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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약 30%의 조현병 환자가 치료저항성(treatment-resistant 

schizophrenia, TRS)으로 알려져 있다.1) ‘치료저항성’은 2세대 

항정신병약물을 포함하여 적어도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항정

신병약물을 적절한 치료 용량으로 4-8주 이상 유지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정신병적 증상이 충분히 호전되지 않는 상태로 

정의되며, 보통 연구에서는 400 mg/day에서 600 mg/day 정

도의 클로르프로마진(chlorpromazine) 등가 용량이 적절한 

치료 용량으로 제시된다.2-6)

치료저항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다양하며 연구에 따르

면 임상인자로서 병전 적응이 좋지 않거나 치료 초기 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 정신병의 가족력, 남성인 경우, 발병 시기가 

어린 경우, 질병 초기에 입원한 경우, 자살위험도, 물질 사용 

장애가 동반된 경우, 치료 초기 음성증상이 심한 경우, 약물

순응도가 좋지 않은 경우, 다유전적 요인, 중추신경의 연결성

이 손상된 경우 등이 있다.7-9) 다만 이러한 요인들은 TRS의 명

확한 예측 인자는 아니다. 

클로자핀(clozapine)은 TRS 환자에게서 유의한 효과를 보

인 유일한 약물이며,10) 치료 반응률은 연구마다 다양하나 대

체로 30%-60%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11,12) 클로자핀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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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Recent studies have reported that delayed initiation of clozapine can affect clinical response in patients with treat-
ment-resistant schizophrenia (TRS).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delayed initiation of clozapine and acute 
treatment response.
Methods: Sixty-five inpatients with TRS who started clozapine for the first time were included through a retrospective chart re-
view. Acute treatment response was defined as a 30% reduction in the 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 score or a Clinical 
Global Impression of Improvement score of 1 (very much improved) or 2 (much improved) at 4 weeks after initiating clozapine.
Results: After meeting the TRS criteria, the mean delay for initiating clozapine was approximately 13.8 months. The delay was 
shorter in patients who showed a better response to clozapine in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p=0.037).
Conclusion: Our findings suggest that reducing the delay in initiating clozapine increases the effectiveness of clozapine in pa-
tients with TRS. (Korean J Schizophr Res 2021;24: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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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등

2세대 항정신병약물과 비교하였을 때 낮은 재입원율과 낮은 

약물중단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증상에 있어서도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준다.13,14)

클로자핀이 가지는 우수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진 

부작용인 무과립구증(agranulocytosis)과 심근염(myocardi-

tis)로 인해 조현병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용 시작 시점을 

다른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15,16) 그러

나 전세계적으로 클로자핀의 처방은 필요한 치료 시점 이상으

로 지연되는 경향을 보이며,17,18) 이러한 지연의 이유는 클로자

핀 부작용에 대한 임상의와 환자의 염려, 클로자핀에 대한 임

상의의 지식 및 처방 경험 부족 등이 거론되고 있다.19) 클로자

핀 시작이 지연된 동안 환자는 장기적으로 2, 3개 이상의 항

정신병약물을 병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치료저항성이 발생

한 이후 클로자핀 시작 이전의 평균적인 기간은 4-5년에 이르

며, 그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4.3-5.5개의 다른 항정신병약물

을 사용하게 된다.17,18,20,21)

클로자핀의 치료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메타연구

들에 따르면 젊은 연령, 비교적 적은 음성증상, 조현병의 유형

이 편집형(paranoid schizophrenia subtype)인 경우와, 짧은 

질병 이환기간, 늦은 발병 연령, 적은 입원력, 적은 다른 항정

신병약물 사용 이력 등이 있다.22,23) 정신증 미치료 기간(dura-

tion of untreated psychosis, DUP)은 잘 알려진 치료 반응 

예측인자로 이 기간이 길수록 전반적인 항정신병약물 치료에 

있어 부정적인 치료 결과가 나타나며, 치료저항성의 발생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24,25) 또한 지속되는 정신병적 

