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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음경골절은 발기상태에서 음경해면체의 백막이 외상으

로 인하여 손상되는 질환으로 주로 성교, 자위, 발기상태에

서의 외상 등에 의해 발생되며 파열음과 음경동통, 종창 및 

만곡을 동반하게 된다. 음경골절의 진단은 대부분 문진과 

신체검사만으로 충분하나 진단이 애매한 경우, 음경 초음

파나 음경해면체 조 술, 자기공명 상술을 시행할 수 있

고
1-4
 요도손상이 의심되는 경우는 역행성 요도조 술을 시

행하기도 한다.
5
 치료는 조기수술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합

병증으로는 발기부전, 음경의 섬유화 결절, 삭대, 발기 시의 

동통 등이 있을 수 있다.6-9

  음경골절은 지금까지 여러 문헌에서 기술이 되었지만 발

기능력과 성생활에 차이가 있는
10
 청, 장년층과 중, 노년층

의 임상양상의 비교는 보고된 바가 없다. 이에 저자들은 최

근 10여년 동안 인천 및 경기 남부 지역의 음경골절 환자 

52명을 대상으로 환자의 연령에 따라 임상양상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1992년 12월부터 2003년 6월까지 가천의대 길병원 및 아

주대 병원의 비뇨기과 또는 응급실을 통하여 내원, 임상적

음경골절 환자에서 연령에 따른 임상 양상의 비교

Different Clinical Manifestations of Penile Fracture 
According to Patients Age

Ho Hun Jeong, Jong Bo Choi1, Jong Bouk Lee
From the Department of Urology, Gachon Medical School, Incheon and 1Ajou Unive-
rsity College of Medicine, Suwon, Korea 

Purpose: Penile fracture is a traumatic injury of the tunica albuginea of the 
corpus cavernosum during the erectile state.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evaluate whether the differences of clinical manifestations according 
to age is present or not in the patients with penile fracture.
Materials and Methods: This study included 52 patients that were 
admitted to the department of urology after being diagnosed with penile 
fracture. History taking, physical examination, radiographic study, and 
operation were performed as needed. We divided patients into two groups 
on the basis of 40 years old, and we compared clinical manifestations and 
operative findings between the two groups.
Results: The mean age of patients was 41.4, and the most common cause 
of injury was sexual intercourse in both groups, but the elapsed time from 
the injury to arrival at hospital was longer in the young age group than 
the middle age group (p<0.05). In the aspect of the rupture of tunica 
albuginea, injury to the right and proximal part of the penis was most 
common in both groups. Transverse rupture was more prevalent, and the 
length of the rupture line was also longer in the middle and old age group 
(p<0.05).
Conclusions: This study supports that sexual intercourse is the most 
common cause of penile fracture in our country, and the majority of both 
groups have rupture of tunica albuginea at the right proximal part of the 
penis. However, the degree of rupture is severe, and elapsed time from 
the injury to arrival at hospital was relatively shorter in the middle and 
old age group than the young age group. (Korean J Urol 2004;45:16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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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음경골절로 진단된 5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 

및 방사선 필름을 검토하여 후향적으로 조사하 다. 

  환자들은 내원 당시 병력 조사 및 신체검사를 받았으며 

필요한 경우 음경 초음파검사와 음경해면체 조 술을 시행

하 고, 요도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역행성 요도조 술

을 시행하 다. 수상 후 늦게 내원하 거나, 임상적으로 증

상이 가벼우면서 검사 소견상 백막의 파열이 명확치 않은 

경우, 환자가 수술을 거부한 경우 등에는 보존적 치료를 하

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모두 조기 수술을 시행하 다. 수

술은 전신 마취하에 음경 기저부를 도뇨관으로 압박 후 음

경을 환상절개하여 혈종을 제거한 뒤, 파열된 해면체 백막

을 흡수성 사를 이용하여 봉합하 으며 도뇨관 제거 후 출

혈여부를 확인하 다. 요도 카테터는 수술 후 1-2일째 제거

하 으며, 탄력 붕대를 이용한 압박 치료는 2-3일째까지 시

행하 고, 술 후 3일 이후에 퇴원시켰다. 

