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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음경의 특성에 따른 조루증  발기능을 비교하고자 하 다. 99명의 성인 남성은 음경의 특성, 조루

증, 발기능에 한 설문조사에 응답하 다. 설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락이 있거나 불완 한 응답을 제외한 69명

의 설문을 분석하 다. 수집한 모든 데이터는 SPSS 22를 이용하여 독립 t 검정, 카이제곱 검정을 통하여 확인하

다. 연구 결과, 귀두가 음경보다 더 굵은 유형은 비슷한 유형과 비교하여 주  조루, 객  조루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05). 주  조루인 자는 없는 자와 비교하여 객  조루, 치료의향, 성교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p<.05). 객  조루의 유무, 조루증 치료의향의 유무, 결혼 유무는 성교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05). 경제 수 이 높은 자는 보통 는 낮은 자와 비교하여 발기능 자신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본 조사연구의 결과는 음경의 특성에 따른 조루  발기능은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하며, 조루증과 발기능 

장애가 있는 남성의 성기능 재활을 한 재 로그램 개발의 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compare premature ejaculation and erectile function according to penile characteristics. 99 adult men responded to a questionnaire 

on penile characteristics, premature ejaculation and erectile function. In the questionnaire survey, 69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except missing or 

incomplete answers. All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independent t test, Chi-square test using SPSS 22. Glans > penis typ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subjective premature ejaculation and objective premature ejaculation compared to Glans ≑ penis type (p <.05). Men with subjective 

premature ejaculat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objective premature ejaculation, treatment intent, and satisfaction compared to men without 

subjective premature ejaculation (p <.05). Presence of objective premature ejaculation, presence of treatment intent, and marital statu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satisfaction (p <.05). In economic status, high was significantly different in confidence for erectile function compared to middle or low (p <.05).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premature ejaculation and erectile function according to the penile characteristic may be different and may be used 

as a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an intervention program for sexual rehabilitation of men with premature ejaculation and erectile dys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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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헬스 어(health care)는 의료서비스와 질병의 방

을 통합한 개념으로써 반 인 건강과 련된 리

를 의미한다[1]. 헬스 어 역은 보건의료분야에서 

매우 범 하며,  사회에서 인간의 삶의 질과 

련된 분야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2]. 이 에서 성과 

련된 헬스 어 역은 다른 역에 비해 겉으로 드

러내기가 쉽지 않다. 이는 한국의 유교문화와 양반문

화와 같은 동양 문화권에서 성을 바라보는 인식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한다[3]. 

인간에서 성은 은 하면서도 가장 기본  욕구이

며, 삶의 질과 한 연 이 있다. 인간의 성 행동은 

자신이 갖고 있는 성에 한 생각, 태도, 가치  등의 

다양한 삶의 자세를 담고 있다[4]. 성의 목 은 단순

히 성욕을 충족하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육체

, 정신 , 사회  성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5]. 육

체 , 정신 으로 성숙한 사람에서 성은 육체  정신

인 성 정체감 형성에 정 인 결과를 가져오며, 수

용 인 태도를 보이게 한다[6]. 올바른 성 정체감 형

성은 여성과 남성의 성 행동에 있어서 도덕  합리

 인식을 갖도록 한다.

한민국 남성의 성기능 장애는 발기부 과 조루증

과 같은 사정장애와 련된 질환이 매우 높다고 보고

되었다[7]. 남성의 성기능 장애는 우울증, 삶의 질과 

높은 연 이 있으며, 좌   자신감 상실을 래하며

[8],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사유가 되기도 한다[9]. 

성기능 장애는 심  기능뿐만 아니라 골반통증과 

같은 신체기능, 그리고 스트 스, 우울과 같은 심리

인 문제와도 한 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10-12]. 그러나, 성기능 장애에 한 평가는 성 계 

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다른 질환보다 측정이 까다

롭다는 단 이 있다. 

