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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인성 조루증의 성치료
ᅳ실제 치 료 과 정 을 중 심 으 로 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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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심인성 조루증 환자를 대상으로 단기적이고
서

론

구체적인 성치료를 시행한 결과 90% 이상의 호전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그간 저자가 시행하는 성치

현재 성치료(Sex therapy) 는 정신의학 치료분야
에서 하나의 독립된 치료형태로써, 원발성 심인성

료로써 조루증을 치험한 증례와 치료과정을 소개

성기능장애의 선택적 치료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고자 한다.

하고 성치료 기법과 치료적 기전에 관하여 고찰하

(Wright 둥 1977 ; Grispoon 1982).
조루중(Premature Ejaculation) 은 남성 성 기능장

증

례

애중 대표적인 질환으로 Kaplan(1974) 은 일반 성인
남자의 약 20%가 조기사정으로 곤란을 겪고 일으

37세 기혼남성으로 학력은 대졸이며 현재 중소

며, 이중 약 1/5정도가 치료를 요하는 상태라고 추

기업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취미는 테니스 운동

정하고있다. 조루중의 진단적 정의에 다소간의 혼

이라고 하며 키 167 cm, 몸무게 73 kg로 건강한 편

란에도 불구하고 이는 성생활 장애의 매우 주요한

이다. 평소성격은 과묵한 편으로 일에는 매우 열

원인이며, 심한 경우에는 이차적인 발기부전중을

성적이고 꼼꼼하고 강박적인 경향이 있다고 한다.

야기할 수 있다(Kilman과 Auerbach 1979).

환자는 조기사정으로 항상 성적으로 불만족스럽

그러나 조루증은 비교적 단기간의 직접 성치료

고 불안하며, 결혼이후 한번도 자신이 만족한 상

(direct sex therapy) 로써 가장 우수한 효과를 기

태에서 사정을 한적이 없었으며, 아내가 불만족스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성치료자의 입장에서는 선호

러워 다른 생각을 할까봐 걱정스럽 다는 것을 주소로

하는 성기능장애의 하나이다(Kilmann 등 1986).
최근 우리사회에서도 인간의 성문제를 다루는

1987년 9월 연세의료원 성기능클리닉에 내원하였
다.

분야가 정신의학내에서 하나의 전문분야로써의 중

과거력상 12년전에 2회의 임균성 요도염 치료경

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고, 점차 성기능장애의

력이 있고, 1973년에 포경수술, 1981년에 치루수술

치료에 관한 관심과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을 받은 경력이외 특이한 신체적 혹은 정신과적

(정동철 1985 ；이홍식 1986 ；이홍식 등 1986).

병력은 없었다.

1986년 3월 연세의료원 성기능장애 특수크리닉

가족력은 1남4녀중 세째로 외아들이였으며 8년

개설이후 부터 본격적인 성치료 경험을 갖기시작한

전에 현재 32세된 아내와 결혼하여 1남1녀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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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현병력(성병력 포함)상 첫 자위행위를 경험은
고등학교 1학년때 있었으며 손으로 자극하는 방법

을 사용하였고 대학교 졸업때까지 평균 주 1~2회
정도 였다고 한다. 결혼전 까지는 아래 여동생과

성행위 빈도도 줄어들고 남편의 팬티사정도 있었

자취하면서 함께 생활해온 관계로 자위행위에 대해

하더라도 남편에 게 표현할 성질이 아니라고 하였다.

들킬까봐 늘 불안하고 빨리 끝내는 편이였다고 한
다. 첫 성교행위는 대학 4학년때 여자친구와 처음

특히 사업상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편이고, 새벽이면 출근하는 남편의 안스러움과 평소

경험했으며 그후 결혼전까지 약 10여회 있었으나

남편의 정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라고

지만 자신은 별 불만이 없으며, 설사 불만이 있다

대부분 상대는 직업여성이였다. 당시 자신의 조루

진술하였다. 또한 남편으로 부터 사업이 안정이

현상이 있다는 것을 별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8년전

되면 좀더 적극적인 부부 성관계를 갖겠다는 말을

결혼후 부터 성행위시 사정이 빠르다는 것을 인식
하였으며 성교전에는 사정을 조절해보려고 마음을

듣기도 하였다. 배우자의 오르가즘경험은 둘째 아이
출산후 부터 느끼기 시작하였다고 하며, 이는 성

먹고 노력을 했지만 뜻대로 되지않았고 성교행위시

관계전 음핵과 외부성거의 전희행위가 있을 경우에

직장의 복잡한 업무를 상상해봄으로써 성 적 흥분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실제 남편의 성격이 말어 없는

지연시킬려고 시도하였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약 3년전 부터는 성교전에 조기사정에 대한 심한

편이고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성기능에 관해 물
어보기가 어려웠는데, 남편이 치료를 원한다고 하여

불안과 압박감을 느껴으며 약 1년전 부터는 여러

내심 반가웠다고 한다.

