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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소아 및 청소년기에 발병하는 조현병은 20세기 초 Kraepelin

과 Bleuler에 의해 처음으로 기술되었다.1) 조기에 발병하는 

조현병과 관련된 명칭은 ‘소아기 발병’, ‘청소년기 발병’, ‘사춘

기 전 발병’ 및 ‘조기 발병’ 조현병 등이 혼용되고 있으며 기준

이 되는 발병 나이도 다양하다. 하지만 최근 여러 연구에 의하

면 조기 발병 조현병은 18세 이전에 정신병적 증상이 시작되

는 조현병으로 정의되며, 문헌에 따른 유병률 보고에 차이는 

있지만 성인기 조현병 환자에 비해 그 유병률이 매우 낮은 것

으로 알려져 있다.2-5)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소아기에 나타나는 각종 정신

병 및 자폐증 모두 소아기 조현병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소아

기 조현병의 진단적 특이도가 현재의 진단 기준에 비해서 낮은 

조기 발병 조현병과 성인기 발병 조현병의 임상적 특성의 비교 :  
후향적 연구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1 대전산재병원 정신건강의학과2

김평순1 ·신재호2 ·이창화1

Comparison of Clinical Characteristics between Patients with Early-Onset and  
Adult-Onset Schizophrenia : A Retrospective Study
Pyung-Soon Kim, MD,1 Jae-Ho Shin, MD,2 Chang-Hwa Lee, MD1

1Department of Psychiatry, Eulji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Eulji University Hospital, Daejeon, Korea 
2Department of Psychiatry, Daejeon Sanjae Hospital, Daejeon, Korea

ObjectivesZZThis study is designed to compare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early onset schizophrenia to those of adult 
onset schizophrenia patients in first episode.
MethodsZZAuthors reviewed medical records of 16 early-onset schizophrenia patients and 22 adult-onset schizophrenia patients 
who had been admitted in the psychiatric ward and diagnosed as schizophrenia according to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
tal Disorders, fourth Edition (DSM-IV) at Eulji University Hospital during 2004-2008. Socio-demographic data and clinical charac-
teristics such as duration between onset and active phase, number of significant positive and negative symptoms, positive and negative 
symptom scores of  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 (PANSS), Clinical Global Impression-Severity (CGI-S) scores, duration 
from onset to admission, duration of admission, and equivalent dose of antipsychotics were reviewed. Thes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early-onset group were compared to those of adult-onset group. Correlation between age of onset and other clinical characteristics 
was also analyzed.
ResultsZZEarly-onset group showed more insidious onset pattern and had longer duration of hospitalization than adult-onset group. 
Early onset group also exhibited more negative symptoms, higher negative symptom scores, and higher CGI-S scores than adult-onset 
group after treatment.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family history of psychosis, positive symptom frequency at dis-
charge and equivalent dose of antipsychotics between two groups.
ConclusionsZZThis study revealed that patients with early-onset schizophrenia exhibited more insidious onset, more negative symp-
toms, and more severe symptoms than those with adult-onset schizophrenia after treatment.

Key WordsZZSchizophrenia ㆍEarly-onset ㆍAdult-onset ㆍClinical characteristics.

Received: July 24, 2013 / Revised: August 27, 2013 / Accepted: September 27, 2013
Address for correspondence: Chang-Hwa Lee, MD
Departments of Psychiatry, Eulji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Eulji University Hospital, 95 Dunsanseo-ro, Seo-gu, Daejeon 302-799, Korea
Tel: +82-42-611-3437, Fax: +82-42-259-1162, E-mail: psypeacelove@naver.com



Korean J Biol Psychiatry █ 2013;20:179-186

180

상태였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소아기 조현병을 대상으로 수

행된 연구 결과들을 현재의 소아기 조현병의 특징으로 해석

하기는 어렵다.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Ninth 

Revision(ICD-9)과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3rd edition(DSM-III)에서 소아기의 조현

