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dx.doi.org/10.4306/jknpa.2015.54.1.76

ORIGINAL ARTICLE

만성조현병 환자의 장기입원 요인에 대한 연구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5;54(1):76-83
Print ISSN 1015-4817
Online ISSN 2289-0963
www.jknpa.org

국립부곡병원 정신과,1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2

장옥진1,2·이병대2·정영인2

A Study on Factors Related to Long-term Hosp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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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ZZ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related to long-term hospitalization of schizophrenia.
MethodsZZThe subjects were inpatients with schizophrenia who were constantly hospitalized for
more than 12 months and their caregivers. They were compared with schizophrenia with no previous experience of sustained hospitalization for more than 12 months and their caregivers. Demographic and clinical data, Korea version of the Positive and Negative Symptom Scale, functional
disability and family burden scale were analyzed.
ResultsZZIn this study long-term hospitalization of schizophrenia was influenced by the following
measures. First, primary caregivers variables such as parents/non-parents and cohabitation with
patients, second, negative symptom severity of passive/apathetic social withdrawal and lack of
spontaneity and flow of conversation, and third, functional disability of go to hospital/take a dose
regularly and using public transportation/facilities were associated with long-term hospitalization.
And they were significant in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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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고 있다. 이에 단기입원과 퇴원 후 지역사회 내에서 환자를 효
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신질환 치료의 일반적 추세이다.5)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는 자아기능의 붕괴로 자신이나 타

국내에서는 1995년 정신보건법을 제정하여 정신질환자들

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거나 자기 관리를 할 수 없는

을 단순히 격리수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들을 효과적으로 치

환자에게 적용되는 일종의 적극적 치료방법이다. 입원치료를

료하고 재활을 도우며 지역사회 내에서 공존할 수 있는 방법

통해 환자들은 자신을 재통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지지

들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정신보건법에는 정신

적인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1) 일반적으로 단기입원의 효율

장애인의 부적절한 장기입원을 막기 위해 계속입원과 퇴원

성은 입증되고 있지만, 입원치료기간에 따른 효율성은 아직

및 처우개선을 검토하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6)를 설치하도록

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2) 특히 장기입원의 경우에는 입원 서

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도 국내 전체 정신질환자의 평균 재

비스를 통해 얻게 되는 편익보다 정신질환의 관리비용과 의

원기간은 170일7)이며 정신보건 시설의 평균재원기간은 1368

료급여재정 수요의 증가, 생산적 노동력이 활용되지 못하는 등

일8)로 아직 서구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길다. 부적절한 장기

3)

의 손실이 더 커진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환자의 사회생활 능

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계속입원 심사에서도 퇴원명

력이 저하되고 인격이 황폐화되어 사회복귀를 어렵게 하는 소

령률은 3~4%9)에 불과하여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이 지속되

위 수용소 증후군4)의 발생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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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재원기간에 대한 국내외 연구들에 의하면 진
3,10-14)

단명, 특히 조현병,

8,11)

낮은 기능상태,

외래치료를 지속하고 있거나, 퇴원 후 외래치료를 지속하고

난폭행동과 자해

있지만 이전 12개월을 초과한 입원 병력이 없는 조현병 환자

위험이 동반된 경우,8,12) 정신보건 시설의 종류,8,10-12,15) 사회적

를 단기입원 군으로 분류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조현

지지가 낮은 경우, 특히 부모가 생존해 있지 않거나 주보호자

병 이외의 DSM-IV-TR의 제1축 질환이 동반된 경우나 간질,

8,10-12)

두부외상, 뇌성마비, 정신지체, 발달지연, 심각한 내과적 질환

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

연령이 높고 남성인 경우 등
8,10-19)

이 장기입원과 관련이 된다고 제안되었다.

