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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여가 난치성 정신분열병환자의 치료로서 시도되고
있는데(Beckman과 Haas 1980 ; Jimerson동 1982),

정신과 영역에 항정신병약물이 도입된 이후 많은

BZ의 항정신병 효과는 Gamma-aminobutyric acid(이

정신분열병환자들이 증상의 호전을 가져왔으나, 약

하 GABA) 에 의한 도파민전도의 감소가 BZ을 매개로

15 % 는 약에 반응하지 않는 난치 성 환자들이다(Da-

하여 용이해 지며(van Kammen 1977) ，정신분열병

vis둥 1980 ; Kolakowska둥 1985). 이런 난치성 환

에서 나타나는 이차 불안을 BZ이 감소시 키 며 (Keller등

자들을 대상으로 항정신병약물의 효과를 극대화 시

1975), 또 항정신병약물과 관련된 부작용을 감소시

키 기 위한 여 러가지 치료 방법 이 연구되었다(Lieber-

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mann 1990). 난치성환자인 경우 항정신병약물의 용

Alprazolam (Alexane : 이하 AL) 은 triazolobenzo-

량을 치료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중가시키는

diazepam으로서 정신분열병환자의 양성증상(Wolko-

방법이 있는데, 고용량을 쓸 경우 심한 부작용을 야

witz등 1988)，음성증상(Csemansky둥 1984 ；Wolko-

기할 수도 있으며, 최근에는 고용량보다 저용량이 더

witz등 1986) 및 불안증상(Keller등 1975) 등에 효과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연구결과(Janicak둥 1993)가

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Kane등

증가하고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항정신병약물의

(1988) 이 제시한 난치성 정신분열병환자 기준에 따른

혈중농도를 측정하면서 용량을 조정하여 치료적인

환자를 대상으로 위약(placebo : 이하 PL) 에 비해

약물농도에 맞도록 조절하는 방법도 있으나, 항정신

AL이 항정신병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이중

병약물의 치료역이 아직 리치움처럼 확립되어 있지

맹 검교차연구(double blind crossover study) 를 실시

않아서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아직 여러가지 문제점 이

하면서 증상의 변화를 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

있다.

(BPRS, Overall과 Gorham 1988) 로 평가하였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방법들을 시도해 본 후에도

연구대상 및 방법

반응이 없으면, 난치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적인
약물들을 항정신병약물에 병용투여하여 치료하게 된
다 (Christison등 1990).
벤조다이아제핀(benzodiazepine : 이하 BZ) 병용투
•국립서울정신병원
Seoul National Mental Hospital, Seoul

1. 연구대상
1993년 4월을 기준으로 국립서울정신병원에 입원
하고있는 환자중에서 Kane등 (1988) 이 제시한 비반
응군 정신분열병 환자의 기준(Table 1) 에 따라 연구

Table 1. Kane et als criteria for refractory schizophrenia(1988)

I . Diagnosis of schizophrenia by standard operarional criteria(DSM —III, SADS, SCID)
II. Continuous psychotic symptoms with no significant remissions for at least the past 2.5 years
III. Symptoms criteria
— BPRS total score at least 45
— Items scores of at least “4” on three of the following
Emotional withdrawal
Conceptual disorganization
Hallucinatory behavior
Motor retardation
Unusual thought content
IV. Failure to respond to adequate antipsychotic trials :
— 3 trials within the past 5 years
— trials lasting at least 8 weeks each
— dose lOOOmg CPZ eqiv.Vday or greater or blood levels continuously within therapeutic range
CPZ eqiv. directs chloropromazin eqivalents
10명씩 AL병용군과 PL병용군으로 했으나，중도 퇴

Table 2. Demographic data of patients

No.

Age

Illness (yr)

(HP equiv. * mg/day)

원이 2명 있었고 증상 악화로 탈락된 1명이 있어서

1

M/31

25

HP

42

2

M/33

5

HP

25

3

M/26

7

HP

25

4

M/22

6

HP

45

5

M/21

6

HP

50

6

F/42

10

HP

50

6주는 AL을 병용하고 다음 6주는 PL롤 병용시켰고，

7

F/29

9

HP

48

2군은 처음 6주간은 PL롤 병용 하고 다음 6주는 새 을

8

M/26

8

HP

60

병용시켰다. 양 군의 대상자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M/36

11

HP

12

(Table 3).

