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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정신분열병 남자환자의 성기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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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정신분열병 환자의 성은 그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구분하
여 연구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Arieti(1975 )는

주요 정신장애로서 가장 큰 난제의 하나인 정신분열병
에 있어 성문제는 Bleuler(1950), Fish(1962 )등의 성

정신분열병 환자의 성생활은 비정신병적인 사람들 사이
에서는 있을 수 없는

•주 특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

01

적 사고 (sexual thought) 에 대한 조사와 V arsanis 와

였다. 그러나 일반 임상의들의 경험은 심하게 왜곡되어

Adamson(1972) 의 정신분열병 환자의 성욕에 관한 연

괴이하기까지한 성적 경험은 일반인들에서보다 정신분

구가 있었으나 대부분 증례보고나 이론적인 수준이었으

열병

며 대조군 연구와 같은 좀 더 과학적인 수준에서의 연구

(Skopec 등 1976).

환자들에게서

혼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는 미약한 편이었다. 이외 다른 연구결과로는 정신분열

정신분열병과 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병 환자들이 일반인구(MacSorley 1964)나 다른 정신질

4가지의 관점에서의 이론이 있다. 첫째는 Freud(1911)

환을 가진 환자들( 용deqaard 1960) 에 비해 결혼율이나

가 Schreber 예에서 보여주었듯이 정신분열병은 성적인

출산율이 낮다는 것과 결혼의 과거력을 가진 환자

에너지가 대상에서 철퇴되어버린 결과라는. 즉 성적 홍

(Stephens 등 1966；V a illa n t 1964) 나 이성관계를 가

미와 활동이 감소된 결과라는 견해이다. 이러한 주장은

진 환자들 (Bromet 등 1974) 이 약물치료나 전기경련치

이후 Rado(1962) 와 Harrow 등 (1977) 에 의해 발전되

료와 같은 물리치료에 잘 반응한다는 수준이었다.

어 성적 행동과 무감동중이 관련이 있고 결과적으로 성

정신분열병 환자의 성이 일반인들과 같은 가 아니면

적 행동장애나 정신분열병 모두가 쾌락추구 행동에 있어

다른 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어 왔다. Rado

장애라는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또 다른 관점으로는

(1956)는 정신분열병 환자와 일반인사이에 성적인 차이

F reud 의 개념과는 달리 정신분열병의 발전에 성적 행위

가 존재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는 사실이라고 하였고

자체가 보조적

그는 이러한 차이가 일생을 통하여 지속된다고 하였다.

derhuges 등 (1972)은 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따라서 일반인과 신경증 환자들의 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연구를 통해 지나친 성행동이나 자위행위가 질병의 발병

무분별하게 정신분열병 환자에게 적용시켜서는 안되고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여 상기 가설을 뒷받침

인자로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Pin-

한 바 있다. 세번째 관점은 Kaplan(1974 ) 의 견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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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능장애가 어떤 정신분열병 환자에서는 정신분열병
의 증상을 악화시키며 어떤 환자에서는 성치료 자체가
이들 환자에 있어 심리적 방어를 파괴시켜 정신병적 악
화를 가져온다는 견해이다. 넷째는 정신분열병 자체가

환자의 성생활에 악영향을 미쳐 성생활 장애를 가져온다
는 견해이다(Pinderhuges 등 1972).

는 이러한 상관관계는 없으나 혈청 prolatin 치가 월경장
애와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여 남성 정신분열병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성행동의 횟수에 대한 연구들은

환자에서 혈청 prolactin 치가 항정신병약물로 인한 성

많지 않으나 Lukianowicz(1963 )은 발병 2년이하의 급

기능장애의 측정에 지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성 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발병후 성

우리나라에서는 최시헌(1982)에 의한 정신분열병 환

욕이나 실제 성행동에 있어 발병 이전의 수준과 비교할

자의 성에 관한 임상적 연구가 있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때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중가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반

약물에 의한 성기능장애는 제외되었고 정신분열병 환자

면 Rozan 등 (1971)은 질병의 발병과 성행동의 심각한

가 겪는 직접적인 성행위와 성능장애에 대한 조사보다는

저하와 연관이 있다고 하였고 이병기간 2 년이상의 만성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보이는 성과 관련된 정신병리에 대

정신분열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Nestoros 등

한 연구이었고 정신분열병 환자에 있어 성적 기능의 변

(1980)은 발병 전이나 정상대조군에 비해 이들 대상군

화나 성기능장애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이에 저자

에서 성욕 , 발기 및 사정에 있어 많은 장애를 보였으며

들은 남성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질병자체와 투여약물이

환자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청소년기에 이성간의 성행위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입원한 남성

나 현재 이성간의 성관계가 유의하게 적었으며 자기애적

정신분열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을 결혼유무, 투여약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환자군

물의 역가별로 나누어 성기능의 변화, 성적 불안 및 성적

에 있어 약물의 양이나 종류가 성행위의 횟수나 성기능

만족도를 조사하여 비교하고 이들 성기능의 변화와 혈청

장애와 연관을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prolactin 치 , 임상증상, 투여약물 용량 및 추체외로증상

정신병약물과 성기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1960년대
초

thioridazine 이

사정지연을

가져온다는

과의 관계를 비교조사하였다.

보고

연구대상 및 방법

(Taubel 1962)가 나온 이후 많은 관심이 주어져 왔다.