이 있는 환자는 제외하였다. 퇴원 후 재입원까지의 간격이 30

하지만 외국과 우리나라는 정신보건 서비스 체계가 달라

일 이내인 경우 장기입원 군에 포함하였다. 정기적 외래이용

장기입원 요인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국내연구들은 대

에 대해 정확한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외래방문 예정일

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역 보건소 자료를 토대로 시행

을 30일 이상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정의한 이전 연구들7,17)

하였고 정신요양시설과 같은 타 정신보건시설에 입소한 환자

을 참고하여 외래 방문예정일을 30일 이상 초과한 경우 단기

들도 포함하고 있어, 환자의 정신증상을 자세히 평가하거나

입원 군에서 제외시켰다. 주보호자는 병원비를 포함한 경제

실제 정신과 임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반영

적 책임을 지는 직계 가족으로 규정하였으며 그 중 환자와 가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보호자 동의에 의한 강제입원

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였다.22,23) 연구는

률이 76.3%(2012년)20)에 달하는 상황에서 재원기간에 영향을

경남도립정신병원 임상연구 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주는 보호자에 대한 검토도 부족하다.

Board)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졌다. 총 대상 환자는 122명으

본 연구는 입원치료를 요하는 가장 보편적인 정신질환 중

로 장기입원환자와 단기입원환자가 각각 68명과 54명이었

하나인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장

고, 총 대상 보호자 역시 122명으로 장기입원환자의 보호자 68

기입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요

명, 단기입원환자의 보호자 54명이었다.

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장기입원 없이 단기입원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조현병 환자 및 그 보호자와 비교분석하였다.

방 법

환자와 보호자의 기본적인 정보 이외에도 임상 실제에서 경험

자료수집 및 평가는 대상자 선정 후 입원치료 중인 경우 병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반영하기 위해 환자의 정신병리와 기능

동에서, 외래치료 중인 경우 외래 방문 시 진료실에서 후향적

장애, 보호자의 부담감도 평가에 포함하였다.

으로 시행하였다. 대면면담과 설문지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
의 성별, 나이, 교육수준, 월 소득, 의료보장 형태, 유병기간,

방

법

동거 유무, 직업 유무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회 인구학적 정보
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환자의 정신병리와 기능장애는 1인의
정신과 전문의가 한국판 양성 및 음성증후군 척도(Korea ver-

대 상
본 연구는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경상남도 사천

sion of the Positive and Negative Symptom Scale, 이하 PA-

시 소재의 일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시행되었다. 입원 혹은 외

NSS)24)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장애등급 판정기준25)을 사용

래 치료 중인 환자 중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하여 평가하였고. 보호자에게는 Kim 등26)이 개발한 조현병 환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 text revision(이하 DSM-

자의 가족부담 척도를 이용하여 부담감을 평가하였다.

IV-TR)에 의거하여 조현병 진단기준을 만족하는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 중 본 연구의 취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

평가 척도

고 동의한 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장기입원에 대한 정의는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장기입
15,21)

한국판 양성 및 음성증후군 척도

국내 정신보

Kay 등27)이 정신분열병 증상평가를 위해여 개발한 도구로

건법에 따르면 치료를 위한 입원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명시

Yi 등24)이 한국어판으로 표준화 하였고 타당도와 신뢰도가

하고 있고 계속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마다 입원 연

검증되어 정신분열병 연구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총 30개의

장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퇴원 명령률이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7개 항목은 양성증상, 7개 항목은

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지만

9)

낮다는 점 을 고려해서 입원기간 12개월을 장기입원의 최소

음성증상, 나머지 16개 항목은 일반적인 정신병리에 대한 것

기준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시점에 12개월을 초과

이다. 평가는 1점에서 7점까지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 하며

하여 입원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환자를 장기입원 군으로 선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병리 상태가 심한 것으로 판단한다.

정하였다. 요인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동일한 시기에
www.jkn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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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애

석을 통해 장기입원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확인하였고 각 요

기능장애의 판단에는 정신장애 등급 판정기준을 사용하였
다. 정신장애 등급 판정기준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하여 장

인이 장기입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
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모든 통계분석은 윈도우용 사회과학 통계 프로그램(SPSS)

해석하고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

18.0판(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으며 유의 수

25)

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이다. 정신장애의 경우

준 0.05로 양측 검증하였다.

1) 적절한 음식섭취, 2)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

결

결유지, 3)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4) 규칙적

과

인 통원과 약물복용, 5)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
위, 6) 대중교통이나 일반 공공시설의 이용 등의 6개 항목으

환자와 주보호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은 도움이 필요 없음, 간헐적인 도

장기입원 군과 단기입원 군의 평균 나이는 각각 48.4±8.6

움이 필요함, 많은 도움이 필요함, 전적인 도움이 필요함 등의

세와 44.4±9.8세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평균 유병기간은

4단계로 평가하며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

각각 17.0±4.7년과 15.2±7.8년으로 장기입원 군에서 유의하

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하도록 되어 있다.