병도 성인과 동일한 진단 기준을 적용하여 진단하게 되면서 

조기 발병 조현병의 진단적 경계가 보다 명확해졌다. 1990년

대 발표된 조기 발병 조현병 추적 연구들에서 소아기 조현병 

환자들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에도 여전히 조현병 증상을 나타

냈으며 성인 조현병 환자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종류의 인지 및 

신경 생물학적 손상이 관찰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6-11) 이러

한 연구 결과들은 조기 발병 조현병은 성인기 발병 조현병과 연

속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소아기에도 역시 성인기와 동일

한 기준으로 조현병을 진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근거를 제시

하는 데 인용되고 있다. 

한편, 여러 연구들에서 조기 발병 조현병은 병전 증상이 더 

심하고 인지 손상도 심하며 정신병의 가족력이 더 많고 잠행성 

발병 및 만성화의 특징을 가진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11-17) 

하지만, 조기 발병 조현병의 발생 빈도가 낮기 때문에 대부분

의 연구가 제한된 비교 연구이며 발병 연령군별로 직접 비교

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Schulz 등18)은 20~29세 발병군과 30~45세 발병군의 비교

에서 와해 증상과 음성 증상이 조기 발병군에서 더 높게 나타

나고 환각, 망상과 같은 양성 증상은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 Greig 등19)은 20세 이전에 발병한 조기 

발병형과 30세 이후에 발병한 후기 발병형으로 분류한 연구

에서 양성 및 음성증후군 척도(Positive and Negative Syn-
drome Scale, 이하 PANSS)의 각 구성 점수에서 두 집단 간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Bahn 

등20)이 20세 이전에 발병한 조기 발병형과 35세 이후에 발병

한 후기 발병형의 임상 특성을 후향적으로 비교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조기 발병군은 음성 증상이 많고 후기 발병군

에서는 환청과 공격성 및 폭력성이 많은 것으로 결과를 제시

하고 있다. 또한, 발병 연령에서 활성화된 정신병적 증상이 나

타나는 기간에 따라 발병 형태를 나누었다. 그 기간이 1년 미

만인 경우 급성 발병, 1년 이상인 경우 잠행성 발병으로 정의

하였고 조기 발병군과 후기 발병군 간에 발병 형태의 차이는 

없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현재 인정되고 있는 

조기 발병 조현병의 연령 기준인 18세 미만을 사용하지 않고 

20세 미만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또한 후기 발병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20세에서 34세 사이에 발병한 환자를 제외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호발 연령대에 속하는 군이 제외되어 성인기 발

병형의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한계점이 있다.

조기 발병형 조현병에 대한 연구는 연구마다 조기 발병의 연

령 기준이 다르고 발병 시점을 정의하는 기준이 일관되지 않으

므로 그 연구 결과를 조기 발병 조현병 환자의 특성으로 일반화

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21-27)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미 만

성화되었거나 재발이 잦았던 환자들도 포함시키는 등 질환의 이

환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결과의 해석을 어렵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 삽화 1년 이내이며 첫 입원인 입원 환자

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기 발병형 조현병군과 성인기 발병형 

조현병군 간에 임상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에

서는 처음으로 조기 발병형 조현병을 연령 정의에 맞는 군을 

선정하여 성인기 발병군과 비교를 한 연구이다. 

방      법

연구 대상

2004년부터 2008년 사이에 을지대학병원 정신과 보호 병

동에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조현병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ition, Text-Revised(이하 DSM IV-TR)의 진단 기준에 

의하여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조현병으로 진단받고, 항정신병 

약물로 충분한 기간 치료 받고 퇴원한 환자들의 자료를 분석

하였다. 조기 발병형 조현병군과 성인기 발병형 조현병군 모

두 첫 삽화 중이거나 첫 삽화 1년 이내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발병 후 1년 이내의 첫 입원 환자만을 대상

으로 한 것은 발병 후 1년 이후에 첫 번째 치료를 받기 시작

하였거나, 재발을 하였거나 이미 만성화 경과를 밟고 있는 환

자인 경우 발병 연령과 관계 없이도 예후나 치료반응이 상대적

으로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교란요인을 

통제하기 위함이었다.