항정신병 약물을 비롯한 향정신성 약물의 성에 대한 효과
로는

발기부전 (K a h n

1975),

성적

극치감부전

(R abk in 등 1985), 사정지연 및 역행사정 (Mitchell 과

1

.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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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일부터 동년 11월

Popkin 1982), 성욕감퇴 (Segreves 1988), 지속 발기

30 일까지 국립서울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정신분열병으로

증 (Scher 둥

동통 (Berger

진단받은 남자환자중 본 연구의 취지에 동의한 환자들로

1979)둥이 보고되었다. 항정신병약물로 인해 야기되는

자기 평가설문지를 작성할 수 없거나 또는 작성하였어도

성기능자체와 질병자체로 인한 성기능장애를 구별하기

설문지 작성의 신뢰도가 떨어진 경우는 제외하였다. 선

란 쉬운 일이 아니다(Nestoros등 1980). 이들을 구별할

별된

수 있는 한 방법이 약물효과와 직접적으로 연관을 가지

중인 환자 37명, 결혼의 과거력이 없고 현재 미혼인 환

고 있는 생물학적 인자를 측정하는 것이다. 항정신병약

자 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진단은 DSM-III-

물이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은 중추신경계 수준에

R (A m 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의 진단

서의 작용과 자율신경계의 콜린 및 알파아드레날린성 수

기준에 의거하여 이병기간이

용체를 차단하는 것과 같은 말초신경계 수준에서의 작용

며 이들 군을 투여약물의 종류에 따라 고역가약물 투여

및 혈청 prolactin 의 중가와 같은 호르몬의 변화같은 기

군(미혼 25명, 기혼 20명)과 저역가약물 투여군(미혼

전을

1983)

통해서라고

및

성적극치감시

알려져

있다 (M e ltz e r

1985 ；

환자중에서 결혼의 과거력을 가졌거나 현재 결혼

2

년이상인 환자로 하였으

25명, 기혼 17명)으로 구분하였다.

M itchell 과 Popkin 1983；Segreves 1989). 이런 관점

정상 대조군으로는 국립서울정신병원에 근무하는 정

에서 혈청 prolactin 치와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성기능

신과적 장애의 기왕력이 없고 본 연구의 취지에 동의한

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Burke 등 1994;

남자 직원으로 환자군과 대조군의 특성상 올 수 있는 연

G had irian 둥 1982；M itchell 과 Popkin 1983) 이들

령과 학력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가능한한 연령과 학력

연구결과는 혈청 prolactin 치가 남성 정신분열병 환자

을 조합하여 미혼 50명과 기혼 49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에서 성기능장애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고 여자환자에서

두군 모두에서 성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적

질환이나 항정신약물을 제외한 약물의 투여가 있는 사람

를 위한 문항이다. 이들 문항은 주로 약물투여와 연관된

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성적 기능, 즉 성적사고, 발기횟수, 발기유지, 자위행위

2

횟수, 성적극치감의 횟수나 느낌의 정도 그리고 사정시

. 연구방법

이들 환자를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 현재 약물
의 종류와 양, 현재 약물의 투여기간. 과거 약물의 전체
투여기간 및 질병의 이병기간은 병록지를 이용하여 조사
하였으며 질병과 약물투여로 인한 성기능의 변화에 대한
평가는 성기능 설문서 (Burke 둥 1994)를 이용하여 평가
하였고 성적 불안은 성불안척도(Sex Anxiety Inventory-SAI ；J a n d a 와 O 'G rad y 1980)를 , 성적만족

도는

성적만족도측정도구(Index

of

Sexual

Sa-

tisfaction-ISS ：H udson 둥 1981)를 이용하여 평가하

였다.

대상군의

정신병리는

간이정신중상측정척도

(Brief Psychiatric R atin g Scale-BPRS; O v e r a l l
G orham 1962)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약물로 인한 추체

외로중상은

이상불수의운동척 도 (A b n o r m a l

In 

voluntary M ovem ent Scale-AIMS) 를 이용하여 평가

하였다. B P R S 와 A IM S 는 두측정자가 각각 측정하였고
측정자간의 신뢰도는 0.83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모든
평가는 입원후 약물투여가 시작된지 적어도 2 주가 지난
후 평가가 가능한 시기에 하였다. 대상군에 있어 혈청
prolactin 측정은 약물이 유지용량에 도달한 후에 오전
8

시에 채혈하여 -70t !에서 보관한후 면역방사선법으로

측정하였다. 이시기에는 다른 약물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문제가 있는 경우는 소량의

항콜린성 항파킨슨 약물을

사용하였다.
Burke 등 (1994) 이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질병과 약물

투여로 인한 성기능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성기능 설
명서는 모두 4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첫번째
는 지난 2 년간의 일상적인 성 기능에 관한 질문으로 지난
2

년간 커다란 문제가 없이 잘 지냈을 때의 성적 기능 즉 ,

정상적인 수준의 성기능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성적 사고 , 발기 및 자위행위의 빈
도나 횟수를 하루 일회 이상부터 1달 1회 이하의 5단계
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둘째는 최근 2 주간의 성기능
에 관한 질문으로 주로 현재의 성기능 즉 , 병원내에서의
여러 문제와 연관된 성기능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평
가 부분과 방법은 첫번째와 같다. 이 두 평가척도는 점수
가 높을수록 성에 관한 문제나 성기능장애가 많음을 보
여준다. 세번째는 환자 자신의 현재 성기능장애의 평가

정액의 양등을 5단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네번째는
평가자의 전체평가로 환자의 현재 약물이 환자의 성적
기능을 전체적으로 7단계로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두평가는 앞의 두요소와는 다르게 척도 점수가 높을
수록 성기능장애가 적거나 투약전에 비해 변화가 적거나
오히려 성기능이 중가됨을 보여준다. 이중 세번째 환자
자신의 현재 성기능장애평가를 위한 문항들이 약물투여
와 연관된 성적 기능을 평가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
는가의 신뢰성을 평가하기위해 문항 신뢰도지수를 구하
였는데 alpha 값은 0.7146으로 높은 편이었다. 또한 환
자자신의

평가와 평가자의

평가간의

상관도 r = 0 .