게 길었으나(p＜0.05) 이외에 성별, 교육수준, 병전 직업 유무,
결혼상태, 의료보장 형태 등의 차이는 없었다(표 1).

조현병 환자의 가족부담 척도
이 척도는 조현병 환자의 가족들이 경험하는 부담 정도를
26)

장기입원 군의 주보호자는 형제나 자매의 비율이 높고(p＜
0.01), 직업을 가진 경우가 많았고(p＜0.01), 월 소득이 높았고

알아보기 위해 Kim 등 이 개발하고 타당도, 신뢰도 및 내적

(p＜0.05),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p＜0.01), 나이와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교육수준의 차이는 없었다(표 2). 이 중 주보호자가 부모인 것

14문항은 경제적 어려움, 가족 내 갈등, 대인관계와 사회생활

이 보호자의 직업이 없는 것(p＜0.05), 월수입이 낮은 것(p＜

의 제한, 가족 구성원의 건강 악화 등의 객관적인 부담을 평

0.01)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하며, 22문항은 가족의 불안, 우울, 죄책감, 분노, 절망 등의
주관적인 부담을 평가한다. 각 문항 평가는 5점 척도를 이용

PANSS, 기능장애, 보호자 부담 척도 비교

하여 보호자가 스스로 자가평가 하는데 0점은 ‘전혀 없다’이

장기입원 군과 단기입원 군의 PANSS를 비교한 결과 양성

며 4점은 ‘아주 심하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정도가 높은

증상과 음성증상 및 일반증상의 총점은 차이가 없었다(표 3).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개별항목에서는 음성증상 중 ‘수동적 무감동적 사회
적 위축’(3.79±1.19 vs. 3.31±0.68, p＜0.05)과 ‘대화의 자발

자료 분석
수집한 자료는 장기입원 군과 단기입원 군으로 분류하였다.

성과 흐름의 결여’(3.52±0.98 vs. 2.92±0.67, p＜0.05)가 장기
입원 군에서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자와 주보호자의 기본적인 사회 인구학적 자료 중 나이와

기능장애는 장기입원 군에서 규칙적인 통원과 약물복용

유병기간 등은 t-검정(independent t-test)을 사용하여 비교

(p＜0.01), 대중교통이나 일반 공공시설의 이용(p＜0.05)의

하였고, 나머지 성별, 교육수준, 월 소득, 동거 유무, 직업 유

장애가 더 심했다(표 3).

무 등은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사용하여 비교하

보호자에게 조사한 부담 척도에서 장기입원 군과 단기입원

였다. 시행된 예비연구에서 주보호자의 유형(부모 vs. 부모가

군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며(표 3), 개별 항목에서는 주관

아닌 경우)이 다른 사회 인구학적 요인에 혼란변수로 작용할

적 부담감 중 ‘환자가 병에 걸린 것은 내 책임이 크다’에서 장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보호자의 사회인

기입원 군의 주보호자가 더 낮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2.79±

구학적 요인을 보호자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선형대선형 분

1.01 vs. 3.28±1.41, p＜0.05) 조사되었다.

석(linear by linear test)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환자의 PANSS
와 보호자의 부담척도는 t-검정(independent t-test)을, 기능

장기입원과 관련된 요인

장애는 도움이 필요 없음,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함, 많은 도움

자료를 토대로 주보호자와 환자와의 관계, 주보호자가 환자

이 필요함, 전적인 도움이 필요함 등의 4단계에 대해 순위를

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PANSS, 특히 음성증상, 기능장애, 보

부여하여(도움이 필요 없음=1, 전적인 도움이 필요함=4) 맨

호자 부담 척도가 장기입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위트니 U검정(Mann-Whitney U test)을 사용하였다. 상기 분

다. 각 요인이 장기입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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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환자와의 관계가 장기입원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

동적/무감동적 사회적 위축’, ‘대화의 자발성과 흐름의 결여’,

으로 조사되었으며 기능장애 항목 중 ‘대중교통, 공공시설이

보호자의 주관적 부담감 중 ‘환자가 병에 걸린 것은 내 책임

용’, 환자와 동거유무의 순으로 환자의 장기입원에 영향을 끼

이 크다’의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보인 것이 장기입원에 유의

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PANSS 음성 증상 중 ‘수

한 영향을 주었다(표 4).