발기부 (erectile dysfunction)의 정의는 발기를 얻

거나 유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만족스럽지 못한 성 

생활로 정의한다[13]. 발기부 의 유병률은 세계

으로 35∼50%로 보고되었으며[14], 국내 연구에서는 

20세에서 80세 사이의 성인에서 36.6%∼53.3%로 보

고되었다[15,16]. 발기부 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성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발기부

과 련있는 요인들은 흡연, 운동, 우울, 고 압, 스트

스 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17]. Lee 등[17]은 한국 

남성의 발기부  유병률은 34.2% 으며, 나이가 많을

수록, 우울이 심할수록, 교육수 이 낮을수록 발기부

의 험이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 

조루증(premature ejaculation)은 지속 이고 반복

인 최소한의 성  자극에도 삽입직 이나 직후에 

원하지 않는 사정이 되는 경우로 정의한다[18]. 조루

증의 원인은 잘못된 성행  습 , 사정 억제 추의 기

능 하, 립선염 는 요도염, 정신  문제 등으로 

다양하지만, 명확한 기 은 밝 지지 않았다[19]. 조루

증은 성교시 사정 시간에 따라서 진단기 이 구분되

는데, 질내 삽입  는 삽입 직후, 삽입 후 30 에

서 15분 이내로 연구마다 매우 다양하다[19,20]. 즉, 

조루증은 남성의 성 기능 장애에서 높은 비 을 차지

하지만 다소 주 이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이 어렵

다. Park 등[21]은 일반 성인 남성 500명을 상으로 

조루증의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41%가 조루증을 경

험하고 있다고 하 다.

나라를 막론하고 남성이 큰 음경을 갖고자 하는 욕

망은 내재 으로 존재한다. 음경은 약 11세경인 사춘

기부터 커지기 시작하여 13세 정도에 빠르게 발육하

며, 21세 정도가 되면 발육이 끝나게 된다[22]. Lever 

등[23]은 비뇨기과 문의와 심리치료사는 음경의 크

기에 해 만족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자주 하지만 

이러한 환자들  음경의 크기는 일반 인 범주에 속

한다고 하 다. 이 듯 남성은 부분 자신의 음경의 

크기가 작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음경의 크기

가 클수록 트 를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

는 경향이 있다[24]. 

음경의 크기에 한 연구는 국내  국외 모두 미

흡하게 보고되었다. 한국인의 음경의 크기에 한 연

구로는 Park 등[25]은 309명의 성인 남성을 상으로 

안정시 음경의 길이와 둘 를 측정한 결과, 

7.76±1.19cm와 9.02±1.16cm라고 보고하 다. 국외 연

구로는 Wessells 등[26]은 미국남성의 안정시 음경의 

길이는 평균 8.8cm라고 보고하 는데, 이는 한국인과 

비교하여 1cm 더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기능에 한 설문조사는 은 한 역인 만큼 

상자를 직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인터넷  

SNS(: Social Network Services)를 이용한 설문은 익

명이 보장된다는 이 이 있다[27]. 특히, 음경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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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 인 내용과 련된 조사연구는 종종 인터넷 이

메일을 이용하기도 한다[23,28]. 이는 아마도 연구자와  

직  면  설문이나 참여자들 사이에 면하기가 

껄끄러운 면이 있기 때문이다. 

지 까지 보고한 음경 형태에 한 연구는 부분 

크기  둘 에 한 연구만 보고하 다. 즉, 음경 길

이와 둘 에 한 연구는 몇몇 보고되었으나[25,26], 

음경 형태에 따른 연구는 부 가 매우 은 한 곳인 

만큼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음경의 특성에 따른 조루증  발기

능을 비교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구체 인 연구 문

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경의 특성에 따른 조루증, 발기능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조루증의 유무에 따른 발기능은 차이가 있는

가?

셋째, 조루증 치료의향에 따른 발기능은 차이가 있

는가?

넷째, 인구학  특성에 따른 조루증  발기능은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2.1 조사 상

본 연구는 인터넷  스마트폰 SNS의 설문을 통한 

성인 남성 69명을 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기간은 

2017년 5월 26일부터 2017년 6월 15일까지 실시하

다. 본 설문은 익명성을 보장하기 하여 응답자의 일

반  특성에 한 내용은 모두 명목변수로 하 다. 설

문시작 , 설문에 응답한 자료는 연구목 을 제외하

고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을 것을 설명하 다. 

모든 응답자는 자발 으로 설문에 응하 다. 