7321로 높은 수준이었다.

성불안 척도는 모두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문항은 서로 다른 배치되는

2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그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3개의 하위척도로서
성이 적용되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불편감.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유형의 성적 행동에 대한 불안 및 비밀스
런 성경험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불안이 높은 것
을 의미한다.
성적만족도 측정도구는 모두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정도에 따라 거의 그렇지 않
다에서 대부분 그렇다의 5단계로 나누어 선택하게 되어
있다. 총점수의 계산은 답하지 않은 문항을 고려해서 계
산하도록 되어 있고 그공식은 다음과 같다.
S = ( i；
Y-N)(100)/[(n)(4))
Y: item score
N ；total num ber of items completed by the
respondent

이 척도는 총점수가 높을수록 성적만족도가 낮은 것을
의미하며 이 척도는 하위척도로 성적관계의 질적 측면과
이러한 측면이 가지는 긍정적 흑은 부정적 결과의 두가
지로 구성되어 있다. 성불안척도 및 성적만족도 측정도
구는 우리나라에서는 표준화되지 않은 척도여서 본 연구
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각 척도의 문항에 대한 신뢰도지
수 (reliability coefficients)를 구하였는데 alpha 값은
각각 0.7721, 0.6957로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각 척도
가 성과 연관된 불안 및 성적만족도와 같은 특정 부분에
대한 평가척도로 각 부분이 이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

Contr이
(N=99)

Schizophrenia(N=87)
Item

Total score of sex

Married

Single

Married

Single

(N=37)

(N=50)

(N=50)

(N=49)

11.31( 3.74)

11.11(4.90)

7.30(2.92)

8.88(4.21)

p=0.000

p=2.970

P*

p=1.820

anxiety inventory(SAI)
SA1

1.42( 0.91)

1.19(0.99)

0.45(0.94)

0.72(0.81)

p=0.000

p=0.859

p=0.056

SA2

1.86( 1.02)

2.02(0.98)

1.96(0.87)

1.90(0.93)

p=0.933

p=0.720

p=0.438

SA3

0.83( 0.82)

1.07(1.04)

0.27(0.49)

0.51(0.68)

p=0.000

p=0.045

p=0.991

39.97(10.68)

41.60(9.71)

30.78(8.52)

35.38(7.94)

p=0.000

p=0.008

p=0.467

SF1

50.65( 7.87)

50.92(6.39)

44.36(6.49)

47.92(5.37)

p=0.000

p=0.064

p=0.111

SF2

12.69( 4.22)

15.32(3.93)

11.18(2.71)

12.54(3.14)

p=0.000

p=0.000

p=0.245

8.22( 2.67)

8.52(3.35)

7.84(2.07)

6.78(2.04)

p=0.006

p=0.326

p=0.077

8.18(1.75)

6.76(1.97)

p=0.000

p=0.057

p=0.092

p=0.889 '

p=0.889

p=0.664

p=0.664

Total score of index
sexual satisfaction
(ST)

Score of sexual func
tioning questionnaire
F1
F2

8.95( 3.24)

8.86(3.44)

F3

14.87( 3.38)

14.96(2.92)

F4

3.49( 1.17)

3.40(0.67)

*P ：Two way ANOVA : p value was presented by the effects of group, marital status and interaction of group by marital
status in order
SA1 : Feeling of discomfort in social situations in which sexuality is implied
SA2 ：To deal with socially unacceptable forms of sexual behavior
SA3 ：To be related to sexuality experience in private
SF1 : Some aspect of the quality of the sexual relationship
SF2 ：Positve and negative consequences of the quality of the sexual relationship
F1 : Usual sexual functioning over the past 2yrs
F2 ：Sexual functioning over the past 2wks
F3 : Patient's assessment of present impairment
F4 : Interviewer's global assessment

어 있으므로 각 척도의 표면 타당도 (face validity) 는 신

연구결과

뢰할만한 척도라 할 수 있다.
3. 통계방법

1

본 연구의 자료는 SPSS/PC+ 통계 package 를 사용

. 인구학적 자료

정신분열병 환자군은 모두 87명으로 기혼군의 평균연

하여 인구학적 자료나 각군간의 각측정치의 비교는 t - 검

령은 39.81(5.55)세이었고, 미혼군은 30.34(5.83)세이

증 , 이원변량분석(two-way analysis of variance ；

었고 대조군은 모두 99명으로 기혼군이 36.92(5.31)세,

AN OV A) 및 C hi square 를 이용하여 검중하였다. 또한

미혼군은 28.04(5.31)세이었다. 교육정도는 정신분열병

성기능의 변화나 성기능척도와 임상증상, 투여약물의

환자군의 기혼군은 11.90(3.19)년 , 미혼군은 12.54(2.

양, 추체외로증상의 정도 및 혈청 prolactin 치와의 관계

22 )년이었고 대조군의 기혼군은 12.18(0.99)년 . 미혼군

에 대해서는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이외 각

은 12.70(1.64) 년이었다.

척도의

문항에

대한

신뢰도지수(reliability

coef
2

ficients) 는 standardized item alpha 값을 구하여 알

아보았다.