10

F/30

10

HP

30

11

F/32

10

HP

20

2. 연구방법

12

M/33

16

HP

50

연구대상 환자를 무작위

13

M/37

18

HP

60

PL병용군으로 나누고，이중맹검하에서 AL과 PL로 6

14

M/48

29

HP

24

주둥안 투약하고 1주일동안 AL을 감량한 후 교차하여

15

M/32

22

HP

8

16

M/31

14

HP

10

9

HP 20
20
17
M/50
^HP Equiv. directs Haloperidol Equivalents

최종적으로 17명이 남았으며，그 중에서 여자는 4명
이었고 남자가 13명이었다. 이들에 관한 자료는 다
음과 같다(Table 2).
이들 17명의 환자는 1，2군으로 나뉘어, 1군은 처음

추출하여

AL병용군과

반복 투여하였다. 진행된 순서는 다음과 같다(Table
4).
캡슐은 모두 같은 모양으로 불투명 했고，AL병용군
은 한 캡슐당 AL 0.75mg, 1.5mg으로 하였고, PL병

대상 환자 60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환자 중에서

용군은 멸균처리된 유당올 넣어서 각기 하루에 3회

주요 신체 질환을 가진 환자이거나，보호자나 환자가

투여하였으며, 환자나 치료진이 내용을 전혀 모르도 록

동의 하지 않은 경우는 배제하고 2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AL병용군은 처음 2주둥안 AL용량올 0.75

확정하였다. 이들 가운데 3명은 항정신병약물외에

mg에서 시작하여 개인에 따라 최고 3.0~4.5mg까지

보조적으로 Carbamazepine, Lithium, Sodium valpo-

증량하였고，3주부터 6주까지는 최고용량을 유지하

rate 등의 약물을 쓰고 있었으나 모두 포함시 켰고 계속

였다. 7주째에는 1주일에 걸쳐 AL용량을 서서히 감

유지하도록 했다.

량하여 금단 증상을 최소로 하였고，8주부터 PL군으로

연구대상은 무작위 추출하여 두 군으로 나누어 각

교차하였다. PL병용군은 처음 6주간 PL을 쓰다가 7

Table 3. Characteristics of two groups

Age

Duration of Illness

(year)

(year)

(mg/day)

Group l a(N = 8)

28.9 ± 6.6

9.5 土 6.5

43.1 ± 12.3

Group 2b(N = 9)

36.7 土 7.4

16.7 土 6.4

25.8 土 16.0

Group

Haloperidol Dose

a : Group 1 indicates alprazolam and then placebo administration group,
b I Group 2 indicates placcbo and then alprazolam administration group.
Table 4. Drug administration schedule of two groups with alprazolam or placebo and checking schedule

of prolactin level
Group

Week
Base

10

Group l a

ALd

TPf

Group 2b

PLe

AT d

11

12

13

PLe

PRLC level +

+

Group 1 indicates alprazolam and then placebo administration group.
Group 2 indicates placebo and then alprazolam administration group.
PRL indicates prolactin.
AL indicates alprazolam.
PL indicates placebo.
TP indicates period of alprazolam or placebo tapering.
* Checking the serum level of PRL at the base, 3rd and 9th weeks of study.
주부터 2주에 걸쳐 AL병용군과 같은 방법으로 증량

PL을 투여 시 AL의 투여 효과를 알 수 있으며，동시 에

하고，9주부터 12주까지 최고 용량을 유지하였고 1

개인내에서도 시점에 따라 교차후에 어떤 변화가 있

주일에 걸쳐 감량하였다.

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숫자를

연구 시작 전에 기본이 되는 BPRS와 PRL치를 측

늘일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는 점도 있었다.