조기 발병군은 18세 이전에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난 환자

를, 성인기 발병군은 18세부터 45세 이전에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난 환자를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45세 이후 발병한 후

기 발병 조현병은 그 전에 발병한 조현병과 구분된 임상 특성

을 갖는다고 주장한 Schultz 등18)의 연구에 따라 45세 이후에 

발병한 환자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대상 환자 중 양극성 장애, 분열 정동장애, 주요우울증, 약

물 의존 및 남용, 기질성 정신장애가 감별 진단에 포함되어 있

거나, 조현병 진단 이후 조사 기간 동안 다른 정신과 진단으

로 변경된 환자들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정신 지체가 

있는 환자는 정신 지체와 별도로 조현병 진단이 가능할 경우 

연구에 포함되었다. 또한 집단 간 입원 치료 후 증상 비교를 

위해 치료진의 의견에 반하여 조기 퇴원한 환자는 연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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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외하였다. 

선택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기 발병군은 위의 포함조

건 및 배제조건에 부합되는 환자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고, 성

인기 발병군은 위의 조건에 부합되는 환자군을 연속적으로 포

함시켰다.

최종 대상자로 조기 발병 조현병 환자 16명과 성인기 발병 

조현병 환자 22명이 선정되었다.

연구 방법

선별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나이, 성별, 종교, 사회경제적 상

태, 교육, 직업 및 결혼 상태 등과 같은 인구 사회학적 변인을 

조사하였다. 결혼 상태, 교육 및 직업과 같은 인구학적 변인은 

두 군의 연령 차이에 따라서 그 차이가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

어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임상적 변인으로는 발병 연령, 발

병에서 활성화까지 기간, 발병 후 입원까지의 기간, 발병 양상, 

정신병의 가족력, 입원시 및 퇴원시의 양성 증상 점수와 유의

한 양성 증상의 개수, 입원시 및 퇴원시의 음성 증상 점수와 

유의한 음성 증상의 개수, 입원시 및 퇴원시의 전체 PANSS 

점수, 입원시 및 퇴원시의 CGI-S 점수, 항정신병 약물 등가용

량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PANSS 점수 및 개수, CGI-S 점수

는 과거 의무기록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시점에서 평가하였다. 

발병 시점은 환자 및 보호자의 면담 기록에서 드러난 질환의 

징후로서 DSM-IV-TR의 조현병 진단기준 중에서 첫 증상이 

나타난 시점으로 정의하였다. 발병 시점이 추정 구간으로 기록

되어 있거나 잠행성 발병으로 인하여 정확한 발병 시점을 알

기 어려운 경우, 발병이 의심되는 구간의 중앙값을 사용하였

다. 발병 연령의 경우 발병 시점 당시 환자의 나이로 정하였

다. 활성화의 시기는 ‘ first break’로 정의하였으며 환자의 현

실감이 붕괴되고 환각, 망상이나 와해된 생각이나 행동 등의 

증상을 압도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시기로 정하였다. 발병 타

입의 분류는 Asarnow 등,7) Werry 등28)의 연구에서처럼 발병

에서 활성화된 정신병적 증상 사이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급성 발병, 1년 이상인 경우 잠행성 발병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입·퇴원시 PANSS 양성 및 음성 증상 점수, PANSS 소항목

의 증상 개수와 CGI-S를 조사하였다. 약물 치료는 퇴원시에 

각 약물의 용량을 클로르프로마진 등가량(mg/day)29)으로 

환산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을지대학교 및 을지대학교

병원 임상연구 윤리위원회의 승인하에 진행되었다.