. 결혼상태에 따른 정신분열병 환자군에서 성불

안 , 성적만족도 및 성기능의 비교
성불안은 대조군보다 정신분열병 환자군에서 높았으

SAT
SAT

SA1

SA2

SA3

F1

F2

F3

F4

ST

SF1

SF2

1.0000

SA1

0.6314*

SA2

0.1921

1.0000

- 0.0120

1.0000

SA3

0.6637*

0.3247*

0.0398

1.0000

F1

0.2508*

0.1364

0.1688

0.2290*

1.0000

F2

0.2106

0.0808

0.2073

0.1996

0.8333*

F3

-0.1741

0.0981 -0 .2 6 0 8 *-0 .0 58 5

0.0412 -0.0783

1.0000

F4

0.0165

0.0179 -0.1903 -0.1051

0.1213

-0.0117

0.7321

0.5434*

0.4059* - 0.0885

0.2721*

0.1003

0.0423

0.0754 0.1503

1.0000

SF1

0.4229*

0.3240*-0.2634*

0.1454

-0.0606

0.1664 0.1442

0.8994*

1.000

SF2

0.4889*

0.2795*

0.3610* 0.0737

0.8266*

0.5862*

ST

0.0868

0.0265

1.0000

0.0864 -0.0215

1.0000

0.1271

1.0000

*p < 0.05
SAT ：Total score of sexual anxiety inventory
ST ：Total score of index of sexual satisfaction
SA1 ：Feeling of discomfort in social situations in which sexuality is implied
SA2 : To deal with socially unacceptable forms of sexual behavior
SA3 : To be related to sexuality experience in private
SF1 ：Some aspect of the quality of the sexual relationship
SF2 ：Positve and negative consequences of the quality of the sexual relationship
F1 ：Usual sexual functioning over the past 2yrs
F2 : Sexual functioning over past the 2wks
F3 ：Patient's assessment of present impairment
F4 : Interviewer's global assessment

며 (p = 0 .0 0 0 ),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대조군

3. 정신분열병 환자군에서 성불안 , 성적만족도와

과 정신분열병 환자군사이에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성기능간에 상관관계 및 이들 성관련 요소와

유형의 성적 행동에 대한 불안(요소

임상요인 간의 상관관계

2

)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성이 적용되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불편감(요

지난 2 년간 일상적인 성기능의 장애나 문제정도는 성

소 1) 및 비밀스러운 성경험(요소 3)은 정신분열병 환자

불안 총점수(r=0.2508) 및 비밀스러운 성경험 하위척

군에서 각각 유의하게 높았다(각각 p = 0 .0 0 0 ). 또한 이

도점수(r=0.2290) 와 유의한 정상관관계를 보였다(각각

중 비밀스러운 성경험은 기혼군보다는 미혼군에서 높았

p < 0 .0 5 ). 또한 최근 2주간의 성기능의 장애나 문제정

다 (p=0.045).

도는 지난 2 년간 일상적인 성기능과 높은 정상관관계(r

성적만족도 척도의 총점수는 정신분열병 환자군에서

= 0.8333)를 보였으며, 약물과 연관된 현재 성기능장애

높아 성적만족도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 (p =

에 대한 환자자신의 평가 총점수는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

0 0 00

) 이는 미혼군에서 낮아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p=0.008).

않는 유형의 성적 행동에 대한 불안 하위척도점수와 역
상관관계( p = - 0.2608)를 보여 주었다. 현재의 성기능

년간의 일상적인 성기능장애 점수는 정신분열

장애에 대한 평가자의 전반적인 평가점수는 현재 성기

병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높아 (p=0.006) 대조군에 비해

능장애에대한 환자자신의 평가점수와 높은 상관관계 (r

성적 사고 , 발기, 자위의 빈도가 떨어짐을 보였고, 최근

= 0.7321)를 보였다. 성적만족도 총점수는 성불안척도

주간의 성기능장애 점수도 정신분열병군에서 유의하게

총점수 (r=0.5434), 성이 적용되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높아 ( p = 0 .0 0 0 ) 성기능이 정신분열병 환자군에서 떨어

불편감 하위척도점수(r=0.4509) 및 비밀스러운 성경험

짐을 보여 주었다. 약물로 인한 현재 성기능장애에 대한

하위척도(r=0.2721) 와 정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2).

환자의 평가점수나 평가자의 전반적 평가점수는 환자군

성관련 요소와 임상적 변인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성불

지난

2

2

에서 결혼상태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안이나 성적만족도는 임상적 변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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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았으며 지난

Item
Total score of SAI

High-potency

Low-potency

group(N=45)

group(N=42)

p*

10.97( 4.27)

11.42( 4.60)

0.491

SA1

1.37( 0.90)

1.20( 4.60)

0.467

SA2

1.98( 0.92)

1.93( 1.07)

0.216

SA3

1.00( 1.04)

0.92( 0.87)

0.272

41.80(10.13)

39.07(10.12)

0.825

SF1

51.47( 7.22)

50.06( 7.00)

0.656

SF2

14.92( 4.12)

13.50( 4.27)

0.370

F1

8.98( 3.37)

7.76( 2.60)

0.056

F2

9.60( 3.74)

8.14( 2.69)

0.004

F3

15.36( 2.91)

14.45( 3.27)

0.514

Total score of index
of sexual satisfaction

Score of sexual func
tion questionnaire

F4
3.60( 0.96)
3.26( 0.83)
* Two-tailed t-test
SA1 ：Feeling of discomfort in social situations in which sexuality is implied
SA2 : To deal with socially unacceptable forms of sexual behavior
SA3 ：To be related to sexuality experience in private
SF1 ：Some aspect of the quality of the sexual relationship
SF2 ：Positve and negative consequences of the quality of the sexual relationship
F1 ：Usual sexual functioning over the past 2yrs
F2 : Sexual functioning over the past 2wks
F3 ：Patient's assessment of present impairment
F4 ：Interviewer's global assessment

과 최근 2 주간의 성기능 척도사이의 차이와 임상변인 사
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볼 수 없었다(Table

7.

약물과

연관된

현재

6

성기능장애와

안녕이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적절한 성기능은 생물 물
리적 요소와 정신사회적 요소간에 균형있는 상호관계를

).