정하였다. 그 후에는 BPRS는 매주 한번씩 3명의 의
사가 교대로 측정하였으며，평가자간 신뢰도는 0.813
(p < 0 ,0 1)이었다. 혈중 PRL치는 3주후, 9주후에 재
측정하였는데，이는 AL을 2주둥안 증량하여 확정한
최고량을 사용한 1주후에 측정한 것으로 보통 약에
의한 PRL치 변화가 2주후에 오는 것을 근거로 하였다.
혈청 PRL치는 전날 자정부터 금식을 시키고 다음날
오전 7시에 채혈하여 측정하였다.
연구 시작 이후에는 가능한 한 항정신병약물이나
AL의 용량은 변화시키지 않고 유지되도록 하였고，
환자의 심각한 증상변화나 부작용이 발생 된 부득이 한
경우에는 AL용량이나 항정신병약물의 용량을 변경
하였다. 기존의 보조약물도 난치성 환자들에게는 영
향이 없다고 생각되어, 이미 보조적으로 Carbamazepine, Lithium, Sodium valporate 등을 투여 중인 3명 의
환자도 연구대상자로 포함시켰고 연구시작 이후에도
이들 약물투여를 계속 유지시켰다.
이중맹 검교차를 한 이유는 각 개 인사이 에서 AL이 나

3. 통계방법
이중맹 검교차실험을 통하여 AL과 PL을 투여한 각
군의 매주 BPRS를 측정하여 AL이 난치성 정신분열
병환자의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래서 각 군의 기간에 따른 BPRS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다변량분석(이하 MANOVA) 을 이용하였다.
두 군을 선정시 무작위 추출을 하여서 연구시작 전
BPRS의 평균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양 군간의 비교
시에는 공분산분석(이하 MANCOVA) 으로 처리하였
고，동일 군내 에서 교차했을 때의 변화는 MANOVA로
처리하였다. 혈청 PRL치의 변화는 MAN OVA로 처
리 하였다.
결

과

양 군의 BPRS 총점을 MANCOVA로 처리한 결과를
치료 시점에 따라 치료효과를 비교해보면 처음 6주
동안에 AL병용군과 PL병용군 사이의 p = 0.413이었

Table 5. Changes of BPRS subscale scores and prolactin level in two groups given placebo or alprazo-

lam
Week of study

Item

Base

1

3

5

43

43

7

9

11

13

Group l a (N = 8)
43

43

Dose of HP°(mg/day)

43

Dose of ALd(mg/day)

0

0.75

4.5

4.5

0.75

2.5

1.8

2.4

3.0

2.0

3.8

3.4

3.7

43

43

43

0

0

0

1.6

1.5

3.1

3.5

3.6

3.3

BPRSe subscale scores
Anxiety
Emotional withdrawal

4.4

3.5

Conceptual disorganization

3.8

3.6

3.7

3.5

3.4

3.8

3.5

3.5ᅳ

Tendon

2.3

2.0

2.5

2.4

2.4

2.3

2.3

2.3

Hostility

3.1

3.0

3.0

2.4

1.6

1.4

1.5

1.0

Motor retardation

3.9

3.1

3.3

2.3

2.7

2.5

2.8

2.6

Excitement

3.1

1.8

1.7

1.6

1.4

1.3

1.5

1.4

PRLf level(ng/ml)

84

106

105

Group 2b (N = 9)
26

26

26

26

Dose of HP^mg/day)

26

26

26

26

Dose of ALd(mg/day)

0

0

0

0

0.7

4.5

4.5

4.5

Anxiety

2.7

2.0

2.1

1.3

2.2

2.2

2.3

2.2

Emotional withdrawal

3.3

2.8

2.5

2.6

2.2

2.5

2.2

2.6

Conceptual disorganization

4.5

4.8

3.5

4.1

2.7

2.8

2.9

2.8

Tendon

2.3

2.5

1.9

2.0

1.8

1.9

1.8

1.7

Hostility

2.3

2.7

3.2

2.8

3.2

2.8

1.8

1.7

1.5

1.1

1.2

1.7

1.9

1.7

1.5

1.7

BPRSe subscale scores

Motor retardation

2.6

2.7

2.1

2.1

Excitement

2.2

2.2

2.1

2.0

PRLf level(ng/ml)

72

87

98

a : Group 1 indicates alprazolamand then placebo administration group.
b : Group 2 indicates placebo andthenalprazolam
administration group.
c : HP indicates Haloperidol.
d : AL indicates Alprazolam.
e : BPRS indicates 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l988, BPRS)
f : PRL indicates prolactin.
고，교차후에는 p=0.552로 나와 양 군간에 유의한

되었다. 긴장은 p=0.011 로 PL병용군에서 호전이 되

차이는 없었다(Table 5). BPRS 총점이 호전되기는

었다. 교차후 양 군의 BPRS 소항목의 비교에서는

하였으나 AL병용군，PL병용군 모두에서 나타나서

유의한 차이가 난 항목이 없었다.