차례 삽입전에 사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사업일로

환자는 평가과정에서 비뇨기과적 신체검사와 소

인해 피로감에 늘 지쳐있었지만 자신의 심한 조루

변검사, 간기능검사，심전도 검사, VDRL 및 testos

현상때문에 부부 성관계를 회피하는 경향이 많았다.

terone 홀몬 검사를 시행했으나 특이소견은 없었

1987년 6월 친척이 성기능장애로 이혼하는 것을
보고 더욱 심각하게 생각되었으며 주변의 친구의

jutment Scale 시행결과 정상범주였다. 정신력검사

권유와 아내의 동의로 치료를 받기로 결심하였다고

에서 뚜렷한 정신병리학적 증상은 없었다.

으며，심 리학적 평가로써 MMPI와 Relationship Ad-

한다.
성행위 병력상 환자는 약 2~3년전 부터 성적

성 치 료 과정

욕구가 저하됨을 느끼기 시작하였고，현재 성교빈
치료를 시작하기전에 치료면담은 부부가 함께

도는 평균 약 월 1~2회 정도라고 한다. 상대 배
우자와 관계없이 삽입후 1~2분내에 사정이 되며，

참여하며 외래진찰실에서 주 1회를 원칙적으로 약

성행위시 발기 및 발기유지 상태는 거의 90%이상

60분간 시행하는 것으로 치료계약을 맺었다.

정도이다. 수년전 부터는 전혀 자위행위의 경험은

치료적 면담내용은 크게 교육, 예정된 주제의

없었으며 아침 발기현상은 일주일에 1~2회정도

토론, 예정된 성적 과제 지시 및 훈련경험에 관한

보인다고 한다. 부부간의 전희행위는 거의 없거나

면담이 주된 요소이다. 매 치료면담은 전체적으로

2~3분내 정도이고 성교행위는 항상 남성 상위체

언어적 성적표현에서 시작하여 적극적인 성행위로

위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다른 체위 시도는 없었다.

써의 표현까지 고안된 단계적 치료전략에 따라 진

자신의 성적 열등감때문에 부부간의 성적 대화는

행하였다. 물론 환자의 행동적 과제에 대한 적응

거의 없었으며, 항상 성행위는 환자의 요구에 의해

정도와 저항을 고려하여 유연성을 갖고 시도되 었다.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피임 방법은 생리주기 법이나

저자가 본 증례에서 시행한 9회의 치료과정 내
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콘돔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방법에 비교적 만족
한다고 하였고, 현재 부부 성생활의 가장 큰 장애
요소로써 조루현상, 신체적 피로감，업무적 부담을
꼽았다. 일반적 결혼생활에 대해서는 상호 만족하고
있었다.
배우자와의 보충 병력조사상 약 4년전 환자가
사업을 시작한 부터 성관계가 현저히 감소되 어 심한
경우엔 수개월 한번 정도였다고 하며, 대부분 삽
입후 1~2분내에 사정한다고 한다. 약 1년전부터는

치료면담 1 :
a)

성치료발달의 역사적 배경과 부부가 함께 치

료에 참여하는 의의를 설명함으로써，치료동기를
격려하고 배우자의 치료적 협조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으며，앞으로 전개될 성치료 과정과 기법의
특징을 교육함으로써 보다 치료적 집중과 성 적 과제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b) 남녀 성반응주기에 관해, 특히 남성의 사정
생리의 변화단계를 준비된 슬라이드를 통해 교육
하였다.
C) 평소 조기사정 에 대한 환자와 배우자 각각의
느낌과 태도에 관해 토론하였다.
d) 앞으로 치료자의 허락없이는 성교행위를 금

치료면담 6 ：
a) 전주 성적 과제의 경험에 대해 토론하였다.
b) 주요 성교체위의 장단점에 관한 교육 및 환
자의 경험에 대해 토의하였다.
c) 여성상위체위를 이용한 Stop-Start훈련을 갖

하도록 강조하였으며, 감각집중훈련(Sensate focus

도록 지시하였다. 이때 배우자는 환자의 안내에
의해 규칙적이고 수동적인 삽입운동을 하도록 권

exercise-1 ) 에 관해 의의와 방법을 설명해주고 최

유하였다.