통해 이루어 진다 (Hoch 등 1981). 이런 관점에서 정신

D o-

pamine 차단 지표간의 상관관계

분열병 환자의 성기능은 이병의 원인과 경과에 작용하는
심리적 요인과 약물사용둥에 의한 신체적 문제둥을 고려

약물과 연관된 현재의 성기능장애가 약물이 가지는
dopam ine 차단 효과와 연관이 있는가를 보기위해 환자

자신 및 평가자가 평가한 현재 성기능장애. 추체외로 중
상 , 혈청 prolactin 치 및 약물용량과의 상관관계를 보았
다 . A IM S 총점수와 환자자신 및 평가자의 평가점수 사
이에는 유의한 역상관관계(각각 r=-0.3479,

0.777

r=_0.

2108)를보여 약물로 인한 추체외로 중상이 중가하면 성

기능장애도 많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혈청 prolactin 치
및 약물용량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7).

한다면 많은 문제를 가져 올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보이는 성적 무감동, 성적 흥미 및
활동의 감소는 이 질병이 가지는 특징인 외부세계로부
터의 철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등과도 연관이 있고 만성
적 경과의 경우 퇴행이나 장기입원으로 인한 탈사회화
뿐만아니라

약물의

부작용등

여러요인에

기인한다

(Stevens 1 1972).

성불안이란 성기능장애와는 떨어져 생각할수 없는 것
으로서 성기능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이론이나 학습이론
및 다른 여러 이론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고

찰

많은 성치료가 성기능장애의 중요 원인으로 성불안을 강
조하고 있는 것으로 뒷받침된다(Kaplan 1982). 더우기

적절한 성기능을 위해서는 신체적인 건강과 심리적인

성기능장애와 연관이 있는 불안은 전반적인 불안이 아니

Table 5. Correlation among change score, present im
pairment score, sexual anxiety and sexual sa
tisfaction
Parameter

Change in

Change in

Change in

thoughts

erections

masterbation

F3

- 0.2844*

-0.1611

F4

-0.1626

0.0614

Table 6. Correlation between change score and clinical
variables*
Parameter

masturbation

erections

-0.0405

-0.1228

0.0725

Addur

-0.0580

-0.1672

- 0.0969

-0.1885

0.1096

-0.0875

0.0197

-0.0988

0.0465

-0.0346

0.0197

0.0303

-0.2487*

-0.0128

BPRS

-0.1 0 3 0

0.0352

Disdur

SA1

0.0021

-0.0743

-0.0520

Pdur

SA2

- 0.0290

0.0507

0.0361

SA3

0.0142

-0.0761

0.0121

ST

- 0.2011

-0.1213

0.1397

SF1

-0.0931

- 0.2102

- 0.0066

SF2

-0.1067

-0.0511

0.1872

1968)는 성기능과 연관된 성불안의 평가와 측정이 중요

Changes in

thoughts

0.0279

라 성활동과 연관이 있는 병적 불안이라는 보고 (Cooper

Changes in

Adno

SAT

*p < 0.05
F3 ：Patient's assessment of present impairment
F4 ：Interviewer's global assessment
SAT : Total score of sexual anxiety inventory
SA1 : Feeling of discomfort in social situations in which
sexuality is implied
SA2 : To deal with socially unacceptable forms of sex
ual behavior
SA3 ：To be related to sexuality experience in private
SF1 ：Some aspect of the quality of the sexual re
lationship
SF2 ：Positve and negative consequences of the quality
of the sexual relationship

Changes in

* All values are not significant
Ad no : Total No of admission
Disdur ：Total duration of illness
Addur ：Total duration of admission
Pdur: Total duration of medication
Table 7. Correlations between sexual impairments and
pharmacological indications of dopamine
blockade
Total score

Serum prolactin

Dosage of

of AIMS

level

medication

F1

- 0.0430

- 0.0804

-0.0098

F2

- 0.0044

-0.1438

- 0.0739

F3

-0.3479*

0.0589

0.0547

-0.2108*

0.0425

0.1190

F4
*p
F1
F2
F3
F4

< 0.05
: Usual sexual functioning over the past 2yrs
：Sexual functioning over the past 2wks
: Patient's assessment of present impairment
: Interviewer's global assessment

함을 강조해주는 결과이다.
정신분열병 환자의 성기능 변화에 대한 연구는 많지

1986; Nestoros등 1980; Pinderhuges 등 1972) 로 크

않아 단지 몇몇 연구만이 병원에 입원된 만성환자들을

게 대별된다. 본연구의 결과는 정신분열병 환자군이 대

대상으로 있었으며(A khtar 둥 1977; Nestros 둥 1981;

조군에 비해 성적사고 발기, 자위행위의 빈도나 횟수로

Rozan 등 1971) 이들 연구 결과들은 질적으로나 양적으

평가한 지난 2 년간의 일상적인 성기능 및 최근 2 주간의

로 정신분열병 환자들이 성적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

일상적인 성기능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 정신분열병

준다. Nestros 둥 (1980)은 정신분열병 환자들은 병전에

환자군에서 성행위가 저하되어 있거나 기능상 장애를 가

도 주로 자기애적 행동이 성활동의 주가되는 경향이 있

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R ozan 등

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들 연구들은 정신분열병 환자

(1971) 이나 Nestoros등 (1980) 의 연구결과와는 같으나

들이 어떤 유형이건 정상인보다 전체 성활동이 적다고

Lukianow icz(1963) 의 결과와는 차이를 보이는데, 본

하였고 정상인은 성활동이 30대에 절정에 달해 그 이후

연구는 만성 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2 년

점차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나 정신분열병 환자들은 청

이하의 급성 환자를 대상으로 한 Lukianowicz(1963)

소년기 이후 점차적으로 성활동이 줄어드는 경향이 보인

의 연구와는 연구대상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본 연구결

다고 하였다.