  퇴원 후 외래에서 추적 관찰하 으며 합병증에 대한 문진

과 신체검사를 시행하여 이상 유무를 평가하 으며 이렇게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 환자를 연령에 따라 두 군으로 

분류하 다. 일반적으로 40세를 전후로 성교횟수와 발기능력

에 차이가 생긴다는 점
10
을 고려, 전체 환자를 40세를 기준으

로 둘로 나누어 음경골절의 원인과 발생시간, 손상 후 내원 

시까지 걸린 시간 등 임상양상 및 치료 방법, 파열된 음경 백

막의 위치와 방향, 길이 등 수술 소견 등을 비교하 다. 통계

학적 유의성은 Chi square
 
test를 이용하여 검정하 으며 p값

이 0.05 미만일 경우에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하 다.

결      과

  대상 환자 52명의 평균 연령은 41.4세 (22-84) 으며, 20대가 

8명 (15%), 30대 18명 (34%), 40대 16명 (31%), 50대 6명 (12%), 

60대 2명 (4%), 70대와 80대가 각각 1명 (2%)으로 나타났다. 이

중 미혼이 8명 (15%)이었으며 기혼은 44명 (85%)이었다.

  음경 골절의 원인은 성교가 30례 (58%)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자위행위가 5례 (10%), 지압이 4례 (8%), 그리고 기

타 비성적인 활동에 의한 외상이 12례 (23%) 으며 환자가 

답변을 거부하여 원인을 알 수 없었던 경우도 1례 (2%)가 

있었다. 발생시간은 하루를 4등분하 을 때 새벽 (0-6시)이 

22례 (4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저녁 (18-24시)이 13

례 (25%) 고 오전 (6-12시)이 10례 (19%), 오후 (12-18시)가 

7례 (14%)로 나타났다. 

    1. 연령에 따른 환자 특성의 비교

  40세를 기준으로 대상 환자를 2, 30대의 청, 장년층 (I군)

과 40세 이상의 중, 노년층 (II군)으로 나누어 임상양상을 비

교해 보았을 때 I군과 II군 모두 각각 26례 고, 발생원인으

로는 I군과 II군 모두에서 성교가 제일 많았으며 (14례; 54%, 

16례; 62%), 다음이 자위 (2례; 8%, 3례; 11%), 지압 (2례; 

8%, 2례; 8%)의 순이었고 기타 외상이 각각 7례 (27%), 5례

(19%), 원인미상이 각각 1례 (4%)와 0례 (0%)로 나타났다. 

발생시간은 I군의 경우 새벽이 12례 (4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저녁 (7례; 27%), 오전 (5례; 19%), 오후 (2례; 8%)의 

순이었고, II군에서는 새벽이 10례 (39%), 저녁이 6례 (23%)

고 오전과 오후는 똑같이 5례 (19%) 다. 수상 후 내원 시

간은 두 군 모두에서 3시간 이내가 가장 많았으나 (10례; 

38%, 19례; 73%), 그 다음 순은 I군은 6시간 이상에서 12시

간 이내 (8례; 31%)와 3시간 이상에서 6시간 이내 (5례; 

19%), 12시간 이상 (3례; 12%)이었고 II군의 경우 3시간 이

상에서 6시간 이내와 6시간 이상에서 12시간 이내 (3례; 

12%), 12시간 이상 (1례; 4%)으로 나타났다. 두 군을 3시간

을 기준으로 수상 후 3시간 이내와 3시간 이후에 내원한 환

Table 1.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and treatment of patients 
according to age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No. of 
      patients (%)

Signifi-
Factor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cance
 Group A  Group B 
(age＜40yrs) (age≥40yr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o. of patients: 26 (50) 26 (50)

Cause of injury:

Sexual intercourse 14 (54) 16 (62)  p=0.767

Masturbation  2 (8)  3 (11)

Finger pressure  2 (8)  2 (8)

Other trauma  7 (27)  5 (19)