증상이나 잦은 재발 역시 치료저항성과 연관된 증상 중 하나

이다.7) 이러한 견지에서 클로자핀 사용이 지연되면서 정신병

적 증상이 계속되는 환자들의 치료 반응 역시 나쁠 수 있다

는 가설이 제시되었고 몇몇 연구에서 이러한 경향이 확인된 

바 있다.26-28) 그러나 이 연구들은 방법론적으로 치료저항성의 

시작 시기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며, 치료 반응의 평가 시기 역

시 다양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투약 순응도와 치료 반응 평가가 비

교적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클로자

핀 시작 이전 치료저항성이 발생한 시점부터 실제 클로자핀

이 사용된 시점 사이의 기간을 계산하였다. 급성기 치료 반응

의 평가 시점은 정확한 환자 증상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환

자가 입원한 상태에서 약물 시작 시점 4주 전후로 설정하였

다. 저자들은 TRS 환자에서 치료저항성이 발생한 시점으로

부터 클로자핀이 사용되기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클로자핀 투

약 이후 급성기 치료 반응이 나쁠 것으로 가정하고 연구를 시

작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2011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

건강의학과 병동에 입원하여 클로자핀을 처음으로 시작한 환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은 후향적 의무기록 조사 방

식으로 시행되었고, 조사 시기는 2021년 2월이었다. ICD-10 

기준상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정신병적

장애로 진단된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환자군을 포함하였으며, 

진단은 의무기록 검토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상기 포함 기준

을 만족하는 환자 중 19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자는 제

외하였으며, 파킨슨병 등 신경학적 질환이 있는 자, 지적장애 

환자도 치료 반응을 명확하게 판별하기 어려우므로 제외하

였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해당 기간 동안 146명이 입원중에 클로

자핀을 처방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포함 기준에 맞지 

않는 62명이 제외되었고, 상기한 제외 기준에 따라 65세 이상

의 노인 5명, 파킨슨병 환자 1명, 지적장애 환자 1명은 제외하

였다. 환자가 지연성 운동장애(tardive dyskinesia)로 인해 클

로자핀을 시작한 경우는 치료 저항성이 아니라 기존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 약물을 교체한 경우이므로 추가적으로 제

외하였다. 7명의 환자는 클로자핀 시작 4주 이내 부작용으로 

인해 약물을 중단했는데, 사유는 절대호중구수(absolute neu-

trophil count) 감소가 3명, 심근염 의심 증상이 발생한 경우 

2명, 심한 장폐색증(ileus)이 1명, 심한 진정작용이 나타난 경우

가 1명이었다. 1명의 환자는 클로자핀을 증량하던 중에 클로자

핀 사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여 투약이 중단되었다(그림 1).

최종적으로 연구에 포함된 환자는 총 65명으로, 이 환자들

을 대상으로 나이, 성별, 진단, 교육년수, 사회경제적 상태, 발

병연령, 유병기간, 입원력, 치료저항성이 발생한 시기 등 인구

학적 변인을 조사하였고, 클로자핀 처방과 관련한 변인으로 

클로자핀 시작 일자 및 시작 당시의 나이, 퇴원시 클로자핀 용

량 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임상시험심사의원회 심

사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후향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 최소위

험연구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서면동의 면제되었다(No. 

2020-09-010).

평가방법

본 연구에서 치료저항성은 다른 치료지침서에서 제시된 바

에 따라 서로 다른 2가지 항정신병약물(그 중 한 가지는 2세대 

항정신병약물)을 클로르프로마진 600 mg/day 이상의 용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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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자핀 시작 지연과 치료반응

로 각각 4주 이상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반응이 없

는 경우로 정의하였다.5,15,29) 의무기록을 기반으로 치료저항성

이 발생한 시점을 조사하고 그 이후부터 처음 클로자핀이 투

약된 시점까지의 간격을 클로자핀 투약이 지연된 기간으로 보

았다(그림 2).

임상증상은 클로자핀 투여 시작 전 1주 이내 그리고 투여 

4주 후에 시행된 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 

(PANSS)점수를 통해 평가하였고 PANSS점수가 누락된 경

우 기록된 Clinical Global Impression-Improvement (CGI-I) 

를 참고하였다. PANSS를 구성하는 총 30개 항목은 각각의 

고유한 정의를 가지며, 증상의 심한 정도에 따라 1점(증상이 

없음)에서 7점(최고도)사이로 평가하고 최소점은 30점 최고

점은 210점이다.30) CGI-I는 약물투여가 시작된 후 환자의 전

반적인 인상 상태를 약물투여 직전의 1주 기간과 비교하여 1에

서 7점으로 평가한다.31) 좋은 치료 반응군(good responder)