Table 1. Comparison of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between inpatients and outpatients
Long-term (n=68)

Short-term (n=54)

Sex
Male

24 (35.3%)

26 (48.2%)

Female

44 (64.7%)

28 (51.8%)

Age (years)

48.4±8.6

44.4±9.8

Education
Uneducated or elementary

12 (17.6%)

6 (11.1%)

Middle

20 (29.4%)

11 (20.4%)

High

22 (32.4%)

31 (57.4%)

College

14 (20.6%)

6 (11.1%)

17.0±4.7

15.2±7.8

Duration of illness (year)
Past employment
Employed

44 (64.7%)

30 (55.6%)

Unemployed

24 (35.3%)

24 (44.4%)

Married

10 (14.7%)

7 (12.3%)

Unmarried

50 (73.5%)

42 (77.8%)

8 (11.8%)

5 (9.9%)

Medical insurance

12 (17.6%)

19 (35.2%)

Medical assistance

56 (82.4%)

35 (64.8%)

Marital status

Divorced, separated
Medical security

t or χ2

p

1.06

0.378

1.55

0.440

4.52

0.340

1.13

0.038*

0.42

0.519

0.15

0.930

1.63

0.202

Chi-square test was done for categorical data. Independent t-test was done for continuous data and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 : p<0.05. Long-term : Long term hospitalization, Short-term : Short term hospitalization

Table 2. Comparison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between primary caregivers of inpatients and outpatients
Long-term (n=68)

Short-term (n=54)

Relationship with patients
Parents

14 (20.6%)

34 (62.9%)

Non parents

54 (79.4%)

20 (37.1%)

50.6±9.0

62.7±11.8

Age (year)
Education
Uneducated or elementary

8 (11.8%)

18 (33.3%)

Middle school

16 (23.5%)

13 (24.1%)

High school

14 (20.6%)

14 (25.9%)

College/university

30 (44.1%)

9 (16.7%)

Employed

58 (85.3%)

21 (38.9%)

Unemployed

10 (14.7%)

33 (61.1%)

Below 1000000

16 (23.5%)

29 (53.7%)

1000000-2000000

16 (23.5%)

19 (35.2%)

Above 2000000

36 (53.0%)

6 (11.1%)

Yes

19 (27.9%)

41 (75.9%)

No

49 (72.1%)

13 (24.1%)

Occupation

Monthly income (won)

Cohabitation with patient

t or χ2

p

13.10

0.004†

3.14

0.089

7.03

0.134

11.90

0.008†

9.26

0.026*

7.28

0.007†

Chi-square test was done for categorical data. Independent t-test was done for continuous data and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 : p<0.05, † : p<0.01. Long-term : Long term hospitalization, Short-term : Short term hosp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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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간이 보호자의 지지정도, 특히 부모의 생존여부나 부모가 주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것과 연관된다는 Suh 등,8,12) Lee 등,10)

만성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입원에 영향을 미치는

Cho 등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주보호자와 동거유

요인을 조사한 결과 주보호자와 환자의 관계가 장기입원과

무도 장기입원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환자의 재원기

따라서 만성조현병 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

Table 3. Comparison of PANSS, functional disability scale and family burden scale
Long-term (n=68)

Short-term (n=54)

t (Z)