AL병용군이 치료 효과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1군내에서 AL-PL 전환시 BPRS 총점의 변화를 MANOVA로 처리한 결과 p = 0.142로 유의한 변화는 없

지는 않았다.
양 군의 BPRS 소항목을 MANCOVA로 처리하여

었다. 그러나 소항목에서는 불안은 p = 0.039로 유의

처음 6주 동안 비교한 결과 불 안 (anxiety), 개념혼란

하게 나빠졌고，정서적 위축(p = 0.014), 적개심(p = 0.

(conceptual

disorganization), 긴장(tension)등에서

024), 흥 분 (p=0.002)등은 호전이 되었다(Table 5).

주에 따라 양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5).

불안의 점수를 보면 AL 투여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안의 소항목에서는 p=0.04로 AL 투여시 호전이

좋아지고, PL로 교체한 후에도 잔여효과로 인하여

있었다. 개념혼란은 p = 0.031 로 PL병용군에서 호전이

호전된 상태가 유지되었다. 단，AL투여후 5주째에

Group

Baseline

3 Weeks

9 Weeks

p value

DF

F

Group l a

84.0 土 64.4

105.4 ± 60.9

106.2 土 63.1

0.004

2

8.33

Group 2b

72.3 ± 57.0

98.2 土 59.7

87.5 土 57.8

0.010

2

6.26

a : Group 1 indicates alprazolam and then placebo administration group,
b : Group 2 indicates placebo and then alprazolam administration group.
일시적으로 나빠진 것은 AL투여중이던 8명의 환자

량으로 장기간 투여 할 경우에 나타나는 효과나 남용의

중에서 정신증상이 악화된 4명의 환자때문이다.

위험에 대해서는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저

2군내에서는 PL-AL 전환시의 BPRS 총점을 MA-

자들은 항불안효과가 뛰어나고 반감기도 짧고 습관

NOVA로 처리한 결과 p = 0.100으로 유의한 변화는

성 이 적은 AL을 선택하여 난치 성 정 신분열병환자에게

없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소항목에서는 정서적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하였다.

위축(p = 0.034), 개념혼란(p = 0.000) ，정신운동지연

현재까지 만성정신분열병환자에 대해 BZ올 투여한

(p = 0.001) 등에서 호전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Ta

다수의

ble 5).

1985 » Csemansky등 I 984，I 988 ; Hekimian과 Fried-

이중맹검연구(서동혁등

1987 ;

최휘영등

양 군간의 혈청 PRL 치를 MANCOVA로 처리한

hoff 1967 ； Holden등 1968 ； Jimerson둥 1982 ；

비교는 p = 0.18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Kellner등 1975 ; Lingjaerde동 1979 ; Nestoros 19

각 군 자체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MANOVA로 처리한

82 ；Ruskin 1979 ；Wolkowitz 1986, 1988) 가 있었다.

결과 1군내에서는 p = 0.04으로 유의하게 나왔고，2

이들중 일부 연구는 호전이

군내에서도 p = 0.01 로 유의하게 나왔다(Table 6).

1984 ；Jimerson등 1982 ； Kellner등 1975 ； Nesto

결론적으로 양 군 모두 혈청 PRL치가 기본측정치보다

rus등 1982 ; Ruskin동 1979 ; Wolkowitz등 1986),

AL병용투여시 의미있게 증가하였으나, PL투여군에

일부는 호전이 없었다(서동혁 등 1987 ;

서도 중가하여 통계적인 의미는 찾기 힘들었다.

1985 ; Csemansky등 1988 ; Hekimian과 Friedhoff

있었고(Csemansky등

최휘영 등

1967 ； Holden등 1968). 특히 AL을 항정신병 약물에

고

찰

병용투여한 연구로서는 Wolkowitz등 (1986, 1988) 과
Bacher등 (1986), Csemansky둥 (1986，1988) 의 연구가

BZ은 급성으로 정 신중상이 악화될때 투여 하게 되 면

있었고，국내에서는 서동혁(1987) 의 연구가 있었다.