연구 도구 

양성 및 음성증후군 척도(PANSS)

PANSS는 Kay 등30)이 조현병 증상 평가를 위하여 개발한 

도구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어 조현병 연구에 널리 쓰이

고 있다. Kay 등31)은 PANSS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연구

에서 검사자 간의 신뢰도 및 시행-재시행 신뢰도를 r = 0.80

대로 보고하였고 기준 타당도, 구성 타당도 및 교차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Eggers와 Bunk14)의 연구방법과 

유사하게 PANSS의 양성 및 음성 소항목 척도의 증상 빈도와 

점수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총 7점에서 3점 이상의 증상 수준

이 인정될 경우 유의한 증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고 발병 

집단 별로 유의한 양성 증상 및 음성 증상 빈도,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의 점수 및 총점을 비교하였다.

임상 총괄 평가 척도-심각도(Clinical Global Impression-

Severity, 이하 CGI-S) 

CGI-S32)는 진단과 관계없이 정신 질환의 심각도를 평가자가 

총괄적으로 평정하는 척도로, 1점인 정상에서 7점인 최고도까

지 7단계로 구성된 단일 항목 척도이다. 특정 정신질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수련된 임상가라면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신뢰도는 우수한 편으로 진단마다 그 신뢰도에 

차이가 있으나 검사자 간 신뢰도의 경우 r = 0.7~0.8, 시행-재

시행 신뢰도의 경우 r = 0.9~0.95로 알려져 있다. 증상 평가 척

도보다 낫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사회적 타당성도 양호하다.33)

통계 방법

통계적 방법으로는 두 군 사이의 범주 변수를 비교하는 경

우 chi-square test를 시행하였으며 기대 빈도가 5보다 작은 

칸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Fisher’s exact test를 시행하였다. 

두 군 사이의 평균 비교를 위해서는 Independent-Samples 

t-test를 이용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사회경제적 상태, 

종교는 최초에 다섯 개의 범주로 나뉘어 조사되었으나 모집된 

집단의 크기가 작아서 chi-square test 검정 결과를 수용하

기 어렵기 때문에 각각 ‘중간 이상·낮음’ 과 ‘유·무’로 분류하

여 분석을 재시행하였다. 또한 발병연령과 각 임상 변수간에 

상관 관계를 보았다(Pearson’s correlation). 통계적 유의 수준

은 p ＜ 0.05로 하였고, 모든 통계학적 분석은 SPSS for Win-
dows version 18 k를 이용하였다.

결      과 

사회 인구학적 변인 

조기 발병군과 성인기 발병군의 남녀 비율의 집단 간 차이

는 없었다. 입원시 연령은 조기 발병군이 16.25 ± 1.77세, 성인

기 발병군이 29.68 ± 5.13세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 = 

0.000). 종교의 유무, 사회경제적 상태는 두 집단 사이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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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없었다(Table 1). 

임상적 특성

발병 연령은 조기 발병군이 14.69 ± 1.58세, 성인기 발병군

이 28.59 ± 5.22세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 = 0.000). 발

병 시점에서 활성화까지의 기간은 조기 발병군이 15.56 ± 11.82

개월, 성인기 발병군이 7.23 ± 8.97개월로 조기 발병군이 유의

하게 길었다(p = 0.018). 평균 입원 기간은 조기 발병군이 72.00 

± 52.80일(median = 61.50)로 성인기 발병군의 37.64 ± 15.19 

일(median = 33.50)보다 유의하게 길었다(p = 0.022). 발병 형

태는 조기 발병군에서 급성 발병이 37.5%, 잠행성 발병이 

62.5%로, 성인기 발병군에서 각각 81.8%, 18.2%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8). 두 집단 간 