p

Positive symptom scale

19.5±5.1

19.1±4.7

0.29

0.979

Negative symptom scale

1.89

0.722

PANSS
21.8±4.4

19.4±4.2

Negative/apathetic social withdawal

3.79±1.19

3.31±0.68

Lack of spontaneity

3.52±0.98

2.92±0.67

General symptom scale

40.5±6.4

38.2±8.1

Oral intake

1.16±0.38

Hygiene care

2.33±0.29

Communication/interpersonal relationship

0.029*
0.031*
1.16

0.270

1.28±0.47

-0.13

0.895

2.09±0.57

-0.31

0.760

2.83±0.51

2.61±0.78

-0.29

0.490

Go to hospital and take a dose regularly

2.41±0.62

1.72±0.71

-0.69

0.009†

Belongings management and purchase

1.61±0.38

1.88±0.76

-0.14

0.158

Using public transportation and facilities

2.72±0.54

2.37±0.76

-0.89

0.023*

Objective burden

31.4±14.1

32.2±12.9

0.19

0.492

Subjective burden

57.2±17.1

53.3±13.7

1.14

0.290

2.79±1.01

3.28±1.41

Functional disability scale

Family burden scale

My responsibility is greater that the patient’s illness

0.038*

Independent t-test was done for continuous data and Mann-Whitney U test was done for categorical date. Data was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 : p<0.05, † : p<0.01. PANSS : Korea version of the Positive and Negative Symptom Scale, Long-term :
Long term hospitalization, Short-term : Short term hospitalization

Table 4.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for long term hospitalization
Variables

Odd ratio (95% CI)

p

Patients’ factor
Relationship with patients‡

10.21 (2.34-22.78)

0.002†

5.23 (1.78-9.62)

0.041*

Positive symptom

1.03 (0.99-1.06)

0.087

Negative symptom

1.04 (1.01-1.06)

0.136

Passive/apathetic social withdrawal

1.82 (0.53-6.27)

0.041*

Lack of spontaneity and flow of conversation

2.55 (0.13-8.06)

0.034*

1.02 (1.00-1.03)

0.076

Oral intake

1.15 (0.29-6.47)

0.877

Hygine care

0.13 (0.02-0.89)

0.098

Communication/interpersonal relationship

0.15 (0.01-1.53)

0.108

Go to hospital and take a dose regularly

6.62 (1.17-13.21)

0.017*

Belongings management and purchase

0.65 (0.10-4.39)

0.661

Using public transportation and facilities

3.74 (0.688-11.15)

0.036*

Objective burden

0.94 (0.86-1.02)

0.117

Subjective burden

1.05 (1.02-1.20)

0.058

1.53 (1.02-2.13)

0.048*

Cohabitation with patients

§

PANSS

General symptom
Functional disability scale

Family burden scale

My responsibility is greater that the patient’s illness

* : p<0.05, † : p<0.01, ‡ : Parent=0, non parent=1, § : Yes=0, no=1. PANSS : Korea version of the Positive and Negative Symptom Scale,
CI : Confidenc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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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정신보건시스템에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필

스 항목을 결정하는 데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정신장애인 가족의 동거의향

가족부담의 경우 주관적 부담감 중 ‘환자가 병에 걸린 것에

이 경제적 부담감, 가족원의 일상생활을 방해받는 것, 가족 간

대해 내 책임이 크다’의 낮은 점수와 장기입원이 관련있다는

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에 영향을 받고, 경제적 지원, 정신과적

결과는 보호자가 죄책감을 가진 것과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자

응급조치, 복약관리 등의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동거

제하는 것이 연관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28)

의향이 증가한다고 보고한 Chung 등 의 연구결과를 고려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외의 항목에서는

여 보호자 지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환자의 장기입원으

유의한 차이나 영향이 없었다. 이는 조사대상을 주보호자와

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비교하면 의료재원을 효율적으로 사

형제, 자매로 구분하여 보호자 부담척도를 비교한 Kim 등34)

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의 연구와 유사한 연구방법을 사용하면 보호자 부담에 대한

한다.

의미 있는 결론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장기입원환자와 외래환자의 PANSS의 총점을 비교했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때 두 군에서 유의한 차이나 영향이 없었다. 이는 환자의 정

환자의 성별, 나이, 유병기간, 직업 유무, 결혼상태, 교육수준,

8)

의료보장 형태 등이 장기입원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

Kwang 등 의 연구와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정신증상이나 기

는데 이는 여자에서 장기입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 Lave

능장애가 재원기간에 미치는 영향이 4.7%에 지나지 않는다

와 Frank,15) Goodpastor와 Hare,16) Suh 등,8,12) Cho 등11)의 연

신증상이 심할수록 장기입원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Suh,
29)

11)

는 Cho 등 의 연구나, 환자의 증상이 재원기간을 결정하지 않

구나, 나이가 많을수록 재원기간이 길어진다고 보고한 Suh

고, 전체 입원 환자 중 56~77%는 적절한 지역사회 정신보건

등,8,12) Lee 등,10) Huntley 등14)의 연구와는 차이가 난다. 이전

서비스가 있으면 퇴원 할 수 있다고 보고한 Lee 등30)의 연구와

연구들에서는 알코올 중독이나 기분장애 등의 다른 정신질

유사하다.