과는 정신분열병 환자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성불안이 높

정신분열병 환자에 있어 성활동 횟수 및 빈도에 대한

고 성적만족도는 낮았는데 성불안이 성적 흥분과 극치감

보고는 앞서 논의한대로 성욕과 자위행위를 비롯한 실제

을 억제한다는 것은 잘알려진 사실이다(Masters 과

성행위의 중가 (Lukianowicz 1963), 성행위의 감소와

Johnson 1970). 즉 높은 성불안은 성활동저하나 성기

성기능장애의

빈도 중가 (Rozan 등 1971;

Lukoff등

능장애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성적만족도를 떨어뜨리게

된다 . 특히 정신분열병 환자군에서 지난 2 년간의 일상적

설명하기가 어렵다(Nestoros 1981). 본 연구에서 도파

인 성기능이 성불안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지난 2 년간

민의 차단 및 항정신병 효과에 대한 역가에 따라 고역가

의 일상적 성기능이 최근

주 높은

군과 저역가군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성불안과 성적만

상관을 갖는다는 본연구 결과는 정신분열병 환자에서도

족도는 두 군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성기능에 있어도

일상적인 성기능은 성불안과 상관이 있고 일상적인 성기

최근 2 주간의 성기능만 고역가군에서 장애가 더 심한 결

능의 과거력이 현재의 성기능 평가에도 중요한 요인이

과를 보였다. 이렇게 도파민 차단 효과가 더 큰 고역가군

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성적 만족도는 미혼에서 낮았

에서 최근 성기능장애가 더 크다는 본 연구결과는 최근

는데 이는 자신의 성적 욕동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2

2

주간의 성기능과

주간의 현재 성기능장애는 약물사용과 연관이 있고 이

성적 상대자가 없다는 의미에서 보면 당연한 결과라 할

런 약물효과는 도파민 차단효과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수 있고 결혼유무 자체가 정신분열병 환자의 예후 예측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요인으로 작용할 정도로 중요한 요인이고, 또한 정신분

항정신병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남성에서 볼 수 있는

열병이 관계에서 철퇴가 특징적이라는 관점에서 볼때 결

성기능장애의 유형은 다양하다. 이중 사정장애가 가장

혼유무 자체가 가지는 의미도 상기 결과와 연관이 있을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여러 약물들에 의해서 유도

것으로 생각된다.

되나 thioridazine 에서 가장 혼하다(Kotin 둥 1976). 이

성기능과 임상요인중 유의한 상관을 보인 것은 지난

외 발기장애 (Kotin 둥 1976；B lair 와 Simpson 1966),

2년간 일상적 성기능 및 최근 2주간 성기능과 B P R S 총

성욕의 감소(Haider 1966) 및 성극치감의 느낌 변화

점수, 사고장애 하위척도, 입원횟수 및 약물투여기간이

(Berger 1979)등이 있고 발기지속증도 보고되고 있으

었다. 즉 입원횟수가 많고, 정신병적 중상 특히 사고장애

며 전체적으로 항정신병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의

10

-

가 심할수록 또한 약물투여기간이 길수록 지난 2 년간 일

60% 에서

상적인 성기능 및 최근 2 주간 성기능장애에 문제가 적은

(Kotin 등 1976). 이러한 항정신병약물에 의한 성기능장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결과는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결과

애는 약물이 가지는 신경계와 시상하부-내하수체-성기

와는 상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중 사고장애가

축 (hypothalam o -pituitary-gonadal axis ) 에 대한 효

심할수록 성기능상 문제가 적은 경향을 보인다는 상기

과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Mitchell 과 Popkin

결과가 분열중 초기와 같이 정신병적 증상 , 특히 사고장

1983). 동물에서 중추신경계 도파민 활동을 중가시키는

애와 같은 양성 중상이 뚜렷한 시기에는 성욕이나 성활
동이

증가한다는

Lukianowicz(1963) 와

Lukoff 등

성기능장애룰 가져

온다고

알려져

있다

약물들이 발기 및 사정반사에 대한 반응역치를 감소시 킨
다는 보고(Gessa 와 Tagliamonte 1974) 가 있고 도파

(1986) 의 보고에서 보듯 정신병적 중상 증가와 성적 활

민 주동약(agonist )을 간뇌의 내측 전렌즈핵 부위나 척

동중가 사이에 상관을 보여주는 결과인지 아니면 정신병

추의 요추부위에 직접 투여하면 성적 행동을 중가 시켜

적 증상 특히 사고장애가 심한 환자가 자신의 사고장애

준다는 보고(Foreman 과 H all 1987)는 뇌 및 척주에

로 인해 성기능에 대해 평가를 왜곡했기 때문에 기인하

있는 도파민 수용체가 성 행동의 변화와 연관이 있고 도

는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파민 수용체의 차단은 성 행동의 억제로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된다.

보여준다. 사람에 있어 도파민이 성기능에 갖는 효과에

약물, 특히 항정신병약물이 정신분열병 환자에 있어

대한

연구는

H y y p p a 둥 (1975)

및

A n g r is t 와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다양하다. 더우

Gershoh(1976 )등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L-

기 도파민의 남성 성 행동에 있어 역활을 고려한다면 항

dopa 의 투여가 발기, 성욕 및 성행동을 증가시킨다고

정신병약물이 성기능을 억제할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

보고하고 있다. 앞서 논의 한 바와 같이 혈청 prolactin

다. 그러나 정신분열병 환자의 여러 정신중상이 성기능

치가 남성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항정신약물로 인한 성기

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약물이 이들 증상을

능장애의 측정지표가 될 수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이 많

조절함으로써 이런 영향을 약화시켜 준다는 관점에서 보

다 . 그러나 혈청 prolactin 치가 단순히 항정신병약물의

면 정신분열병 환자의 성기능에 있어 항정신병약물의 효

도파민 차단의 정도를 반영해주는 것인지 prolactin 이

과는 단순한 생화학-약물학적 관점에서의 해석만으로는

직접 성호르몬에 작용해 성기능의 변화를 유도해주는 것

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백한 중거가 없는 형편이다.