2.2 평가측정

2.2.1 음경의 특성(Penile Characteristic)

본 연구에서는 음경의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음

경의 길이, 둘 , 유형을 측정하 다. 음경의 길이  

둘  측정은 이  연구들에서 보고한 일반 인 방법

을 실시하 으며[21], 자를 통하여 자가평가를 하도

록 하 다[29]. 측정방법은 음경 배측(dorsal)의 치골

음경피부 합부(pubo-penile skin junction)에서 음경 

귀두의 첨단부(apex)까지 측정하도록 하 으며, 둘

는 음경 간부 와 음경의 기 (base)부 를 측정하

도록 하 다. 측정 동안 기치 못한 발기가 발생할 

경우, 안정을 취한 뒤 재 측정할 것을 명시하 다. 음

경의 유형을 평가하기 하여 주 으로 3가지로 구

분하도록 하 다. 3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귀

두와 음경의 굵기가 비슷한 유형, 둘째, 귀두가 음경

보다 굵은 유형, 셋째, 음경이 귀두보다 굵은 유형으

로 구분하여 설문에 제시하 다.

2.2.2 조루증(Premature Ejaculation)과 치료의향

본 연구에서는 조루증 수 과 치료의향을 확인하

다. 응답자의 조루증 수 을 측정하기 하여 Park 

[21]등의 연구에서 조루증을 확인하기 해 사용하

던 검사  2번, 3번 항목을 사용하 다. 두 항목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얼마나 자주 상 방에게 삽입하기 

이 에 사정을 하 는가?”, “삽입 후 사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략 몇 분인가?” 자의 질문에 한 응답은 

‘ ’ 는 ‘아니오’로 답하도록 하 다. 후자의 질문에 

한 응답은 5분 미만과 5분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  연구를 기반으로 삽입 후 

사정까지 걸리는 시간 5분을 기 으로 설정하 으며

[21], 이를 ‘객  조루증’으로 조작  정의하 다. 그

리고 조루증의 치료의향을 알아보기 하여 한 가지 

질문을 추가하 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약 조

루증이 있다면, 조루증 개선을 한 운동법을 시도해 

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2.2.3 발기능 지수-5(International Index of Erectile 

Function-5 : IIEF-5)

발기능 지수-5는 응답자의 발기능을 확인하기 

하여 사용하 다. 발기능 지수-5는 15문항의 국제 발

기능 지수(International Index of Erectile Function : 

IIEF)를 5개 항목으로 축소한 척도이다[30]. 이 척도

는 5 문항 당 1∼5 으로 채 하며, 항목은 발기능력

(ability), 발기 지속빈도(persistence frequency), 발기

유지능력(maintenance), 발기 자신감(confidence), 성 

계 만족감(satisfaction)으로 구분하고 총 으로 평

가한다. 총 이 22∼25 은 정상, 17∼21 은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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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본 연구의 차
Fig. 1 Procedure of this study

기능장애, 12∼16 은 경 등도 기능장애, 8∼11 은 

등도 기능장애, 5∼7 은 심각한 기능장애로 구분한

다. 본 연구에서는 Chung [31]등이 신뢰도와 타당도

를 확인한 한국  발기능 지수-5를 사용하 다. 발기

능 지수-5는 발기능 정도를 확인하기 해 일반 으

로 리 사용되는 도구이다.

2.3 차

인터넷  스마트폰 SNS의 설문을 수행하기 하

여 본 연구자들은 SNS와 이메일을 통하여 20∼30  

성인 남성에게 269건의 설문지를 송하 다. 이  

참여한 모든 응답자는 99명이었고 설문내용  락

이 있거나 불완 한 응답이 있었던 경우, 체크한 항목

이 모두 동일한 경우는 제외하 다. 그 결과, 30건이 

배제되었으며, 총 69건의 응답이 분석되었다. 본 연구

의 차는 아래와 같다[그림1].

2.4 통계분석

수집한 모든 자료는 SPSS 22 version으로 분석하

다. 응답자의 인구학   성 특성과 련된 변수의 

평균과 표 편차  빈도는 기술통계를 통해 서술하

다. 인구학  특성  음경 특성에 따른 조루증, 치

료의향, 발기능을 비교하기 하여 독립 t 검정, 카이

제곱 검정을 사용하 다. 

독립 t 검정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1). 

 










  
   (1)  

두 표본평균의의 차  의 평균과 분산  표

오차는 아래와 같다.

평균:     

분산: Var( )









 







표 오차: s.e( )








에서 는  
  

  으로 공통분산이라 하며, 

는 공통표 편차이다.

본 연구의 유의수  알 는 .05로 설정하 다.

Ⅲ. 결과
 

3.1 응답자의 인구학   성 특성  

69명 응답자의 인구학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

의 나이는 20 가 29명(42%), 30 가 40명(58%)이었다. 