유의한 가족력의 차이는 없었다. 유의한 양성 증상 개수는 입

원시에는 조기 발병군에서 5.25 ± 1.61개, 성인기 발병군에서

는 5.86 ± 0.89개였으며 퇴원시에는 조기 발병군에서는 2.56 

± 2.37개, 성인기 발병군에서는 1.59 ± 1.68개로 나타나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양성 증상 점수 역시 입원시에 

조기 발병군에서 30.81 ± 7.19점, 성인기 발병군에서 33.45 ± 

5.40점으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유의한 음성 증상 개수는 

입원시에는 조기 발병군이 6.13 ± 0.72개, 성인기 발병군이 

5.55 ± 1.77개로 두 군 사이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퇴원

시에는 조기 발병군이 4.25 ± 2.54개, 성인기 발병군이 2.36 

± 2.30개로 두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22). 

음성 증상 점수의 경우, 입원시에는 조기 발병군에서 32.00 

± 7.83점, 성인기 발병군에서 24.73 ± 8.17점이었고, 퇴원시

에 조기 발병군에서 21.25 ± 8.35점, 성인기 발병군에서 15.27 

± 4.42점으로 입원시와 퇴원시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p = 0.009, p = 0.007). CGI-S 점수는 입원시에는 조

기 발병군이 6.06 ± 0.68, 성인기 발병군이 6.00 ± 0.62로 두 

군 사이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퇴원시에는 조기 발병군

이 3.88 ± 0.96, 성인기 발병군이 3.00 ± 0.69로 두 집단 간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4). 치료 용량은 클로르프로마

진 등가량으로 환산하여 비교하였다. 퇴원시의 용량을 기준

으로 한 사용된 항정신병 약물 등가량의 평균은 조기 발병

군에서 507.81 ± 114 mg/day으로 성인기 발병군의 470.51 

± 114.45 mg/day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많이 사용된 항정

신병 약물은 조기 발병군에서는 리스페리돈(11명, 68%), 클로

자핀(2명, 12.5%), 올란자핀(2명, 12.5%)순이었으며 성인기 발

병군에서는 올란자핀(12명, 54.5%), 리스페리돈(3명, 13.6%), 

아리피프라졸(3명, 13.6%)순이었다. 모든 환자에서 비정형 항

정신병 약물이 사용되었다(Table 2).

이 연구에서 두 군을 나눌 때 연속선상에 있는 발병 연령을 

일정한 절단점 전후로 나누었다. 따라서 실제로는 연속선상

에 있는 발병 연령과 기타 임상적 특성과의 상관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서 Pearson’s correlation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의

미 있는 연관성을 보인 임상적 특성은 ‘발병에서 활성화까지 

기간’, ‘입원 기간’, ‘입원시 양성 증상의 개수’, ‘입원시 양성 증

상의 점수’, ‘퇴원시 음성 증상의 개수’, ‘퇴원시 음성 증상의 

점수’, ‘퇴원시 CGI-S’ 등이었으며 이 중에서 ‘입원시 양성 증

상의 개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적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

다. 이 중에서 상관계수가 0.4 이상이거나 -0.4 이하, 즉 상관

계수의 절대값이 0.4 이상인 임상적 특징은 ‘입원 및 퇴원시 

음성 증상의 점수’, ‘퇴원시 음성 증상의 개수’, ‘퇴원시 CGI-S’ 

등이었다(Table 3).

고      찰 

이 연구는 조기 발병형 조현병의 임상적 특성과 성인기 발

병형 조현병의 임상적 특성을 후향적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

이며 조기 발병형의 정의에 부합하는 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

로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연구이다. 

