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아그라(Viagra®)의 다양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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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E5 Inhibitors의 대표적 약물인 비아그라(Viagra®)는 태생적으로는 고혈압 치료제의 부작용으로 개발된 제품으로

서, 그 작용부위 만큼이나 다양한 작용이 있을 수 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발기부전(Erectile Dysfunction) 뿐 아니라 

다른 영역의 질환 치료에도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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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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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그라(Viagra®, Sildenafil)는 PDE5(Phosphodiesterase Type-5) Inhibitors로서, 발기부전(ED:Erectile 

Dysfunction)에 대한 1차 요법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약제이다. 이 계열 약제들의 효과와 안전성은 cGMP의 작용

을 조절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 

작용기전

 성적 자극에 의해 신경 말단 내피(Endothelium)에서 NO가 분비되면 Guanylyl Cyclase 활성화에 의해 cGMP가 

증가된다. 이로 인해 세포내 Ca농도가 감소되어 음경 평활근이 확장됨으로써 발기가 된다. 이때 PDE5는 cGMP를 분

해하는 효소이며, PDE5 Inhibitors는 이 효소를 억제하여 발기 상태가 지속 되도록 하는 작용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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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cGMP는 음경 이외에도 심혈관계 평활근, 전립선, 방광, 심장조직, 뇌 및 혈소판 등 신체 각 부위의 생리·생화학

적 단계에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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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최근 시장에 출시된 PDE5 Inhibitors로는 비아그라(Viagra®, Si ldenafi l) , 레비트라(Levitra®, Vardenafi l) , 시

알리스(Ciall is®, Tadalafi l )와 국내에서 개발되어 생산되는 제품인 자이데나(Zydena®, Udenafi l) , 엠빅스(Mvix®, 

Mirodenafil)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발기부전 치료제로서 유사한 효과와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부작용

 PDE5 Inhibitors의 가장 일반적인 부작용은 두통과 안면홍조이며, 두통은 16~46%, 홍조는 10% 정도가 발생한다. 

다른 부작용으로는 비충혈(Nasal Congestion), 소화불량(Indigestion), 요통(Low back pain) 등이 있다. 특히 무엇

보다 주의해야 할 부작용은 이 약의 동맥확장 작용으로 인한 혈압강하이며, 이러한 이유로 질산염 제제(Nitroglycerin® 

등)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어떤 경우에도 발기부전 치료 목적으로 PDE5 Inhibitors를 병용하지 말아야 한다. 

비아그라(Viagra®)의 다른 적응증

 최근 보고에 따르면 발기부전 치료제의 일반명사처럼 사용되는 비아그라(Viagra®)는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적응증

인 발기부전(Erectile Dysfunction) 뿐 아니라 다른 영역의 질환 치료에도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계열 약물들의 몇몇 부작용은 임상현장에서 상당한 주의를 요하기도 하지만 다른 작용들은 유용하게 사용 될 수도 

있다. PDE5 Inhibitors의 약리기전으로 볼 때 다양한 적응증으로의 사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발기부전 치료제들

을 비성적인 문제(Nonsexual Problem)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PDE5 Inhibitors가 특발성 폐동맥고혈압(Idiopathic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 중 실데나필(Sildenafil)과 타다라필(Tadalafil)은 이 적응증으로 허가 승인을 받기도 했다.

 처음 협심증 치료제로 개발되던 중 그 부작용인 음경발기 작용을 새로운 적응증으로 하여 개발된 비아그라(Viagra®)는 

시장에 나온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많이 연구된 약제이다. 비아그라(Viagra®)를 제외한 다른 PDE5 Inhibitors들이 

이와 유사한 편익을 줄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Viagra® 및 일부약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다른 적응증

에 사용될 수 있다.

1. Pulmonary Hypertension(폐동맥고혈압)

 폐로 혈액을 공급하는 폐동맥의 혈관에 문제가 발생하여 폐동맥의 혈압이 올라가는 질환으로 평균 폐동맥압이 

25mmHg 이상 상승한다. 이 질환은 우심부전으로 인한 간비대, 말초부종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방치할 경우 심박출량 

감소, 호흡곤란,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질환이다.

 실데나필(Sildenafil)은 cGMP 분해를 차단하여 폐동맥압을 감소시키고 심박출량을 증가시켜 저산소증을 감소키는 작

용을 하는 것이 증명되어 폐동맥고혈압(Pulmonary Hypertension)에 승인을 받았다. 이 성분의 약제로 발기부전에 사

용되던 비아그라(Viagra®)와 시알리스(Cialis®)가 다음과 같은 상품명으로 허가되었으며 레바티오(Revatio®)는 2012년 

말 국내에도 허가되었다.

처방 (예)

① Revatio® tab 20mg (Sildenafil), 화이자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WHO Group I) to improve exercise ability 20mg PO tid

② Adcirca® tab 20mg (Tadalafil), 릴리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WHO Group I) to improve exercise ability 40mg PO q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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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untain sickness(고산증)

 폐동맥을 확장시켜 폐동맥압을 감소시킴으로써 폐부종을 예방하며, 낮은 산소 환경에서 운동능력을 개선시킬 수 있다.

3. Raynaud’s Phenomenon(레이노증후군)

 Raynaud’s Phenomenon(레이노증후군)은 온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질환이다. 손가락, 발가락 등에 혈액을 공

급하는 소동맥이 냉기에 노출되면서 손가락, 발가락들이 창백하고 차갑게 되며 통증이 유발된다. 이 질환 또한 cGMP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아그라(Viagra®)와 레비트라(Levitra®) 모두 임상시험에서 모세혈류의 양

이나 속도 증가에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다양한 임상자료를 통해 PDE5 Inhibitors의 치료학적 가능성이 심혈관계, 소화기계, 피부 및 신경계 등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약제들을 외국에서 여성의 불감증(Sexual Dysfunction)에 오프라벨(Off-Label)로 사

용되기도 하며, 심부전(Heart Failure), 뇌졸중(Stroke) 치료에도 유효함을 보여주고 있다. 

 PDE5 Inhibitors는 아직 많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개념적으로 다면발현 효과를 가지는 매력적인 치료분류의 약제임

에는 틀림이 없다.

처방 (예)

① Sildenafil 50mg tid

    약사 Points

1. 복약지도

  - 적응증 확인 : 발기부전, 폐동맥 고혈압 등

  - 투여의의

  - 부작용

2. NO(Nitric Oxide)와 인체 조절기전

  - 신경계

  - 내분비계

  - Cytokine

  - Nitric 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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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Tadalafil 10mg b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