결혼 유무는 미혼이 25명(36.2%), 기혼이 44명(56.5%)이

었다. 경제  수 은 높은 자가 30명(43.5%), 39명

(56.5%)이었다. 응답자의 음경 길이, 간둘 , 기 부 둘

는 각각 7.89±1.63cm, 8.88±2.00cm, 7.03±1.75cm이었다. 

음경의 유형은 귀두가 음경보다 더 굵은 유형이 25명

(36.2%), 귀두와 음경의 굵기가 비슷한 유형이 44명

(63.8%)로 비슷한 유형이 더 많았다. 음경이 귀두보다 더 

굵은 유형은 없었다. 응답자의 조루증에 한 설문에서 

주  조루증이 있다고 한 자는 12명(17.4%), 없다고 한 

자는 57명(82.6%)이었다. 성교  사정은 가끔 있다고 한 

자가 6명(8.7%), 없다고 한 자가 63명(91.3%)이었다. 객

 조루증을 의미하는 삽입 후 성교시간이 5분 미만인 

자는 15명(21.7%), 5분 이상인 자가 54명(78.3%)이었다. 

“만약 조루증이 있다면, 조루증 개선을 한 운동법을 

시도해 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라는 답으로 있다고 

한 자는 52명(75.4%), 없다고 한 자가 17명(24.6%)이었

다. 응답자의 발기능은 20.91±2.48이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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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응답자의 인구학   성 특성 
Table 1. Sexual characteristic and Demographic of responders

Responders (n=69)

n(%) mean±SD

Age (years)
20∼29 29(42) 

30∼39 40(58)

Marital status
Unmarried 25(36.2)

Married 44(63.8)

Economic status
High 30(43.5)

Middle or low 39(56.5)

Penile 
characteristic

Size

Length 7.89±1.63

Middle girth 8.88±2.00

Base girth 7.03±1.75

Penile types
(girth)

Glans > penis 25(36.2)

Glans ≑ penis 44(63.8)

Glans < penis 0

Premature 
ejaculation

Subjective 
premature 
ejaculation

Yes 12(17.4)

No 57(82.6)

Ejaculation 
before sexual 
intercourse

Sometimes 6(8.7)

No 63(91.3)

Objective 
premature 
ejaculation

< 5 min 15(21.7)

≥ 5 min 54(78.3)

Treatment 
intent

Yes 52(75.4)

No 17(24.6)

Erectile function

Total score 20.91±2.48

Ability 4.62±0.57

Persistence frequency 4.54±0.58

Maintenance 4.41±0.67

Confidence 3.59±0.83

Satisfaction 3.75±0.79

Values are expressed as n(%) or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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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음경 유형에 따른 조루증  치료의향, 발기

능 비교

주  조루증  객  조루증은 귀두가 음경보

다 큰 유형이 비슷한 유형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비

율을 보 다(p<.05). 그 외 다른 항목은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p>.05)[표 2].

표 2. 음경 유형에 따른 조루증  치료의향, 발기능 비교
Table 2. Comparisons of premature ejaculation, treatment intent, and erectile function according to penile 

type

Glans ≑ penis (n=44) Glans > penis (n=25) p

Subjective 
premature ejaculation

Yes 3(6.8) 9(36)
.002**

No 41(93.2) 16(64)

Ejaculation before 
sexual intercourse

Sometimes 2(4.5) 4(16)
.105

No 42(95.5) 21(84)

Objective premature 
ejaculation

< 5 min 6(13.6) 9(36)
.030*

≥ 5 min 38(86.4) 16(64)

Treatment intent
Yes 30(68.2) 22(88)

.066
No 14(31.8) 3(12)

Erectile function

Total score 21.25±2.63 20.32±2.10 .135

Ability 4.64±0.61 4.60±0.50 .802

Persistence 
frequency

4.61±0.62 4.40±0.50 .145

Maintenance 4.48±0.70 4.25±0.61 .243

Confidence 3.64±0.89 3.52±0.71 .579

Satisfaction 3.89±0.84 3.52±0.65 .065

Values are expressed as n(%) or mean±SD.
*p<.05, **p<.01,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3.3 주  조루의 유무에 따른 조루증  치료