Unknown*  1 (4)  0 (0)

Injured time:

AM 0≤O'clock＜6 12 (46) 10 (39)  p=0.672

AM 6≤O'clock＜12  5 (19)  5 (19)

PM 12≤O'clock＜6  2 (8)  5 (19)

PM 6≤O'clock＜12  7 (27)  6 (23)

Elapse time from the injury to arrival at hospital:

 ＜3hrs 10 (38) 19 (73)  p＜0.05

≥3hrs 16 (62)  7 (27)  

   3≤hrs＜6 5 (19)  3 (12)

   6≤hrs＜12  8 (31)  3 (12)

   ≥12hrs  3 (12)   1 (3)

Treatment

Non-operative  5 (19) 10 (38)  p=0.221

Operative 21 (81) 16 (6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not written in medical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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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나누었을 때 두 군 간의 내원 시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 (p＜0.05). I군 중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5례 

(19%), 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21례 (81%) 고, II군은 각각 

10례 (38%), 16례 (62%) 으며, 수술한 모든 환자에서 백막

파열이 확인되었다 (Table 1).

    2. 환자의 치료 및 백막파열의 비교

  백막파열의 부위별 분포를 보면, I군에서는 우측이 13례 

(62%), 좌측이 8례 (38%) 으며 II군에서는 각각 11례 (69%), 

3례 (19%) 고 양측인 경우가 2례 (12%) 있었다. 음경 근위

부 파열은 I군과 II군에서 모두 10례 (48%, 63%), 중위부는 

각각 5례 (24%), 3례 (19%) 으며 원위부는 4례 (19%), 1례 

(6%)로 나타났으며 의무기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었던 경우 (미상)가 2례씩 (9%, 12%) 있었다. 파열 방향은 

I군에서 횡축이 8례 (39%), 종축이 7례 (33%), 사축과 미상

이 3례 (14%) 고, II군의 경우 횡축, 종축이 13례 (81%), 1례

(6%) 으며 미상이 2례 (13%)있었고 양 군 간에는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

  파열된 길이의 경우 I군에서는 2cm 미만이 14례 (67%),  

2cm 이상이 4례 (19%)인 반면 II군은 각각 5례 (31%), 10례 

(63%)로 양 군 간에는 역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 

미상인 경우는 각각 3례, 1례 (14%, 6%) 다 (Table 2).

    3. 진단적 검사와 수술 소견의 비교

  총 52례 중 음경 초음파는 13례 (25%)에서, 음경해면체 

조 술은 23례 (44%), 골반 전산화단층촬 술은 1례 (2%), 

골반 자기공명 상술은 3례 (6%)에서 시행되었다. 음경 초

음파에서 백막파열이 명확치 않았던 6례에서는 보존적 치

료가 행해졌으며 백막파열이 명확하 고 위치가 판명된 4

례에서는 모두 수술 시의 소견과 일치하 으며, 파열이 의

심되었던 3례의 경우 수술 시에 모두 파열로 확인되었다. 

음경해면체 조 술의 경우 조 제 유출 소견이 없었던 5례

에서는 보존적 치료를 하 고, 조 제 유출이 명확한 16례

에서는 모두 수술이 행해졌으며 그 위치도 수술 시의 소견

과 일치하 으며 유출이 명확치 않았던 2례에서는 수술 시 

백막파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화단층촬 술을 

하 던 1례의 경우 백막파열이 명확치 않아서 보존적 치료

를 시행하 으며, 자기공명 상술을 시행한 3례에서는 백

막파열 소견이 명확치 않았던 1례를 제외한 2례에서 수술

이 시행되었으며, 검사 결과와 수술 소견 역시 모두 일치하

다. 역행성 요도조 술은 현미경적 혈뇨가 심했던 8례에

서 시행되었고 이 중 1례에서 요도손상이 있었다. 