은 PANSS 점수가 클로자핀 사용 이전보다 30% 이상 호전된 

경우 또는 CGI-I가 1 (very much improved) 또는 2 (much 

improved)인 경우로 정의하였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나쁜 치료 반응군(poor responder)으로 정의하였다. 과거 연

구들에서 TRS에서 치료 반응을 평가할 때 평가지표의 20%-

50% 이상의 호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20%를 절단점으로 하

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23) 본 연구에서는 입원 현장에서 임

Medical record numbers of psychiatry

inpatients administrated clozapine (n=146)

Excluded from data analysis due to inclusion criteria

  -  Diagnosis other than schizophrenia spectrum disorder 
(n=13)

  - Previous history of clozapine administration (n=49)

Excluded from data analysis due to exclusion criteria

  -  Age criteria (n=5)

  - Parkinson’s disease (n=1)

  - Mental retardation (n=1)

Excluded from data analysis due to

  -  Start clozapine due to TD (n=4)

  -  Discontinued clozapine due to side effect within 4 weeks   
(n=7)

  - Refuse using clozapine (n=1)

Medical chart reviewed 
(n=84)

Eligible patients 
(n=77)

Cases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n=65)

Fig. 1. Methodology for the inclusion of study subjects. TD, Tardive dyskinesia.

Onset of overt

psychotic symptom

DUP

Duration of illness

Delay in initiating clozapine

Onset of TRS

(relapse as TRS)

Diagnosis 

of TRS

Initiating of

clozapine

Non-response

to 1st AP trial

Non-response

to 2nd AP trial

Non-response

to 3rd AP trial and more AP trials

Response

to 2nd AP trial

Fig. 2. The example of schematic treatment course of multiple episode patients.33) Definitions of delay in initiating clozapine in this 
study was demonstrated. ‘Onset of treatment-resistant schizophrenia (TRS)’ refers to a state which treatment resistance has devel-
oped intrinsically in the patients. This condition is difficult to recognize until failure of a 2nd antipsychotic drug is demonstrated in the 
hospital. ‘Diagnosis of TRS’ refers to non-response to 2nd antipsychotics trial at adequate dose and more than 4 weeks of duration. 
AP, antipsychotics; DUP, duration of untreated psych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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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등

상가의 실질적인 기대치를 반영하여 30% 절단점을 설정하였

다.32,33) PANSS 점수 변화의 계산은 PANSS의 최저점을 고려

하여 ([클로자핀 시작 전 1주이내 PANSS 총점]-[클로자핀 시

작 4주 이후 PANSS 총점])/(클로자핀 시작 전 1주이내 PANSS 

총점-30)×100 (%)으로 하였다.33)

통계분석

모든 통계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

sion 23.0 (IBM Corp., Armonk, USA)를 사용하였고 p＜0.05 

유의수준에서 시행되었다. 좋은 치료 반응군과 나쁜 치료 반

응군의 인구학적 및 임상적 특징을 비교하기 위해 연속형 변

수인 경우 t-검정(Student’s t-test)을, 범주형 변수인 경우 피

어슨 카이제곱검정(Pearson’s chi-square test) 또는 피셔 정

확검정(Fisher’s exact test)을 사용하였다. 클로자핀 시작 지연

과 인구학적 또는 임상적 변인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연구의 주

요 가설은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univariate logistic re-

gression)과 기존에 클로자핀 약물 반응과 관련이 있다고 알

려진 연령, 성별, 발병연령, DUP, 유병기간, 과거 입원 횟수를 

변인으로 통제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23)

결     과

분석에 포함된 전체 65명의 환자 중 86.2%가 조현병, 9.2%

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정신병적장애, 4.6%가 조현정동장애

였다. 환자들의 평균 발병 연령은 23.3세였고 정신과적 치료

를 시작하기 전 약 14.1개월간의 DUP가 있었다. 치료저항성

은 평균적으로 발병 이후 약 98.4개월, 치료시작 이후 약 84.3

개월만에 발생하였고, 발병 이후 약 112.0개월 만에 클로자핀 

투약이 시작되어, 치료저항성이 발생해서 클로자핀이 투약되

기까지는 약 13.8개월의 지연된 기간이 있었다. 환자들이 클로

자핀을 시작한 평균 나이는 33.3세였으며, 이번 입원을 제외

하고 약 3.2번의 입원 이력이 있었으며 환자들의 퇴원시 클로

자핀의 평균 투약 용량은 300.3 mg/day이었다. PANSS가 클

로자핀 시작 전 1주 이내와 시작 4주 후 모두 조사된 환자는 

46명으로 전체의 70.8%였고 나머지 환자들은 CGI-I를 통해 

치료 반응을 평가하였다(표 1).