불안, 초조등의 증상을 감소시켜서 병이 악화되는것을

Wolkowitz둥 (1988) 의 연구는 12명의 환자를 대상으

재빨리 막아주며(Nestoros등 1982), 부작용이 적으

로 하였으며 이 가운데 5명의 환자가 효과가 있어서

면서 진정작용이 있다. BZ의 항정신병 효과는 Ga-

정신증상 및 양성증상의 호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mma-aminobutyric acid(이하 GABA) 에 의한 도파민

Csemansky등 (1988) 의 연구는 55명의

전도의 감소가 BZ을 매개로 하여 용이해 지며(van

대상으로 주로 음성중상에 초점을 맞추어 /소을 투

Kammen 1977), 정신분열병에서 나타나는 이차 불

여하였으나 유의한 효과를 입증하지는 못하였고, 36

외래환자를

안을 감소시키며 (Keller등 1975) ，항정신병약물과 관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한 서동혁 등 (1987) 의 연구에

련된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때문 등으로 알려지고 있

서도 항정신효과를 밝힐 수는 없었다.

다. 그래서 정신분열병환자에서 BZ을 병용투여하게
되면 항정신병약물의 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들의 연구에서 어떤 결론을내리기 어려운 이유는
일부는 연구대상 환자수가 적 었고(Jimerson등 1982 ；

분류상 잠재적인 비신경이완제 항정신병약물(non-

Kellner둥 1975 ； Ruskin둥 1979 ;

neuroleptic antipsychotics) 에 속하면서 정신중의 보

86), 어떤 연구(Hekimian과 Friedhoff 1967 ； 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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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 치료제로 연구되고 있다(Greenblatt와 Ruskin

den등 1968 ； Lingjaerde등 1979 ； Ruskin등 1979) 는

1986). BZ중에서 Diazepam이나 Chlorodiazepoxide가

표준화된 진단기준을 사용하지 않았기 떠문이다.

항정신병 효과가 있다는 보고(Backman 1980 ； Heki-

Christison등 (1990) 은 이에 대해 연구시 다음과 같

mian Friedhoff 1967) 도 있었으나 이들 약물을 고용

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첫째로 연구

방법상에 있어 3회 이중맹검대조군연구(three double

둘째는 이중맹검교차대조군 연구를 시행하고 치료

blind controlled trials) 가 바람직하며，음성, 양성증

기간도 충분히 가져 6주동안 AL을 투여하여 AL의

상외에도 공격성 (aggressive outburst) 같은 증상에

약물효과가 2~3주만에 나타난다는 보고( Kellner등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찰되어야 한다. 둘째로 기존의

1975 ； Lingjaerde등 1979) 에 비해 비교적 충분한

항정신병 약물에 반응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투여 기간을 가졌으나 6주보다 더 늦게 효과가 나타날

때문에 특별한 소집단(subgroup) 에서 반웅할 가능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성도 생각해야 한다. 세째로 이 방면의 연구결과나

셋째는 AL을 투여하는 도중에 8명중에서 4명의

문헌이 적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해야 한다고

환자가 정신중상이 악화되 어 호전 이 된 환자의 결과를

하였다.

상쇄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4명의 환자는 공격성T행

저자들은 Christison등 (1990)의 고려를 참조하고
앞선

연구들의

단점을

보완하기위해

대상환자를

동증대，홍분, 충동적 인 행동，환청 증가，피해망상의
중가등의 악화를 보였고 이로이해 불안도 증가하였다.

Kane둥 (1988)의 기준에 따라 일관성있게 적용시키고，

AL의 부작용으로 social disinhibition(Beckmann과

17명의 대상환자를 입원한 상태에서 이중맹검교차대

Haas 1980), 공격성(Karson등 1982), 진정, 운동실조，

조군연구 (double blind crossover controlled study) 로

구음곤란(Jimerson등 1982), 파킨슨중후군(Suranyi-

시행하였다.