  양 군 사이의 진단적 검사를 비교해 보면, 음경 초음파는 

I군에서 6례 (23%), II군에서 7례 (27%)에서 시행되었으며 

이 중 각각 3례 (50%), 4례 (57%)에서 파열이 있었고 음경 

해면체조 술은 각각 13례 (50%), 10례 (38%)에서 시행되어 

10례 (77%), 8례 (80%)에서 파열이 확인되었다. 또한 역행성 

요도조 술은 두 군 모두에서 4례 (15%)에서 시행되었고 II

군에서 요도손상 1례가 있었으며, 이러한 양 군 간의 진단적 

검사에서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고      찰

  음경은 평상시에는 그 위치와 유연성으로 인해서 외상에 

비교적 안전하게 보호되나, 발기 시에는 해면체 백막의 두

께가 줄어들게 되어 백막의 장력을 능가하는 외력이 작용

할 때는 쉽게 손상 받게 된다.
11-13 음경골절의 원인으로는, 

연령에 관계없이 성교가 가장 흔하 고 그 다음이 자위, 지

압의 순이었는데, 이는 서구지역의 보고와 비교적 유사하

다.
1,16
 그러나 아랍권의 경우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침에 발

기된 음경을 소실시키기 위하여 손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70% 정도로 가장 많으며, 성교나 

자위행위 등 성적인 활동에 의한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5 저자들의 경우 지압을 제외한 비성적인 활

동, 예컨대 발기 상태에서 벽에 부딪히거나 침대에서 떨어

Table 2. Comparison of rupture of tunica albuginea according to age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No. of 
      patients (%)

Signifi-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cance
 Group A  Group B  
(age＜40yrs) (age≥40yr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ite of ruptured tunica albuginea:

 Right 13 (62) 11 (69)  p=0.147

Left  8 (38)  3 (19)

Both  0 (0)  2 (12)

Proximal 10 (48) 10 (63)  p=0.454

Mid  5 (24)  3 (19)

Distal  4 (19)  1 (6)

Unknown*  2 (9)  2 (12)

Direction of rupture line:

 Transverse  8 (39) 13 (81)  p＜0.05

Longitudinal  7 (33)  1 (6)

Oblique  3 (14)  0 (0)

Unknown*  3 (14)  2 (13)

Length of rupture line:

 ＜2cm 14 (67)  5 (31)  p＜0.05

≥2cm  4 (19) 10 (63)

Unknown*  3 (14)  1 (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not written in medical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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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경우 등에 의한 외상이 23%를 차지하 는데, 이는 실제 

외상에 의해 손상이 있었던 경우도 있겠지만 일부에서는 

성교나 자위에 의한 경우를 부끄럽게 여겨 사실대로 말하

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연구에서 저자

들은 40세를 기준으로 연령에 따라 나누어 환자들의 특성

을 비교하 는데 원인에서는 대체적으로 두 군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몇몇 임상양상에서는 약

간의 차이를 보 는데 먼저, 발생시간에서는 두 군 모두 새

벽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나 2, 30대에서는 낮 시간에 

발생이 가장 적은 반면, 40세 이상 군에서는 낮 시간이 비교

적 많았는데, 이는 2, 3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활동이 

덜 왕성한 노년층에서 낮 시간대에 성교가 더 행해지기 때

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수상 후 내원 시간의 경우에도 두 

군에서 모두 3시간 이내가 가장 많았으나 청, 장년층에서 

수상 후에 병원을 더 늦게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 노년층에서는 주로 낮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여 새벽에 주로 발생하는 청, 장년층에 비해 병원을 방

문하기가 쉽다는 점, 또한 청, 장년층에서 백막의 파열정도가 

덜 심하여 상대적으로 임상증상이 늦게 발현될 수 있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백막파열의 위치에 있어서도 2, 30대 군과 40세 이상의 

군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 다. 즉, 두 군 모두 우측 음경해

면체 백막의 파열이 많았으며, 파열부위가 대부분 음경 근

위부와 중위부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었

지만, 백막의 파열방향에 있어서는 중, 노년층은 대부분 

(81%)이 횡축인 데 비해 젊은 층의 경우에는 횡축 파열과 

종축 및 사축의 파열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는 양상을 보

인 것이다. 음경골절은 대부분이 음경축의 방향으로 외력

이 작용하기 때문에 횡축 파열이 많이 생기지만,
15 젊은층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격렬한 성교나 자위행위가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아 외력이 더 세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양 군 모두 근위부의 파열이 많았는데, 이