전체 65명의 환자 중 좋은 치료 반응군은 31명, 나쁜 치료 반

응군은 34명으로 약 47.7%의 환자가 클로자핀에 좋은 반응을 

보였다. 두 군 사이에 나이, 성별, 교육년수, 사회경제적 상태, 

진단, 발병연령, DUP, 질병이환기간, 과거 입원 횟수, 퇴원시 

클로자핀 용량, PANSS 완료 여부에는 차이가 없었다(표 1). 

클로자핀 시작 지연과 관련하여 인구학적 및 임상적 변인

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 교육연수, 사회경제적상태, 

DUP와는 관련이 없었으나, 연령이 높을수록(p=0.032), 발병 

연령이 어릴수록(p=0.016) 클로자핀의 시작이 지연되는 경향

이 관찰되었다(표 2).

치료 반응에 따라 분류한 두 군의 클로자핀 시작 지연은 나

쁜 치료 반응군에서는 평균 19.65개월, 좋은 치료 반응군에서

는 평균 7.35개월로 좋은 치료 반응군이 평균적으로 더 짧은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between poor responder and good responder groups

Characteristics
Total 

(n=65)

Poor responder 
(n=34)

Good responder 
(n=31)

t or χ2 p

Age, mean (SD) 33.3 (10.6) 34.6 (10.4) 31.8 (10.69) -1.282 0.200
Sex, male, n (%) 27 (41.5) 13 (38.2) 14 (45.2) 0.320 0.571
Education, years, mean (SD) 13.0 (2.1) 13.2 (2.1) 12.7 (2.11) -0.234 0.815
SES, high, n (%) 18 (28.6) 11 (33.3) 7 (23.3) 0.770 0.380
Diagnosis, n (%) 3.404* 0.168

Schizophrenia 56 (86.2) 31 (91.2) 25 (80.6)

Psychosis NOS 6 (9.2) 1 (2.9) 5 (16.1)

Schizoaffective disorder 3 (4.6) 2 (5.9) 1 (3.2)

Age of onset, year, mean (SD) 23.3 (8.0) 23.4 (7.8) 23.3 (8.4) -0.171 0.864
DUP, month, mean (SD) 14.1 (50.2) 22.5 (66.4) 4.9 (19.0) -0.967 0.334
Duration of illness, month, mean (SD) 112.0 (85.9) 123.9 (93.3) 100.0 (76.4) -1.110 0.267
Delay in initiating clozapine, month, mean (SD) 13.8 (27.1) 19.7 (6.0) 7.4 (11.1) -0.679 0.497
Previous number of hospitalization, mean (SD) 3.2 (2.9) 3.1 (3.5) 3.3 (2.2) -1.272 0.203
Dose of clozapine at discharge, mg, mean (SD) 300.3 (118.3) 309.0 (142.8) 290.0 (85.1) -0.530 0.958
PANSS score recorded, n (%) 46 (70.8) 23 (67.6) 23 (74.2) 0.336 0.562

*: Fisher’s exact test. SD, standard deviations; SES, socioeconomic status; NOS, not otherwise specified; DUP, duration of untreated 
psychosis; PANSS, 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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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자핀 시작 지연과 치료반응

기간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Mann-Whitney U test

로 단순 비교하였을 때(p=0.497) (표 1)나 단변량 로지스틱 회

귀분석으로 검증했을 때(p=0.095), 클로자핀 시작 지연과 클

로자핀 치료 반응의 연관성이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환자의 나이, 성별과 과거 연구에서 치료 반응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된 변인들 중 본 연구에서 조사된 변인인23) 

발병연령, DUP, 질병 이환기간, 과거 입원 횟수 등을 통제하

여 비교하였을 때는 나쁜 치료 반응군에서 클로자핀 시작 지

연 기간이 유의하게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p=0.034) (표 3).