환들을 포함시킨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조현병 환자만을 대

Korea version of the Positive and Negative Symptom Scale

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차이가 기인한 것으로 추정

의 세부 항목 중 ‘수동적 무감동적 사회적 위축’과 ‘대화의 자

된다. 한편 Chang 등13)은 결혼여부가 장기입원에 영향을 미

발성과 흐름의 결여’에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특히 ‘대화의

친다고 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가 환자의 주보호자인

자발성과 흐름의 결여’는 장기입원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경우가 적어 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조현병 환자의 음성증상이 치료에

본 연구에서는 조현병 환자의 장기입원과 관련된 요인을 조

저항하고 기능의 회복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 임상적으로

사하였다. 하지만 다음의 제한점이 있다. 첫째, 지방 중소도

중요하다는 Kirkpatrick 등31)의 연구나, 음성증상 중 대인관

시의 일 정신과전문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와 그 보호

계, 직업 및 사회적 활동, 여가 활동 등의 자발적 동기와 즐거

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 조현병 환자를 대표한

움을 강조하며 음상증상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임상척도 개

다고 할 수 없다. 둘째, 전출이 많고 인구 유입이 적은 지역적

32)

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Kring 등 의 연구와 일치하는 부분

특성 상 젊은 초발 조현병 환자가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셋

이다. 따라서 음상증상의 임상평가 면담(clinical assessment

째, 단기입원 군 선정 시 외래치료를 자의 중단하였거나 타병

interview for negative symptom)이나 간결 음상증상 척도(brief

원으로 전원한 환자의 경우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넷째,

negative symptom scale) 등과 같은 새로운 음성증상 평가 척

의료기록지에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 환자 및 주보호자

도를 사용하는 연구와 조현병 환자의 입원기간을 연관시킨다

와의 대면 면담을 통해 자료를 보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정

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보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기 제한점으로

기능장애 중 ‘규칙적인 통원과 약물복용’, ‘대중교통이나 일

선택편견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연구된 대상의

반 공공시설의 이용’의 두 가지 항목이 환자의 장기입원에 의

평균 연령이나 발병 연령이 일반적인 조현병 환자에 비해 높

미 있는 영향을 주었다. ‘규칙적인 통원과 약물복용’의 장애가

게 조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점에도 일

장기입원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데포 제제(depot fomula-

정신과전문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모든 조현병 환자를 대상

tion)의 사용이 낮은 재입원율과 관련이 있다는 Tiihonen 등33)

으로 이들을 진료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가 직접 환자를 평가

의 연구와 관련되며 조현병 환자 치료에 있어 장기지속형 주

하였으며 기본 정보 뿐 아니라 실제 임상상황을 반영하기 위

사제 사용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나 일반

해 환자의 증상, 기능장애, 보호자의 부담감 등을 포함하여 장

공공시설의 이용’의 장애가 장기입원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

기입원을 결정하는 요인을 평가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향후 정신 장애인을 위한 공공서비

본 연구에서는 주보호자와 환자의 관계나 동거유무, 정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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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기능장애, 보호자의 부담감 등이 조현병 환자의 장기입원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현병 환자의 불
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고 의료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기 요인들을 고려하여 이를 적절히 정신보건 시스템
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입원하고 있는 조현병 환자와 그 보
호자를 대상으로 장기입원과 관련된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
다. 환자와 주보호자의 관계, 보호자와의 동거유무 등의 보호
자측 요인, 음성증상 중 ‘대화의 자발성과 흐름의 결여’, ‘규칙
적인 통원과 약물복용’, ‘대중교통이나 일반 공공시설의 이용’
의 기능장애, 보호자의 주관적 죄책감 중 ‘환자가 병에 걸린
것에 대해 내 책임이 크다’의 항목이 조현병 환자의 장기입원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조현병 환자의 증
상, 기능장애 및 주보호자의 요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치료와 정신보건 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이 불필요한 장기입원
을 줄이고 의료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으로 생각된다.
중심 단어 : 조현병·장기입원·보호자 요인·음성증상·
기능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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