는 연령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원위부 파열은 비성적인 

활동에 의한 외상의 경우에 많고 성교나 자위로 인한 경우

에는 근위부 파열이 많았는데 두 군 사이에 손상원인에는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성교나 자위에 의한 손상 시 근

위부 파열이 많은 것은 근위부가 지렛대 역할을 하여 외력

을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16 Zargooshi 등5

이 172례의 음경골절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우측, 근위부 파열이 각각 71%와 91%로 나타나 저자들에 

비해 근위부 파열의 빈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보고하 다.

  백막파열 시 근위부 파열은 요도와 파열 부위가 원위부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요도손상의 발

생이 비교적 적다.
5 저자들의 경우에도 총 52례 중 요도손상

은 1례에서밖에 보이지 않았다. 요도손상은 또한 손상의 원

인에 의해서도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격렬

한 성행위에 의한 백막파열이 많은 서구 지역에서는 요도

손상이 20-38%로 비교적 높게 보고되고 있는 반면, 지압이

라는 비교적 적은 힘에 의해 발생되는 백막파열이 많은 아

랍권에서는 요도 손상이 0-3%로 적게 보고되고 있다.
17 저

자들의 경우 성교에 의한 백막파열이 비교적 많음에도 불

구하고 요도손상이 적은 이유는 한국인이 서구인에 비하여 

발기 시 음경의 길이가 짧기
18,19 때문에 요도손상의 가능성

이 적고, 또한 동양인에 비해 서구인에서 여성상위 같은 음

경골절에 취약한 체위가 더 많이 행해지기
10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백막파열의 길이를 비교하면 2, 30대에 비하여 40세 이상

에서 백막파열이 심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2, 30

대에 비해 40세 이상에서 백막조직의 노화에 의하여 콜라

겐 섬유가 줄어들면서 탄력성이 감소하고 백막의 두께가 

줄어들어
20,21
 외력에 더 약해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음경골절의 진단은 대부분 병력청취와 신체검사로도 충

분함은 이전의 여러 문헌에서 보고되고 있다.
5,6,22
 그러나 환

자의 병력이 모호한 경우가 있고, 음경골절의 특성상 환자

가 사실 그대로 말하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수상 

후 시간이 많이 지나면 신체검사 소견도 정확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음경 초음파검사, 음경해면체 조 술 등의 검

사 방법을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4,22
 

이러한 진단적 검사들을 통하여 불필요한 수술을 피할 수 

있으며 수술 시에도 음경 절개 길이를 줄이고 수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3,22 이전의 몇몇 보고에서도 음경해면체 

조 술의 이러한 장점을 보고한 바 있으며,
2,23 Mydlo 등1은 

처음 수술 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백막파열을 음경해면체 

조 술을 통하여 발견한 경우를 보고하기도 하 다. 

  이전에는 술 전에 모든 환자에서 역행성 요도조 술이 

권장되기도 하 으나,
24 최근 Asgari 등3과 Zargooshi 등5은 

일괄적인 검사는 필요치 않음을 보고하 고, 저자들의 결

과에서도 요도손상은 1례에서만 나타났다. 따라서 역행성 

요도조 술은 배뇨장애의 증상이 있거나 육안적 혈뇨가 있

을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시행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

로 보인다.

결      론

  본 연구의 결과 음경골절은 연령에 관계없이 성교에 의

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백막의 파열은 우측 근위부에 가

장 많이 발생하 다. 그리고 청, 장년층에 비해 40세 이상의 

중, 노년층에서 상대적으로 수상 후 더 빨리 내원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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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막파열의 방향은 대부분 횡축이 많아서 일정한 양상을 

보인 반면 파열의 길이는 더 긴 것으로 나타나 파열의 정도

가 더 심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환자의 임상양상에 따라 검

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음경골절의 진단과 수술적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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