고     찰

본 연구는 TRS 환자에서 클로자핀의 시작 지연이 클로자

핀에 대한 나쁜 치료 반응과 연관성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후향적 의무기록 조사 연구이다. 과거 유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들이 있었으나 치료저항성의 시작 시기에 

대한 정의가 일관되지 않고 치료 반응의 평가 시기 역시 다양

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치료 저항성의 발생 시점을 치료지침에 

제시된 정의에 따라 설정하고, 환자군을 입원 환자로 제한하

여 약물 순응도에 대한 정확성을 높였으며, 치료 반응을 투약

시작 후 4주 시점에서 시행한 척도검사를 통해 평가하여 치료 

시작 초기부터 치료 반응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확인

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다른 변인에 대한 고려 없이 치료 

반응에 따른 환자군 간에 클로자핀 시작 지연 기간을 비교하

였을 때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존에 치

료 반응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알려진 DUP, 질병 이환기간, 

과거 입원횟수를 통제하였을 때, 클로자핀의 시작 지연 기간

이 나쁜 치료 반응군에서 유의하게 긴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과거 본 연구와 동일한 가설에 대해 유사한 변인을 공변량으

로 분석했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28)

본 연구에서 클로자핀 시작 시 평균 나이는 약 33세였으며 

시작 이전 평균적인 입원 횟수는 약 3.2회였다. 외국 연구에서 

클로자핀을 시작한 나이는 17-26세(덴마크), 26세(싱가폴), 29

세(아일랜드)로 본 연구보다 젊은 경우가 있었고, 그 외에는 

33세(인도), 35세(일본), 36세(터키), 34-40세(영국), 37-40세(뉴

질랜드), 39세(캐나다) 등 본 연구와 비슷하거나 늦은 연령인 

경우가 있었다.34) 과거 국내 대학병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클

로자핀 시작 나이는 평균 30세,3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에

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평균 38세로21) 의료기관마다 차이를 보

였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도 의료기관별로 클로자핀 처방 패

턴에 차이가 있음이 보고되기도 하였으며,36) 이는 표준화된 치

료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이 의

료기관별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의료기관별 차이가 나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하나, 클로자핀의 치명적인 

부작용과 관련되어 지속적인 혈액학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

황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검사나 내과적인 접근이 뒷받침되

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임상의가 클로자핀을 적극적으로 시작

Table 2. Result of variables related to delay in initiating clozapine

Beta t p CI
Age 0.406 2.193 0.032 0.091-1.995
Sex -0.039 -0.291 0.772 -16.73-12.484
Education years -0.113 -0.883 0.381 -4.762-1.846
Socioeconomic status 0.026 0.208 0.836 -0.036-0.044
Age of onset -0.450 -2.476 0.016 -2.750- -0.291
Duration of untreated psychosis -0.204 -1.580 0.120 -0.249-0.029
CI, confidence interval

Table 3.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variables related to clozapine response

B SE Wald d.f. p OR CI
Sex -0.160 0.591 0.073 1 0.787 0.852 0.787-0.852
Age -0.497 0.436 1.301 1 0.254 0.608 0.254-0.608
Age of onset 0.487 0.440 1.224 1 0.269 1.627 0.269-1.627
Duration of untreated psychosis -0.014 0.013 1.214 1 0.270 0.986 0.270-0.986
Duration of illness 0.039 0.037 1.117 1 0.291 1.040 0.291-1.040
Delay in initiating clozapine -0.039 0.019 4.356 1 0.037 0.962 0.037-0.962
Previous number of hospitalization 0.138 0.133 1.081 1 0.298 1.149 0.298-1.149
SE, standard error; d.f., degrees of freedom;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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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등

하기 보다는 항정신병약물 병용요법 등 다른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에 대해 추측해볼 수 있다. 실제로 몇몇 연구들에서는 

임상의가 클로자핀의 시작을 결정하는 데 있어 혈액학적 모

니터링이 중요한 방해 인자로 제시된 바 있다.34)