의향, 발기능 비교

주  조루인 자는 아닌 자보다 객  조루에서 

더 높은 비 을 차지하 으며, 치료의향에서도 유의하

게 더 치료를 원하고 있었다. 발기능의 하 항목인 성

교 만족도에서 주  조루인 사람이 아닌 사람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05). 그 외 다른 항목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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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객  조루증 유무에 따른 성교  사정  치료의향, 발기능 비교
Table 4. Comparisons of ejaculation before sexual intercourse, treatment intent, and erectile function 

according to objective premature ejaculation

Yes (n=15) No (n=54) p

Ejaculation before 
sexual intercourse

Sometimes 3(20) 3(5.6)
.079

No 12(80) 51(94.4)

Treatment intent
Yes 11(73.3) 41(75.9)

.837
No 4(26.7) 13(24.1)

Erectile function

Total score 20.40±1.96 21.06±2.60 .369

Ability 4.67±0.49 4.61±0.60 .742

Persistence 
frequency

4.53±0.52 4.54±0.61 .983

Maintenance 4.47±0.52 4.39±0.71 .694

Confidence 3.53±0.64 3.61±0.88 .750

표 3. 주  조루의 유무에 따른 조루증  치료의향, 발기능 비교
Table 3. Comparisons of premature ejaculation, treatment intent, and erectile function according to 

subjective premature ejaculation

Yes (n=12) No (n=57) p

Ejaculation before 
sexual intercourse

Sometimes 2(16.7) 4(7)
.281

No 10(83.3) 53(93)

Objective premature 
ejaculation

< 5 min 6(50) 9(15.8)
.009**

≥ 5 min 6(50) 48(84.2)

Treatment intent
Yes 12(100) 40(70.2)

.029*
No 0(0) 17(29.8)

Erectile function

Total score 19.83±1.70 21.14±2.57 .097

Ability 4.67±0.49 4.61±0.59 .774

Persistence 
frequency

4.33±0.49 4.58±0.60 .187

Maintenance 4.33±0.49 4.42±0.71 .684

Confidence 3.50±0.67 3.61±0.86 .668

Satisfaction 3.00±0.60 3.91±0.74 <.001**

Values are expressed as n(%) or mean±SD.
*p<.05, **p<.01,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3.4 조루증 유무에 따른 성교  사정  치료의

향, 발기능 비교

객  조루가 있는 자는 없는 자보다 성교 만족도

에서 유의하게 낮았다(p<.05). 그 외 다른 항목은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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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sfaction 3.20±0.68 3.91±0.76 .002**

Values are expressed as n(%) or mean±SD.
*p<.05, **p<.01,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표 5. 조루증 치료 의향 유무에 따른 발기능 비교
Table 5. Comparisons of erectile function according to treatment intent

Yes (n=52) No (n=17) p

Erectile function

Total score 20.58±2.49 21.94±2.19 .097

Ability 4.56±0.61 4.82±0.39 .774

Persistence 
frequency

4.48±0.61 4.71±0.47 .187

Maintenance 4.35±0.68 4.59±0.62 .684

Confidence 3.52±0.85 3.82±0.73 .668

Satisfaction 3.67±0.81 4.00±0.71 <.001**

Values are expressed as n(%) or mean±SD.
*p<.05, **p<.01,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표 6. 결혼 유무에 따른 조루증  치료의향, 발기능 비교
Table 6. Comparisons of premature ejaculation, treatment intent, and erectile function according to 

marital status

Married (n=25) Unmarried (n=44) p

Objective premature 
ejaculation

< 5 min 3(12) 12(27.3)

.139

≥ 5 min 22(88) 32(72.7)

3.5 조루증 치료의향 유무에 따른 발기능 비교

조루증 치료의향이 있는 자는 없는 자와 비교하여 

성교 만족도에서 유의하게 낮았다(p<.05). 그 외 다른 

항목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표 5].

3.6 결혼 유무에 따른 조루증  치료의향, 발기

능 비교

기혼인 자는 미혼인 자와 비교하여 성교 만족도에

서 유의하게 더 낮았다(p<.05). 그 외 다른 항목은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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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경제 수 에 따른 조루증  치료의향, 발기능 비교
Table 7. Comparisons of premature ejaculation, treatment intent, and erectile function according to 

economic status

High (n=30) Middle or low (n=39) p

Objective premature 
ejaculation

< 5 min 4(13.3) 11(28.2)
.138

≥ 5 min 26(86.7) 28(71.8)

Treatment intent
Yes 20(66.7) 32(82.1)