소한 2회의 경험을 갖도록 지시하였으며 훈련시
각자의 신체촉감에서 느끼는 긍정적 부위와 부정
적부위를 각각 3곳 이상을 찾도록 권유하였다.

치료면담 7 ：
a) 전주 성적 과제의 경험에 대해 토론하였다.
b) 남성상위체위를 이용한 Stop-Start훈련을 지

치료면담 2 ：

시하였다. 이 때 환자는 규칙적인 삽입운동을 하도록

a) 지난 1주둥안 경험한 성적 과제에 대한 경험에

하였으며 3회 Stop-Start 시도후 4회째 질내 사정을

관해 토론하였다.

허락하였다.

b) Premonitory sensation에 관해 교육하였다
(슬라이드 이용).
c) 평소 환자 자신이 조루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와 방법에 대해 논의 하고 이런 자가노력의
해로움을 교육시켰다.
d) SFE-II 111의 훈련방법을 설명해주고 최소한
2회이상 경험토록 하였다.
치료면담 3 ：
a) 지난주 성적 과제의 경험에 대해 토론하였으
며, 환자의 병력에서의 증거를 갖고 성적 긴장이
성적 능력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기능장애를
초래케 되는 역동에 대해 설명하였다.
b) 알콜이 일반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교육하였다.
c) 배우자의 손자극을 이용한 Stop-Start훈련방

치료면담 8 ：
a) 전주 성적 과제의 경험에 대해 토론하였다.
b) 아무런 제약없이 남성 상위체위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치료면담 9 ：
a) 전주 성적 과제의 경험에 대해 토론하고 그
간의 치료과정을 통해 환자의 사정 조절능력이 증
가되었을 뿐아니라, 부부간의 성적 태도와 표현에
많은 긍정적 변화가 있었음을 강조하면서, 치료를ᅵ
종결하였다.
b) 향후 한달 동안은 2주에 한번은 남성 상위체
위의 Stop-Start훈련을, 그 다음 2달동안은 한달에
한번 Stop-Start훈련을 갖도록 권유하였으며, 필요시
언제든지 치료자와 재상의 할 수 있음 허락하였다.

법을 설명해주고 집에서 최소한 3회의 경험을 갖
도록 권유하였다.
치료면담 4 ：
a) 전주 성적 과제의 경험에 관해 토론하였다.

고

찰

1970년 처음 Masters와 Johnson은 그들의 성 반응
주기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행동요법적 직접

b) 윤할액을 이용한 Stop-Start훈련을 지시하였

성치료법을 소개하였다. 당시 이 치료법은 2주라는

다. 한번 훈련에서 3번 Stop-Start를 시도한 후 4번째

단기간내에 약 80%의 치료 성공율을 보고하자,

사정토록 강조하였으며，1회 훈련시 최소한 15분

많은 임상가들의 흥미와 관심을 모으게 되었으며,

이상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그후 이를 기점으로 성치료의 형태와 기법이 다양

치료면담 5 ：
a) 전주 성적 과제의 경험에 대해 토론하였다.
b) 불필요한 강박적 rumination을 제거하기 위해
환자로' 하여금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성적 환상을
이용하면서 Stop-Start훈련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하게 발전되고 있다(Kilmann와 Auerbach 1979 ;
Kolodny 1981).
성치료가 이전의 정신의학적 치료형태와 기본적
으로 다른 점은 치료목표를 환자의 성적(性的) 증
상만을 해결하는데 제한하며, 그리고 정신치료적

환경내에서 특정 성행위를 행동치료적 기법으로

행동적 성치료법에 정신분석적 치료개념을 도입하

적용한다는 점이다(Kaplan 1974).

여 보다 유연한 치료형태로써 다양한 환자인구층에

조루중의 성치료는 일반 다른 성기능장애의 성

적용할 수 있도록한 Kaplan의 치료방법은 많은 성

치료와는 달리 행동치료적 성적 과제의 효율성이
높고，비교적 단기간의 치료에서도 우수한 치료효

치료자들이 선호하는 성치료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Kilmann과 Auerbach 1979).

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Kilmann 등 1986).

저자가 시행한 치료과정의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일찍 이 Semans(1956) 은 100%, Masters와 Johnson

Master와 Johnson(1970) 의 치료형 태의 기본적 략을

(1970) 은 98%의 치료 성공율을 보고하였으며 그후

도입, 여성 배우자의 절대적인 협조를 요구하였으며

많은 성치료자들도 약 70~80%의 치료성공율에

치료적 권유가 있을때까지는 배우자와의 성교행위

일치하고 있다(Kilmann 둥 1986).