본 연구에서 클로자핀 시작이 지연된 평균적인 기간은 13.78

개월로 외국에서 조사한 다른 연구들 보다 짧았다.26) 이러한 

차이는 상기한 의료기관별 차이에 기인할 가능성도 있다. 클

로자핀의 시작이 지연되는 이유와 환자의 인구학적 및 임상적

인 인자들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한 몇개의 연구가 있었으나 

이질적인 결과를 보였고, 환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치료가 지

연되는 경향성만이 비교적 일관되게 확인되었다.26,34) 본 연구

에서도 이전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높은 연령과 클로

자핀 시작 지연이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으며, 추가적으로 환

자의 이른 발병 연령과 클로자핀의 시작 지연이 연관성이 관

찰되었는데, 이는 클로자핀이 성인기 이전에는 치료제로 흔히 

선택되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37,38) 그 외 환자의 인

구학적 또는 임상적 인자와 클로자핀의 시작 지연과의 연관성

은 관찰되지 않았다. 과거 리뷰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부작용 

및 대사증후군에 대한 임상의의 우려와 주기적 피검사에 대

한 부담이 클로자핀의 시작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

이 지적되었다.34,38) 임상의의 태도가 클로자핀의 사용에 영향

을 주는 부분을 고려한 한 연구에서는 클로자핀 처방에 전념

하는 전담 직원의 배치가 클로자핀 처방률을 증가시킬 수 있

는 요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39) 종합적인 연구에 따르면 클로

자핀 사용에 따른 치명적인 부작용(혈액학적 부작용, 심근염, 

혈전증, 장폐색증 등)으로 사망하는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초기에 발견되는 부작용들이 치명적으로 이어질 수 있

고 환자의 불편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작용으로 인

한 치료 중단률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21,40,41) 실제 본 연구

에서도 연구의 포함 기준과 제외 기준에 부합하였던 77명의 

환자들 중 7명의 환자가 4주 이내에 발생한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제외되었는데, 이 중 치명적일 수 있는 호중구 감소나 심

근염 의심 증상이 나타난 환자가 5명(6.5%)으로 심각한 부작

용의 확률이 결코 간과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혈액학적 부작용이 대부분 치료 시작 초기에 나

타나며 꾸준한 혈액검사 모니터링으로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

는 바,21,42) 이러한 부작용이 치료로써 얻어지는 이득을 상회한

다고 보기는 어렵다.40) 따라서 이러한 상황과 본 연구의 결과

를 종합하면 TRS가 발생한 환자에 있어 클로자핀 치료가 지

연되는 것은 나쁜 치료 반응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

능한 한 빨리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때 부작

용에 대해 신중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

겠다.

본 연구의 강점은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자세한 

병력청취 기록을 통해 치료저항성의 발생 시점을 비교적 명확

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과, 환자의 투약과 증상의 변화 추이가 

치료진에 의해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었던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치료 반응의 평가기간을 투약 시작 후 4주로 설정하여 

비교적 초기부터 치료 반응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국내 급성기 입원 병동의 현실적인 재원 기간을 

고려했을 때(약 38일),43) 연구 결과의 임상적 활용도가 높을 것

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일 의료 기관에

서 비교적 드물게 발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대상

자 수가 적고 병원이 갖는 환경 및 지역적 특성과 관련된 편

향이 있을 수 있어 연구 결과를 전체 조현병 환자에게 일반화

하기에 제한이 있다. 둘째, 방법론적으로 후향적 의무기록 연

구로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반영될 수 있었으

나, 병용투여약물이나 클로자핀의 증량 속도 등 대상 환자의 

약물 사용과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인들이 사전

에 통제되지 못했다는 점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차후 전향적

인 설계를 이용한 후속 연구로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

구의 주요 가설에 대한 통계분석에서 단순 분석 방법을 사용

했을 때는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다른 

변인을 통제한 분석에서만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대

상군의 크기가 작았던 것이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보다 분명한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환자군의 규모를 늘

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과거 연구에서 클로자핀

에 대한 치료 반응은 4주 이후에도 나타날 수 있음이 제시된 

바 있었으나,28,44) 본 연구에서는 클로자핀 반응에 대한 평가 

시점을 투약 시작 후 4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추가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없었다.

결     론

본 연구는 TRS 환자에서 클로자핀의 치료 시작이 지연된 

경우 투약 시작 후 4주 이내의 급성기 치료 기간에서도 임상

의사가 기대할만한 치료 반응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따라서 조현병 환자에서 치료저항성이 발생된 경우 

클로자핀의 도입 시점을 늦추지 않는 것이 치료의 효과를 높

이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심 단어: 조현병; 치료 반응; 치료저항성 치료지연; 클로

자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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