Cadotte등 1985) 등이 올 수 있다고 한다. 또 소수의

전체적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AL투여군이 PL투

정신분열병환자에서 BZ을 사용시 각성이나 자극형

여군에 비해 난치성 정신분열병환자에 대한 치료 효

태의 부작용이 마치 조증증상(France와 Krishmann

과가 통계 적으로 나았다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1984a, 1984b) 과 유사하게 과다한 성욕, 행동중대,

그러나 AL을 투여한 경우 어느정도의 치료효과를

홍분，충동적 인 행동, 다행감등의 중상으로 나타난다

보이는 경향(p = 0.10) 이 있었고, 이 점은 BPRS의 소

는 지적(Greenblatt와 Ruskin 1986) 도 고려되어야겠

항목 몇개에서 호전을 보이는데에도 나타났다.

다.

다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임상효과를
보인 이외에 환청과 망상(Jimerson둥 1982 ;

Kell-

넷째는 이중맹 검교차대조군의 선정 시 무작위 추출
로 생긴 양 군의 이질성(heterogeneity) 이 영향을 주

ner등 1975 ; Lingjaerde등 1979 ; Nestoros둥 1982 ;

었을 수도 있을 것으로 고려된다. 1군이 2군보다 더

Wolkowitz 1986, 1988), 긴장과 홍 분 (Kellner둥 1975),

심한 환자로 구성이 되어(표 2) 이에 따른 영향을

분노 (Jimerson등 1982)，사회접촉(Jimerson등 1982 ；

배제하기 어렵다.

Wolkowitz둥 1986) 이 호전되었다. 저자들의 연구에

혈청 PRL치와 AL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BZ은 일

서는 BPRS의 소항목 가운데 불 안(anxiety), 정서적

차적으로 시상하부의 GABA-Coupled BZ 수용체에

위축(emotional withdrawl), 개념혼란(conceptual dis

작용하여 뇌하수체전엽 호르몬에 영향을 주고, 스트

organization),

정신운동지연 (psychomotor retarda

레스로 인한 혈청 PRL 치의 중가를 감소시키는 것

tion) 등에서 호전을 보였는데 특히 불안은 위약으로

으로 나타났다(De Souza 1990). BZ은 기저상태의

바뀐뒤에도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영향이 있었다(Ta

혈청 PRL분비는 비교적 영향을 주지않고 고용량에서

ble 5). 이런 결과를 볼때 AL이 불안 이외의 항목에

약간 영향을 주며，반면에 여 러가지 생리적，약물학적

서도 호전을 보이는 것은 흥미롭다고 보겠다.

자극으로 인한 혈청 FRL의 분비중가를 차단한다고

저자들의 연구에서 AL이 치료효과를 나타내지 않은
이유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다(De Souza 1990). 저자들의 연구에서는 양 군
모두 혈청 PRL 치가 기본측정치보다 AL병용투여시

첫째는 Kane등 (1988)의 기준에 따른 비교적 심한

의 미 있게 증가하였으나，PL투여 군에 서도 중가하였다.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Kane등(1988)의

교차후에는 AL병용투여시 혈청 PRL치가 억제되는

기준은 BPRS총점이 최소한 45점이 되어야하고 지난

양상을 보였고 PL투여시 증가되는 양상이었다. 결론

5년간 3개 이상의 약물에서 효과가 없어야 하는 등

적으로 AL과 혈청 PRL치 사이 에 일관되고 의 미 있는

상당히 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관계는 없었다. 이는 채혈이나 검사실의 영향외에

있어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들이었다.

다른 어떤 요인이 작용되었는지 추후연구에서 밝혀

져야 하겠다. 이런 점을 볼 때 향후 연구시 도파민의

Christison GW, Kirch DG, Wyatt RJ(l990) : When sym

변화를 더 민감하게 보여주는 Homovanillic Acid 같은

ptoms persist: choosing among alternative somatic

생물학적 지표의 연구를 병행하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treatments for schizophrenia. Schizophr Bull 17 :
217-245
Csemansky JG, Lombrozo L, Gulevich GD, Hollister LE
(1984) ! Treatment of negative schizophrenic sym

결

론

ptoms with alprazolam : A preliminary open-label
study. J Clin Psychopharmacol 4 ! 349-352