.142
No 10(33.3) 7(17.9)

Erectile function

Total score 21.23±2.79 20.67±2.22 .350

Ability 4.57±0.63 4.67±0.53 .475

Persistence 
frequency

4.50±0.63 4.56±0.55 .654

Retention 4.43±0.68 4.38±0.67 .767

Confidence 3.87±0.82 3.38±0.78 .015*

Satisfaction 3.87±0.82 3.67±0.77 .303

Values are expressed as n(%) or mean±SD.
*p<.05, **p<.01,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Treatment intent

Yes 22(88) 30(68.2)

.066

No 3(12) 14(31.8)

Erectile function

Total score 20.92±2.23 20.91±2.63 .339

Ability 4.72±0.46 4.57±0.62 .292

Persistence 
frequency

4.60±0.50 4.50±0.63 .498

Maintenance 4.44±0.58 4.39±0.72 .752

Confidence 3.68±0.75 3.55±0.87 .521

Satisfaction 3.48±0.77 3.91±0.77 .030*

Values are expressed as n(%) or mean±SD.
*p<.05, **p<.01,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3.7 경제 수 에 따른 조루증  치료의향, 발기

능 비교

경제 수 이 높은 자는 간 는 낮은 자와 비교

하여 발기능의 하  항목인 발기 자신감에서 유의하

게 높았다(p<.05). 그 외 다른 항목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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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선행연구에서 음경 형태에 한 연구는 부분 크

기  둘 에 해서만 확인하 다[25,26]. 음경 형태

와 같은 특징과 련된 연구는 은 한 부 인 만큼 

연구하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부족한 실정이었

다. 이에 본 자들은 음경의 특성에 따른 조루증  

발기능을 비교하고자 하 다.

첫 번째 연구 결과[표 1], 본 연구에서 69명 응답

자의 음경 길이, 간둘 , 기 부 둘 는 각각 

7.89±1.63cm, 8.88±2.00cm, 7.03±1.75cm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Park 등[25]의 연구에서 309명 남성을 

상으로 안정시 음경의 길이  둘 를 측정한 수치

와 비슷하 는데, 이들의 연구에서는 길이와 둘 가 

7.76±1.19cm, 9.02±1.16cm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Park 등[25]의 연구 상자 연령 는 서로 차이가 있

었으나, 나이에 따른 음경의 길이  둘  차이는 없

다고 하 다[32]. 응답자의 36.2%는 귀두가 음경보다 

더 굵은 유형이었으며, 63.8%는 귀두와 음경이 비슷

한 유형이었고 음경이 귀두보다 더 굵은 유형은 없었

다. 이러한 결과는 귀두와 음경의 굵기가 비슷한 유

형이 한민국 남성의 일반 인 음경 형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  조루증이 있다고 보고한 응

답자의 비율은 17.4%로 나타났으며, 삽입 후 성교시

간 5분을 기 으로 조루증을 구분하 을 때, 21.7%가 

조루증으로 나타났다. 즉, 주  조루증보다 실제 조

루증의 비율이 4.3% 더 높게 확인되었다. 응답자에 

한 조루증 치료의향 비율은 75.4%로 정 인 반

응을 보 다. 그리고 모든 응답자의 발기능 평균은 

20.91±2.48 으로 정상에 가깝지만 경미한 발기능 장

애로 나타났다. 

두 번째 연구 결과[표 2], 주  조루의 호소율은 

36%와 6.8%로 귀두가 음경보다 큰 유형이 귀두와 

음경이 비슷한 유형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 한, 

성교시간에서 5분 미만인 자의 비율(객  조루증)

은 36%와 13.6%로 귀두가 음경보다 더 굵은 유형이 

귀두와 음경이 비슷한 유형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귀두의 굵기가 굵을수록 조루의 정도

가 더 심함을 의미한다. Sohn 등[33]은 조루증 환자 

22명과 정상인 13명을 상으로 음경 귀두부의 감각

수 을 확인한 결과, 조루증 환자가 정상인보다 귀부

두의 감각이 더 과민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Xin 등

[34]은 60명의 조루증 환자와 정상인 66명의 음경 귀

두부의 진동에 한 감각 수 을 측정한 결과, 조루

증 환자가 정인상인보다 유의하게 더 민하다고 하

다. 한, Xin 등[35]의 연구에서도 나이와 계없

이 조루증 환자는 정상인보다 음경귀두와 체부의 감

각과민이 있음을 보고하 다. 이  세 연구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귀두의 굵기가 음경보다 더 굵은 유형이 