결과는 본 연구 대상군이 만성 환자로 지속적으로 약물

본 연구에서 최근의 성기능 변화에 약물로 인한 성기

을 복용해오던 환자들이었거 때문에 혈청 prolactin 치

능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보았는데 환자자신은 성적사고

가 최근의 항정신병 약물 투여로 인한 도파민 차단효과만

의 변화 즉 빈도의 감소가 약물투여와 상관이 있다고 하

을 반영해주지 못했을 것이라는 대상군자체가 가지는 특

였고, 평가자는 발기에 있어 변화 즉 발기횟수의 감소가

징에도 기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의

약물투여와 상관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들 모두에서

차이는 급성 환자군과 만성 환자군을 비교하는 연구 및

자위행위의 빈도는 약물투여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였고

장기적인 약물시용효과를 잘 통제한 연구를 통해 확인되

이러한 성기능의 변화는 성불안이나 성적 만족도와 같은

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인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여러 임상적

본 연구는 만성 정신분열병 남자 환자의 성기능 및 약

변인과도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물이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적 체계적으로

남성 정신분열병 환자에 있어 최근의 성기능 변화가 다

고안된 연구로 성가능과 관련된 가능한 여러 변인과의

른 요인들 보다는 약물의 투여와 상관이 많음을 보여주

관계를 알아본 연구이다. 앞에서도 논의했듯이 유지약물

는 결과이고 항정신약물의 성기능에 대한 효과는 주관적

효과의 통제가 문제이고 대상이 입원환자에만 국한된 것

으로는 성적사고 즉 성적 욕동이나 동기의 억제로 나타

도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될 수 있다.

나고 객관적으로는 발기의 억제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

요

준다 . 상기 결과는 항정신병약물이 다양한 성기능장애를

약

유발한다는 이전의 연구들(M itchell 과 Popkin 1983)
과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B urke 등 (1994)은 본 연구

연구 목적 및 방법 : 만성 정신분열병 남자 환자에서

와 유사한 형태의 연구에서 발기와 자위행위의 변화가

질병 자체와 투여약물이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약물과 관련된 현재 성기능장애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

기 위하여 1994년 6 월 1일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 국

고 있어 본 연구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립서울정신병원에 입원하여 만성 정신분열병으로 진단

이러한 차이는 이들의 연구대상이 본 연구 결과와는 달

받은 남자 환자중 연구의 취지에 동의한 환자 87명(기혼

리 평균연령이 2 4 tf 세로 젊은 연령이었고. 평균입원기

37명, 미혼 50명)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결혼유무와

간은 41±48 일로 비교적 짧은 입원기간을 가진 대상의

투여 약물 역가별로 나누어 최근 성기능변화, 성불안, 성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자위행위와 같은 자

적만족도를 조사하여 비교하고 이들 성기능의 변화와 혈

기애적 성행위가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질병의 발병유무

청 prolactin 치 , 임상변인, 투여약물 용량 및 추체외로

와

증상과의

상관없이

지속적인

특징일

수

있다는

보고

(Lukianowicz 1963)등을 고려한다면 자위행위는 약물

관계를 비교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

었다.
연구결과:

의 효과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적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현재 약물과 관련된 성기능장애가 도파민 차단효과가

1

) 성적불안은 대조군보다 정신분열병 환자군에서 높

연관이 있는 가를 보기위해 항정신병 약물의 도파민 차단

았고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성적만족도는 정

에 의해 생기는 추체외로증상, 혈청 prolatin 치 및 도파

신분열병 환자군에서 낮았으며 미혼군에서 기혼군보다

민 차단의 정도와 상관을 가지는 약물용량등과 환자자신

유의하게 낮았다. 지난 2 년간 일상적인 성기능 및 최근

및 평가자의 평가점수와의 상관을 보았다. 이중 추체외
로증상만이 유일한 상관을 보여 추체외로증상이 많을수
록 현재 성기능장애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2

주간의 성기능도 대조군에 비해 정신분열병 환자군에

서 성적사고. 발기 , 자위행위의 빈도가 떨어져 있었다.
2

) 정신분열병 환자군에서 성불안척도 총점수와 성적

나 남성 정신분열병 환자의 약물로 인한 성기능변화에

만족도척도 총점수 사이에 유의한 정상관관계를 보였으

대한 좀 더 직접적인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 혈청 pi■으

며 지난 2 년간 일상적인 성기능에 있어 장애정도는 성불

lactin 치와는 유의한 상관관계을 보이지 않아 약물과 관

안척도 총점수와 정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최근 2 주간

련된 현재의 성기능장애가 과연 도파민의 차단효과에 기

의 성기능에 있어 장애의 정도는 지난

인하는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성기능장애 정도와 높은 정상관관계를 보였다. 성불안,

2

년간의 일상적

성적만족도 및 성기능과같은 성관련 요소와 임상적 변인

WJ(1977) : Overt sexual behavior among psychi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지난 2년간

atric inpatients. Dis Nerv syst 38 : 359-361

일상적인

성기능과 최근 2주간 성기능은

입원횟수,

B PR S 총점수와 역상관관계를 보였고, 약물과 연관된
현재 성기능 장애에 대한 환자자신 및 평가자의 평가점
수는 A IM S 총점수와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보였다.
3) 정신분열병 환자군에서 약물의 역가에 따라 성불
안 , 성적 만족도에 있어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성기
능 변화에 있어도 최근 2주간의 성기능장애 정도(고역가
군〉
저역가군)를 제외하고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정신분열병 환자군에서 지난 2년간 일상적인 성기
능과 최근 2주간의 성기능 사이의 변화정도와 현재 투여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87)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3rd
Ed-revis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
atric Association
Angrist B, Gershon S(1976) ：Clinical effects of am
phetamine and L-dopa on sexuality and ag
gression. Compr Psych 17 ：715-722
Arieti S(1975) ：Sexual problems of schizophrenic and
nonschizophrenic. In : Sexual Behavior ;