를 금지시켰다. 둘째, 구체적인 성적 과제 훈련의

조루증의 성치료 기법중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효과를 위한 전처치로써 치료 초기에 성치료 발달의

있는 방법은 Semans(1956) 가 고안한 Stop-Start기

역사적 배경과 성공율, 성치료의 목표와 수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세째, 조루중과 관련하여

법과 Masters와 Johnson(1970) 의 Squeeze 기법이
있다. 비뇨기과의사였던 Semans은 자신의 경험에서

성지식의 보충, 성적 편견의 교정, 부부간의 성적

착안하여 8명의 조루중 환자들에게 매우 간단한

대화를 향진시키기 위한 교육적 개입 (Educational

기법을 적용한 것이, 현재의 Stop-Start기법의 골
격이 되고있다. 즉 배우자는 환자가 사정 이 될 정

Manters와 Johnsmon이 고안한 Sensate Focus Exe-

도로 성적 흥분이 고조될 때까지 손으로 성기를

rcise( 감각집중훈련)을 치료 전반부에 적용하였다.

Intervention) 에 많은 시간을 할애 하였다. 네째,

자극하다가 환자의 신호에 의해 중단하고, 환자의

이는 성행위 완수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감을 감소

premonitory sensation이 감소되면 재자극을 시도

시키는데 도움이 될뿐 아니라 부부 상호간의 성적

한다. 이런 시도는 한번 훈련에 사정하지 않고 최

반응에 대한 건강한 이해와 성적 대화의 훈련이

소한 3번은 반복하며, 점차 훈련을 통해 조절능력에

될수 있다. 다섯째, 단계적인 Stop-Start 기법 적용을

적응되 면 윤활유를 이용하여 같은 시 도를 반복한다.
이런 조건에서 반복적으로 성공하면 실제 여성의

통해 premonitory sensation 감지를 강조함으로써
사정 조절능력을 학습케 하였다. 여섯째, 면담순서

질내의 자극적인 상태에서도 조기사정이 되지않고

와 치료면담 내용，즉 교육내용, 토의주제，성적

정상적인 성교행위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과제를 지침둥은 계획에 의해 비교적 일정하게 고

Masters 와 Johnson (1970) 은 Semans 의 기법 에서
착안하여 자신들의 특유하고 정교한 기법인 성적

정적으로 적응하였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이 저자가 시행한 성치료형태는 일반

훈련방법으로 Squeeze기법을 고안하였다. 이 방법

적인 치료전략이나 행동적 성적 과제 적용방법은

이 Semens의 방법과 다른점은 두가지를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Ejaculatory inevitabiligy상태에서 약

Kaplan의 치료방법과 매우 밀접한 치료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적 과제의 적용을 단계별로 사

20초간 좌주도록 권유하였다. 또 다른 점은 이 방
법을 매우 체계적으로 짜여진 치료계획의 일부로써

육적 치료개 입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 다른 특징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즉 Squeeze기법을 그들이

이라 보겠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조루증의 치료

전에 고안된 순서에 의해 진행시켰다는 점과 성교

개발한 2주간의 치료프로그램인 일종의 in vivo, de

횟%%가 8~12회로 비교적 국한되는 단기적 치료

sensitization procedure과정에 적합시켰다는 점이

형태인 저자의 성치료 방법은 일종의 ‘Modified,

다.

structured, couple sex therapy’ 라 볼 수 있다.

Kaplan(1974) 은 더 나아가 Stop-Start기법을 Int-

물론 본 치료형태를 적용하기 전에 먼저 고려되

ravaginal containment단계까지 도입하여, 여성상위
체위에서 측방체위, 최종적으로 남성상위 체위로

어야 할 사항은 환자가 뚜렷한 정신병리적 증상이
없고, 성적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적

이행하게함으로써 훈련케 하였다. 이 체위를 이용한

수준과 사회적 기능이 양호해야 하며, 부부간의

질내에서의 훈련은 사정조절 능력을 더욱 항진시킬

갈등이나 적대감이 없는 증례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뿐 아니 라 각 배우자들에 게 대단한 자신감을 부여

점이다.
최근에 많은 성연구가들은 성치료의 치료적 효

하는 장점도 있다. 더욱이 Masters와 Johnson의

율성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그 치료적 기전에는 이
론적으로 다양한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Levine

견과 무지가 주요한 증상유지의 표면적 원인의 하
나라고 생각되어, 치료과정에서 교육적 치료개입에

1975 ；Wright 등 1977).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또한 성적 대화, 특히 언