비슷한 유형보다 조루증에서 더 많은 비율을 나타낸 

결과를 뒷받침한다[33-35]. 귀두가 굵으면 성교 동안 

질과 마찰하는 강도가 강하게 되며, 이는 상 으로 

귀두가 작은 자보다 굵은 자에서 더 많은 감각입력을 

받는다. 즉, 귀두가 굵은 유형은 감각과민과 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루증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보고되었는

데[18-21], 조루증은 한 가지 원인으로만 나타나는 것

이 아니라 2개 이상의 문제가 복합 으로 나타난다고 

하 다[20]. 과거에는 심리학 인 에서 조루증을 

단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기질 인 원인이 

요하다고 밝 지고 있다. Schapiro [18]는 조루증이 

잘못된 성행 , 호르몬의 문제, 립선염 는 요도

염, 말 신경의 과민반응과 같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

생한다고 하 다. 조루증의 원인  말 신경의 과민

반응에 해서 살펴보면, 음경 귀두부의 감각과민이 

조루증의 원인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33-36]. 귀두

의 감각과민은 과민한 신경충동이 사정 추를 흥분

시키고 사정반사(ejaculatory reflex)를 빠르게 발생시

킨다[36]. 본 자들은 우리의 연구에서 음경 유형에 

따른 조루증이 차이가 있다는 새로운 사실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 있다.

주  조루와 객  조루는 귀두가 음경보다 더 

큰 유형에서는 일치하 으나, 귀두와 음경이 비슷한 

유형에서는 객  조루가 주  조루보다 2배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조루증을 가진 사람

은 실제로 자신이 조루증인 것에 해서 용납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조루증이 있는 남

성은 성 트 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 이며, 성교에 한 만족감뿐만 아니라 자신감

이 감소되어 있다[21]. 이는 객  조루가 주  조

루보다 2배 더 높은 결과를 보인 이유일 것으로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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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두가 음경보다 굵은 유형은 귀두와 음경이 비슷

한 유형과 비교하여 조루에 한 치료의향에서 유의

하게 더 높은 경향을 보 다(p=.066). 한, 발기능의 

발기 자신감에서 귀두가 굵은 유형이 비슷한 유형보

다 낮은 경향을 보 다(p=.065). 종합하면, 귀두가 음

경보다 굵은 유형이 조루증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

으므로 조루에 한 치료의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단할 수 있으며, 귀두가 더 굵은 유형에서 조루증

의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발기능 자신감에서

도 낮은 경향을 보인 것으로 생각한다.

세 번째 연구 결과[표 3], 주  조루증을 호소한 

자와 호소하지 않은 자를 비교하 을 때, 삽입 후 성

교시간 5분을 기 으로 한 객  조루는 유의한 차

이를 보 다. 흥미로운 사실은 주  조루가 없다고 

보고한 사람의 15.8%는 객  조루증을 가지고 있

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조루증의 진단기

이 명확치가 않기 때문이다. 조루증의 진단을 시간

에 따라서는 음경의 질내 삽입 , 직후, 삽입 후 30

, 1분, 2분, 5분, 10분 이내 사정과 같이 다양한 기

이 있으며, 왕복 운동 횟수에 따라서는 10회에서 

15회 이내에 사정하는 경우를 기 으로 제시하고 있

다[19,20]. 이러한 조루증의 진단기 이 다양하게 제

시되고 있기 때문에 주  조루가 없다고 응답한 

15.8%가 객  조루증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한다. 

한, 주  조루를 호소한 자는 호소하지 않은 자

와 비교하여 발기능 총 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하

항목인 성교 만족도에서 유의하게 더 낮았다.