Table 1. Comparison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between early-onset & adult-onset schizophrenia 

Variable Early-onset (n = 16) Adult-onset (n = 22) Statistics p

Age on admission* 16.25 ± 1.77 29.68 ± 5.14 t = 11.78 p = 0.000

Sex (%)†

Male 08 (50)0. 12 (54.5)
χ2 = 0.08 p = 0.782

Female 08 (50)0. 10 (45.5)

Religion*

Yes 06 (37.5) 10 (45.5)
χ2 = 0.24 p = 0.621

No 10 (62.5) 12 (54.5)

SES*

Middle to high 10 (62.5) 14 (63.6)
χ2 = 0.01 p = 0.943

Low 06 (37.5) 08 (36.4)

* : t-test, † : chi-square test. SES : socio-economic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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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 조기 발병 조현병은 성인기 발병 조현병에 

비해 잠행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세 이전에 발병

한 소아기 발병 조현병의 발병 패턴이 잠행성이라는 것은 많

은 연구에서 나타나는 일치된 결과이다.7)9)10)34)35) 하지만 청소

년기 발병 조현병의 경우 연구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였다. 

Eggers36)와 Werry 등37)의 연구에서는 급성 발병이 우세하다

Table 2. Comparison of clinical characteristics between early-onset & adult-onset schizophrenia

Variable Early-onset (n = 16) Adult-onset (n = 22) Statistics p

Age of onset (years)* 14.69 ± 1.580 28.59 ± 5.220 t = -11.37 p = 0.000
Duration between age of onset & active phase (months)* 15.56 ± 11.82 7.23 ± 8.97 t = 2.47 p = 0.018
Duration of onset to admission (months)* 18.00 ± 13.52 12.27 ± 16.00 t = -1.16 p = 0.253
Days of admission (days)* 72.00 ± 52.81 37.64 ± 15.19 t = 2.53 p = 0.022
Onset type, n (%)†

Acute 06 (37.5) 18 (81.8)
- p = 0.008

Insidious 10 (62.5) 04 (18.2)

Family history of psychosis, n (%)†

None 10 (62.5) 18 (81.8)
- p = 0.271

Psychosis 06 (37.5) 04 (18.2)

Number of positive symptoms at admission* 5.25 ± 1.61 5.86 ± 0.89 t = -1.38 p = 0.182
Score of positive symptoms at admission* 30.81 ± 7.190 33.45 ± 5.400 t = -1.30 p = 0.201
Number of negative symptoms at admission† 6.13 ± 0.72 5.55 ± 1.77 t = 1.39 p = 0.183
Score of negative symptoms at admission* 32.00 ± 7.830 24.73 ± 8.170 t = 2.76 p = 0.009
Total PANSS score at admission* 123.69 ± 20.880 118.27 ± 18.730 t = 0.84 p = 0.407
Number of positive symptoms at discharge* 2.56 ± 2.37 1.59 ± 1.68 t = 1.48 p = 0.153
Score of positive symptoms at discharge* 16.50 ± 7.540 13.00 ± 3.980 t = 1.86 p = 0.071
Number of negative symptoms at discharge* 4.25 ± 2.54 2.36 ± 2.30 t = 2.39 p = 0.022
Score of negative symptoms at discharge* 21.25 ± 8.350 15.27 ± 4.420 t = 2.86 p = 0.007
Total PANSS score at discharge* 74.88 ± 26.39 59.27 ± 13.59 t = 2.38 p = 0.023
CGI-S at admission* 6.06 ± 0.68 6.00 ± 0.62 t = 0.30 p = 0.774
CGI-S at discharge* 3.88 ± 0.96 3.00 ± 0.69 t = 3.11 p = 0.004
Chlorpromazine equivalent dose* (mg/day) 507.81 ± 114.64 0470.5 ± 114.45 t = 0.33 p = 0.331

* : t-test, † : Fisher’s exact test. PANSS : 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 CGI-S : Clinical Global Impression-Severity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age of onset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Mean ± S.D Correlation coefficient* p-value
Age of onset (years) 22.74 ± 8.050 - -