저자들은 AL의 만성 난치성 정신분열병환자에서

Csemansky JG, Riney SJ, Lombrozo L, Overall JE，Hollis

Kane등 (1988)의

ter LE(1988) : Double-blind comparison of alpra

기준에 맞는 17명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총 13주

zolam, diazepam, and placebo for the treatment of

항정신병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동안 이중맹검교차대조군 연구를 시행하면서 증상의
변화를 BPRS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로 난치성 정신분열병에서 AL병용이 뚜렷한
치료효과는 보이지 않았으나，불안，정서적 위축，개
념혼란，정신운동지연 등의 소항목에서 호전을 보여
일부 환자에게 시도해 볼 수 있겠다.
둘째로 AL과 혈청 PRL치의 관계에서는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AL병용투여시 기본측정
치에 비해 의미있게 증가하였으나 PL투여시에도 증
가하여 어떤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세째로 저자들의 연구의 보완점 및 향후 연구의
방향을 고려해 볼 때 이중맹검교차대조군의 선정시

negative schizophrenic symtoms. Arch Gen Psychia
try 45 ：655-660
Davis JM, Schaffer CB，Killian GA( 1980) : Improvement
issues in the drug treatment of schizophrenia. Schi
zophr Bull 6 : 70-87
De Souza(l990) : Neuroendocrine effects of benzodiaze
pines. J Psychiatr Res 24 : 111-119
Donaldson SR，Gelenberg AJ, Baldessarini RJ( 1983) : The
pharmacologic treatment of schizophrenia : A pro
gress report. Schizophr Bull 9 ! 504-527
France RD, Krishman KR( 1984a) : Alprazolam induced
manic reaction. Am J Psychiatry 141 ! 1127-1128
France RD, Krishman KR( 1984b) : Behavioral toxicity
with alprazolam. J Clin Psychopharmacol 4 i 294
Greenblatt DJ, Raskin A(1986) : Benzodiazepines-new

보다 연구의 목적에 맞는 동질성 (homogenous) 집

indications. Psychopharmacol Bull 22 : 77-87

단을 대상으로 연구가 시행되어야 하겠다. 또 약물에

Hekimian LJ, Friedhoff AJ(1967) : A controlled study of

반응이 있는 환자군을 밝히 기 위한 생물학적인 지표를

placebo, chlordiazepoxide, and chlorpromazine with

찾는 노력도 시행되어야 하겠다.

30 male schizophrenic patients. Disea Nerv Sys 28 :
675-678

중심 단어 : 난치성

정신 분 열 병 환 자 • 알 프 라 졸 람 •

프로락틴.

Holden JM, Itil TM, Keskiner A, Fink M(1968) ：Thiori
dazine and chlordiazepoxide, alone and combined,
in the treatment of chronic schizophrenia. Com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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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djunctive Administration of Alprazolam and the Changes of Serum
Prolactin Level in the Refractory Schizophrenics
Dong Yul Oh, M.D., Young Lan Kim, M.D., Cheol Kyu Kim, M.D.
Seoul National M ental Hospital, Seoul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adjunctive effects o f alprazolam and the
changes of serum PRL level in the refractory schizophrenics. The subjects were seventeen
hospitalized chronic schizophrenic patients who met Kane et al，
s(1988) criteria. The subjects
were randomly assigned to two groups, alprazolam-placebo administration group and placeboalprazolam administration group. The duration of study was 13 weeks with a double-blind
crossover design. The maximum dosage of alprazolam was 4.5lng/day and the schedule of
alprazolam administration was conducted in 3 stages-the 1st stage was the period of dose
increment of 2 weeks, the 2nd stage was the period of maintenance of 4 weeks and the 3rd
stage was the tappering period of one week Clinical evaluation with 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 (BPRS) was done weekly on the double-blind method and checked the serum PRL level
at the baseline, the end of the 3rd and the 9th week*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Alprazolam administration did not show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otal
BPRS scores bu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duction of the scores in the subscales of
anxiety, emotional withdrawal, psychomotor retardation and conceptual disorganization com
pared with plcebo administration.
2)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in the serum prolactin level because alprazolm
and also placebo administration increased the serum prolaction level.
3) In the future, this kind of study should be done in more homogenous group of patients
and try to find out any biological markers, indicating therapeuic effects.
So that alprazolam could be tried for some refractory schizophrenics.
KEY W ORDS : Refractory schizophrenia • Alprazolam • Prolact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