네 번째 연구 결과[표 4], 삽입 후 성교시간 5분을 

기 으로 구분한 객  조루증에서 조루증이 있었던 

자는 없었던 자보다 발기능의 하 항목인 성교 만족

도에서 유의하게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주  

조루에서 확인한 결과와 유사하 다. Han 등[37]은 

조루증이 있는 사람들이 성교 동안 사정을 지연시키

기 하여 성 계와 련이 없는 엉뚱한 생각을 한다

고 하 다. 를 들면, 스포츠, 일상에서 있었던 일, 

슬  상황과 같은 생각을 통하여 흥분을 이려는 노

력을 하며, 조루증이 있는 사람은 콘돔을 2개를 사용

한다거나 마취 연고를 사용하기도 하며, 트 와 성

계  자 행 로 사정을 하여 성교시간의 연장을 

하여 노력하기도 한다고 하 다. 이 듯 조루증을 

가진 사람들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상인과 

비교하여 성 계 만족도는 더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 번째 연구 결과[표 5], 조루증 치료의향이 있

는 자는 없는 자와 비교하여 발기능의 하 항목인 성

교 만족도에서 유의하게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 응답한 20 , 30  상자들이 성교 만족

도에 불만족하고 있으며, 조루증 치료  운동에 

한 요구가 충분히 있음을 의미한다. Kam과 Lee[38]

는 조루증의 행동  치료법  움켜쥐기(squeeze 

technique), 정지시작법(stop-start technique)이 정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 으며, 최근에는 겔 운동

(Kegel exercise)이 성기능 장애의 방에 도움이 되

며, 조루증의 치료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 주장하

다[39]. 추후에 조루증 환자에게 운동의 효과 확인한

다면, 성 재활과 련된 운동에 한 다양한 재법 

개발과 근거마련에 도움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다.

여섯 번째 연구 결과[표 6], 기혼인 자는 미혼인 

자와 비교하여 성교 만족도가 유의하게 더 낮았다. 

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지만, 기혼인 자는 

미혼인 자보다 약 20% 더 많은 비율로 조루개선을 

한 운동방법이 필요하다고 하 는데, 이 비율은 유

의한 경향을 보 다(p=.066). 이 결과는 기혼인 자는 

부부 계를 하고 있으므로 조루증 개선을 더 요

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종합하

면 본 연구의 응답자 수가 었던 을 고려했을 때, 

기혼인 자에게 조루와 련된 재활 근이 더 시 한 

문제인 것을 제시하는 바이다. 

일곱 번째 연구 결과[표 7], 경제 수 이 높은 자

는 경제수 이 보통 는 낮은 자보다 발기능 자신감

에서 유의하게 더 높았다. 여성을 상으로 성기능을 

조사한 Moon 등[40]의 연구에서 경제 수 에 따른 

성기능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경제  수 이 높

은 군이 낮은 군보다 성  흥분, 질 분비액, 성 만족

도와 같은 성기능에서 더 좋은 기능을 갖고 있었다. 

남성을 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발기능 자신감에

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 다.

본 연구의 제한 은 첫째, 설문에 응한 상자는 

20 와 30 의 다소 국한된 자들을 상으로 하 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국내에서 실시된 음경 유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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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발기능을 알아본 첫 번째 연구라는 과 성

기능과 련된 연구는 쉽지 않다는 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의 가치를 높게 둘 수 있다. 둘째, 본 연구 설

계는 횡단  단면 연구 으므로 종속변수들 사이에 

인과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추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상자에게 종단 연구를 통하여 각 종속변수 사이에 

인과 계를 분석한다면 더욱 질 높은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음경의 특성에 따른 조루증  발기능을 

비교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경 유형에 따른 조루증, 치료의향  발기

능 비교는 주  조루, 삽입 후 성교시간 5분을 기

으로 한 조루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둘째, 주  조루증 유무에 따른 조루증, 치료의

향  발기능 비교는 삽입 후 성교시간 5분을 기 으

로 한 조루증, 치료의향, 발기능의 하 항목인 성교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셋째, 삽입 후 성교시간 5분을 기 으로 조루증 유

무에 따른 성교  사정  발기능 비교는 조루증이 

있는 자는 조루증이 없는 자보다 발기능의 하 항목

인 성교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넷째, 조루증 치료의향에 따른 조루증  발기능 

비교는 치료의향이 있는 자는 없는 자보다 발기능의 

하 항목인 성교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

다섯째, 결혼 유무에 따른 조루증  치료의향, 발

기능 비교는 기혼인 자는 미혼인 자보다 발기능의 하

항목인 성교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

마지막으로, 경제수 에 따른 조루증  치료의향, 

발기능 비교는 경제수 이 높은 자가 보통 는 낮은 

자보다 발기능의 하 항목인 자신감에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p<.05).

본 연구의 결과는 성인 남성의 음경 특성에 따른 

조루증  발기능은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조

루증과 발기능 장애가 있는 남성을 한 성 재활 

로그램 개발의 기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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