일찍이 Semans(1956)은 조루중 환자들은 반사

어적 및 비언어적 성적대화의 부족이나 결여가 증

기전이 비정상적으로 빠른 것으로 보고 자신의 방

상을 악화시키고 있기때문에, 치료조기에 sensate

법이 neuromuscular response 기전을 개선시켜 준
다고 막연한 제안을 하였다. 오늘날 조루중이란

focus exercise훈련과 정해진 성적 주제의 토론을

‘ 반사적인 사정없이는 성적 흥분이 고조 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라는 진단적 기본개념(DSM-

진을 꾀하였다. 또한 치료자의 권위적 인 접근방법과
고정적인 성적 과제 적웅전략은 일반적으로 수동

III 1980)과 관련하여 Kaplan(1974)의 치료적 효

적이고 강박적인 성향이 특징적인 조루증환자들에

과의 가설이 가장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게 효과적임을 경험하였다.

이용하여 부부간의 성숙된 성적 대화의 개선과 증

Kaplan은 조루현상이 환자가 성적 불안으로 인해

무엇보다도 높은 치료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오르가즘 직전의 premonitory sensation을 분명하게

서는 치료기술 능력의 원숙과 치료자의 성적 성숙

지각하지 못함으로써 좀 더 높은 차원의 중추신경

태도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으며, 환자들의 보다 효

계의 조절능력을 기대할 수 가 없다고 보았다. 그

과적인 치료적 이해를 위해 성치료에서 필히 사용

터므로 이들은 성적 흥분의 생리적 어느 수준에

되는 치료보조 도구인 시 청각자료의 한국판 개 발이

도달만 하면 자동적으로 반사적인 사정이 된다고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저자는 치료형태의 특

주장하였다.

기법인

징으로 미루어 조루중환자들의 집단치료 시도도

Squeeze기법이나 Stop-Start기법의 치료효과는 자

고려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성적 과제 적용에 저

율기능을 수의적으로 조절케하는 “biofeed back”

항이 심한 환자들을 위한 치료적 대책에 관하여서는

기법과 유사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jremonitory

추후 좀더 많은 경험과 동시에 연구 분석이 필요
하다고 본다.

이와관련하여

전통적인

sensation을 인지하는 sensory feedback은 오르가
즘을 조절할려는 환자의 어떤 의식적 노력없이도
조절능력을 배양시킨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

어

으며, 이를 반복적으로 경험할 때 치료적 효과의
미는 반사적인 사정없이 성반응주기의 고조기 단

저자는 37세된 조루중 기혼남성을 대상으로 9회
성치료 시도로써 치험한 증례와 시행한 성치료전략

계를 유지 할수 있을 때 가능하며 premonitory sen-

및 기법을 보고하였다. 치료형태는 Kaplan의 성치

기대치는 높아진다고 하였다. 여기서 조절이란 의

sation과 ejculatory ineviatbility을 구분할 수 있을때

료법과 유사하며, 성교육적 치료개입이 강조된 일

조절능력은 생긴다고 하였다. 이때 더욱이 조절할

종의 modified structured couple sex therapy 형태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집중하고，자신감이 증
진될수록 더욱 효과적이며, 점차 조건화(conditio

할수 있다. 저자의 치료방법의 특징과 함께 조루증

ning) 가 되면 운전기어 조작과 같이 미세 운동능

성치료기법 및 치료적 효과 기전에 관하여 문헌고
찰과 함께 토의하였다.

력이 학습되어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듯이 신체적응
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반복적인 단계적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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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Sex Therapy of Psychogenic Premature Ejaculation
—A Practical aspect o f Therapeutic Process —
Hong Shick Lee, M.D.
Department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The author reported nine sessions of sex therapy in a 37 year old married male with psychoge
nic premature ejaculation. Also, the tasks and contents of treatment in each session were
presented.
This treatment format was a modified structured couple sex therapy emphasizing the educatio
nal intervention. The author discussed the techniques of therapy as well as the mechanisms
of therapeutic effects.
The summary of treatment procedures were as follows *
1) Requested an active participation of female partner and prohibited the sexual intercourse
until therapist allowed it.
2) Explained a historical background and successful rate of sex therapy, and therapeutic
goal in order to enhance the therapeutic effect of sexual tasks in the session.
3) Conducted the scheduled educational intervention for the corrected understanding and
knowlege of sex related with premature ejaculation in every sessions.
4) Tried to practice sensate focus exercise for ehnancing the sexual communication of the
couple and reducing the anxiety of sexual performance.
5) Had him learn a premonitory sensation with stop-start training to enhance a ejaculatory
ability.
6) Every sessions were preceeded according to a structured schedule of treatment for
m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