.94±102.08 mL로 증가하 다(p=0.002). 반면 잔뇨량

은 52.96±49.69 mL에서 치료 후 48.38±48.86 mL로 감소하

으나 통계  유의하지는 않았다(p=0.079). 

성기능 측면에서는 치료  IIEF-5 수 9.44±5.21에서 치

료 후 12.73±6.81로 증가하 으며(p＜0.001), SEP2 질문에 

‘그 다’라고 답한 비율은 53.21%에서 69.72%로 증가하

으며(p＜0.001), SEP3 질문에 ‘그 다’라고 답한 비율

은 29.36%에서 51.38%로 증가하 다(p＜0.001) (Table 4).

고      찰

립선비 증의 치료로 finasteride와 sildenafil 매일 병용 

투여는 증도의 부작용이 없었으며, 역학 으로 비교  

안 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더욱이 하부요로 증상의 호

은 물론, 성기능의 향상 한 기 해 볼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성욕 감퇴, 발기부  등의 성기능 장애에 

한 부작용에 한 보고는 없었다. Casabe 등10은 6개월간 

립선비 증 환자를 상으로 finasteride, tadalafil 매일 복

용법을 시행하여 354명의 환자  5명의 성기능 장애를 확

인하 다고 보고하 다. 이 연구 결과는 비교  짧은 기간

의 추  찰 자료이며 후향  연구로서 환자별 편견

(patient bias)도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 성욕 감퇴

나 사정 장애에 한 설문지 분석은 못하 으나, 주 인 

불편함에 해 기재된 부분의 평가에서 이에 해 확인된 

부분은 없었다. 

Porst 등13은 립선비 증 환자를 상으로 12주간의 ta-

dalafil 5 mg 매일 복용법에 한 안정성은 평가한 연구를 

발표하 다. 이들은 약제 복용 후 기립성 시험(orthostatic 

test)을 통해 압의 감소와 맥박의 증가 정도를 평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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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icacy of treatment

Variable Baseline Posttreatment p-value

IPSS 17.56±4.21 11.64±5.33 ＜0.001

  Voiding symptom subscore 9.76±3.44 6.16±4.11 ＜0.001

  Storage symptom subscore 7.78±3.53 5.45±3.39 ＜0.001

Quality of life 3.58±1.32 1.81±1.15 ＜0.001

Qmax (mL/sec) 11.86±2.88 15.80±5.28 ＜0.001

Voiding volume (mL) 221.56±107.47 250.94±102.08 0.002

Postvoiding residual volume (mL) 52.96±49.69 48.38±48.86 0.079

IIEF-5 9.44±5.21 12.73±6.81 ＜0.001

SEP Q2, yes 116 (53.21) 152 (69.72) ＜0.001†

SEP Q3, yes 64 (29.36) 112 (51.38) ＜0.001†

Values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IPSS: 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Qmax: maximal flow rate, IIEF-5: 5-item version of the international index of erectile function, 

SEP Q: sexual encounter profile question.

Dependent t-test, 
†Chi-square test.

투약 그룹에서 약 그룹과 비슷한 정도의 역학  변화

가 찰되었다고 발표하 다. 이 연구에서는 기립성 시험 

자료는 없었지만, 방문 시 기록된 압과 심박 수에 해 

평가하 다. 수축기 압에 있어 약간의 감소와 심박 수의 

증가는 찰되었지만 그 차이들이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 

연구에서 총 21명(9.63%)의 부작용이 발생하 으나 그 정

도가 모두 경증이었으며, 기립성 압이 발생한 1명은 

동맥 착과 만성신부 을 갖고 있었으며 내과와 진하에 

치료를 유지하 다.

이 연구에서 후향 으로 분석한 의무기록상 환자들의 평

균 치료 기간은 18.23±10.97주 으며, 최소 12주 이상의 치

료를 받은 환자들을 상으로 평가하 다. Finasteride의 효

과는 6개월 이 에는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

다.14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에서는 비교  짧은 기간의 치

료를 하 음에도 불구하고 배뇨증상의 호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sildenafil과 병용하여 치료를 시행하 기 때문

인 것으로 단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이 의 립선비

증의 치료로 tadalafil 5 mg 매일 복용법의 연구 결과들과 

비교해 도 크게 다른 수치를 보이지 않았다.13,15,16 이 연구

를 통해 sildenafil의 매일 복용법은 비교  짧은 반감기의 

약제일지라도 증상의 개선 효과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 이는 여러 연구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데, 

Konstantinopoulos 등12은 발기부  환자를 상으로 sildena-

fil 매일 복용법 시행 후 발기능에 련된 여러 molecular 

marker들의 유의한 증가를 찰하 다고 보고하 다. Zhao 

등17은 발기부  환자를 상으로 짧은 반감기의 udenafil 매

일 복용 후에도 은 부작용과 발기부  증상의 호 에 효

과 이었다고 발표하 다. 한 Zhao 등18의 다른 연구에서 

립선비 증 환자의 치료로 경요도 립선 제술을 시행

하기  PDE5-I를 투여한 후 수술을 시행하여 반감기가 짧

은 PDE5-I인 udenafil의  약물 농도와 조직 내 농도가 

다름을 발표하 다. Sildenafil과 비슷한 반감기를 보이는 

mirodenafil도 동물연구에서 장의 약물 농도와 해면체의 

약물 농도가 다르며 약물동태학 측정 요소들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발표하 다.19 이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짧

은 반감기를 보이는 약물의 매일 복용법이 단순  약물 

농도의 반감기만으로 그 효과가 없다고 단할 수 없을 것

이다. 한, 약물의 분포, 생물학  이용도, 재흡수 등의 약

역학 요소에 의해서 짧은 반감기의 약물일지라도 매일 복

용법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20 한편, 항생제의 를 보면 

postantibiotic effect-sub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effect

가 존재한다. 이는 항생제의  농도가 최소 억제 농도 

이하에 있다고 하여도 세균의 성장 속도를 늦추고 형태학

 변화를 일으키며 항생제 투여 후 효과를 증가시키는 기

이다.21 이 같은 이론은 항생제뿐 아니라 PDE5-Is도 최소 

유효 농도 이하에서 인체에 미치는 향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이 연구에서도 silde-

nafil의 매일 복용이 성기능 향상을 보 으며, 하부요로 증

상의 호 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단한다.

이 연구의 한계로는 조군이 없는 후향  연구인 , 복

합요법 시행  finasteride의 wash out 기간의 부재, 항콜린

제제 등 배뇨에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약제를 통제하지 못함, 

비교  짧은 찰 기간을 들 수 있다. 약제 복용 시간  

기간이 각 환자에서 일정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투약의 효

과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단한다. 한, 후향  연구로 

도 에 도 탈락된 환자가 포함되지 않아 과 평가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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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 도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finas-

teride와 sildenafil의 매일 복용법에 한 첫 보고로 병용 요

법이 finasteride 복용  기에 배뇨증상을 호 시킬 수 있

다는 과 5ARI의 성기능 장애 부작용을 일 수 있는 가능

성을 확인하 다는 이 이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향후 

향  약, 단일제제 조, 무작  조군 연구를 진행한

다면 이 방법에 한 더 정확한 효과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상한다. 

결      론

립선비 증의 치료로 finasteride와 sildenafil 매일 병용

투여는 역학 으로 큰 부작용 없었으며, 성기능의 향상

과 하부요로 증상의 호 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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