Phar

macology and Biochemistry. Ed by Sandler M
and Gessa GL, New York, Raven Press, pp277282

되는 약물로 인한 성기능의 장애와의 상관에 있어 약물

Berger SH(1979) : Trifluoperazine and haloperidol:

과 연관된 현재 성기능장애에 대한 환자자신의 평가점수

Sources of ejaculatory Pain. Am J Psychiatry

는 성적사고 빈도의 변화와 역상관관계를 가졌고 평가자

136 ：350

의

평가점수는

발기횟수와

역상관관계를

가졌으며

A IM S 점수와도 각각 역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혈청 prolactin치나 약물용량, 다른 임상변인간과와는 유의한 상
관관계가 없었다.
결

Blair J, Simpson GM(1966) : Effect of antipsychotic
drugs on reproductive functions. Dis Nerv Syst
27 ：645-647

Bleuler E(1950) ：Dementia Praecox of the Group of
Schizophrenia(Translated by Zinkin

론 : 상기 결과들은 만성 정신분열병 남자환자에

J).

New

York, International Univ Press

서는 일반인에 비해 성기능의 장애가 높으며 성적 불안

Bromet E, Harrow M, Kasl S(1974) : Premorbid func

이 높고 성적만족도가 낮음을 보여주고 성적만족도에는

tioning and outcome in schizophrenics and non

결혼유무가 상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성불안이나
성적만족도와 임상변인사이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으나
지난 2년간의 일상적인 성기능 및 최근 2주간의 성기능
은 정신병적 중상 특히 사고장애와 상관이 있으며 추체

schizophrenics. Arch Gen Psych 30 : 203-207
Burke MA, McEvoy J P , Ritchien JC(1994) ：A pilot

study of a structured interview addressing sex
ual function in man with schizophrenia. Biol
Psychiatry 35 : 32-35

외로 증상이 많을수록 약물로 인한 성기능장애가 많이

Cooper AJ(1968) : “Neurosis" and disorders of sexual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외에 최근의 성기능 변화

potency in the male. J Psychosomat Research

에 약물이 미치는 효과에 있어 환자자신이 주관적으로

12 ：141-144

느끼는 것은 성적사고 빈도의 저하이고 객관적으로 평가
되는 것은 발기횟수의 저하이며 이들 성기능변화와 도파
민 차단효과와의 상관관계는 불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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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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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minergic receptor stimulation on male rat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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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Sexual Function in Male Patients with Chronic Schizophrenia

Sang-Jae Han, M.D., Jong-Hyuck Choi, M.D., Young-Ho Lee, M.D.

Seoul National Mental Hospital, Department Neuropsychiatry, Seoul Paik Hospital,
Inje University, Seoul
Objective ' The purpose o 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s o f illness itself and an
tipsychotics upon sexual functioning in male patients with chronic schizophrenia.
Methods : The 87 patients were assessed by Sexual Anxiety Inventory(SAI), Index o f Sexual
Satisfaction(ISS), 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BPRS), Sexual Functioning Questionnaire, A b 
normal Involuntary M ovem ent Scale(AIMS), serum prolactin level and clinical data.
Results ■
1) Sexual anxiety o f schizophrenic group was higher than that o f the control group and not
different according to marital status. The degree o f sexual satisfaction was lower in schizo
phrenic group, especially in the single. As usual sexual functioning over the past 2 years and sex
ual functioning over the past

2

weeks, average frequency o f sexual thoughts, erections and mas

turbations in the schizophrenic group were lower than those o f the control group.
2) Total score o f SAI and ISS o f schizophenic group ha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and
correlation between usual functioning over the past

2

years and sexual function over the past

2

weeks was high also, but sex-related factors such as sexual anxiety, sexual satisfaction and sexual
functions had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various clinical variables such as duration o f illness,
num ber o f admission, etc. Usual sexual functioning over the past 2 years and sexual func
tioning over the past

2

weeks were negatively correlted with number o f admission and total

score o f BPRS. Patients and Interviewers assessment score for sexual dysfunction related with
present medication were also negatively correlated with total score o f A IM S respectively.
3) As sexual anxiety, sexual satisfaction and changes in sexual function except sexual func
tioning over the past

2

weeks were not different between two groups which were divided by po-

tency o f antipsychotics.
4) In present sexual impairment related with antipsychotics, patient’s assessment score cor
related negatively with change in sexual thoughts and intervewers assessment score negatively
w ith change in the frequency o f erections. Both assessment scores were correlated with total
score o f A IM S , but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erum prolactin level and other clinical vari
ables.
Conclusion ：These results may suggest that male chronic schizophrenia have more sexual
problems such as higher sexual anxiety and lower sexual satisfaction to compare with the con
trol group, but various clinical variables are not related to these dysfunctions. Usual sexual func
tioning over the past

2

years and sexual functioning over the past

2

weeks are related with

psychiatric symptoms, especially thought disturbance and present sexual impairments are related
with drug induced movement disorder. In effects o f medication on present sexual impairment,
patients subjective assessment is ‘decreased in sexual thoughts’ and interviewers objective as-

sessment is decreased in erections • There is not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present sexual
impairment with serum prolactin level which is pharmacologic indicator o f dopamine blockade.
K E Y W O R D S : Chronic schizophrenia • Sexual flmction • Antipsycho t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