Duration between age of onset & active phase (months) 10.74 ± 10.94 -0.376 p = 0.020
Duration of onset to admission (months) 14.68 ± 15.06 -0.260 p = 0.114
Days of admission (days) 52.11 ± 39.46 -0.345 p = 0.034
Number of positive symptoms at admission 5.60 ± 1.26 -0.332 p = 0.042
Score of positive symptoms at admission 32.34 ± 6.270 -0.301 p = 0.068
Number of negative symptoms at admission 5.79 ± 1.44 -0.302 p = 0.066
Score of negative symptoms at admission 27.79 ± 8.710 -0.562 p = 0.001
Total PANSS score at admission 120.55 ± 19.580 -0.153 p = 0.362
Number of positive symptoms at discharge 2.00 ± 2.03 -0.144 p = 0.388
Score of positive symptoms at discharge 14.47 ± 5.920 -0.161 p = 0.335
Number of negative symptoms at discharge 3.16 ± 2.55 -0.441 p = 0.006
Score of negative symptoms at discharge 17.79 ± 6.950 -0.467 p = 0.003
Total PANSS score at discharge 65.84 ± 21.16 -0.281 p = 0.087
Chlorpromazine equivalent dose (mg/day) 486.21 ± 114.50 -0.250 p = 0.129
CGI-S at admission 6.03 ± 0.64 -0.081 p = 0.631
CGI-S at discharge 3.37 ± 0.91 -0.439 p = 0.006

* :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CGI-S : Clinical Global Impression-Sev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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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밝힌 반면 Kolvin 등35)은 잠행성 발병이 우세한 것으로 제

시하였다. 이러한 불일치는 연구자들마다 발병 형태를 정의

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대부분

의 연구에서 발병 시점이 이를수록 더 잠행적이고 만성화된 

경과를 보이는 경향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6)

본 연구 결과, 조기 발병군은 입원시에는 양성, 음성 증상 

개수 모두 성인기 발병군과 차이가 없었으나 퇴원시에는 음

성 증상의 개수만이 유의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PANSS 음성 증상 점수는 입원시와 퇴원시에 모두 조기 

발병군에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조건에

서 두 군 모두 발병 1년 이내의 초기 경과이며 동등한 등가

용량의 약물로 치료 받았으나 조기 발병군은 입원 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더 장시간의 입원 치료에도 불구

하고 퇴원시에 나타난 음성 증상의 차이는 충분히 유의한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는 Remschmidt38)가 113명의 청

소년 조현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입원 치료 기간 

동안 음성 증상 경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

다. 또한, 조기 발병 조현병 환자에서 음성 증상이 두드러지

게 나타난다는 결과들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18)20)39) 양성 증

상에서 조기 발병군과 성인기 발병군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

은 것은 Schulz1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양성 증상의 질적

인 면을 비교 조사한 Hollis39)의 연구에서는 조기 발병 조현병

이 성인 조현병 환자에 비해 덜 체계화된 망상과 환청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증상 정도를 평가하는 CGI-S 

점수를 비교한 결과, 입원시에는 두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퇴원시에는 조기 발병군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조기 발병군에서 퇴원시 음성 증상의 개수 및 점수

가 더 많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발병 연

령과 각 임상변수 간에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상관

계수의 절대값이 0.4 이상인 것은 입·퇴원시 음성 증상의 점

수 및 퇴원시 음성 증상의 개수와 퇴원시 CGI-S 점수였고, 

특히 퇴원시 음성 증상 개수와 퇴원시 CGI-S 점수 간의 상

관계수는 0.813 (p = 0.000)으로 매우 높은 정적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다. 조기 발병군과 성인기 발병군에서의 항정신병 

약물의 평균 용량은 각각 501.67 ± 115.9 mg/day, 481.29 ± 

115.3 mg/day으로 두 그룹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Razal 등40)과 Bahn 등2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일부 임상적 변인에서 기존의 연구 결과와 다른 결과

가 나타났다. 여러 연구에서 조기 발병 조현병이 성인기 발병 

조현병에 비해 정신병적 질환의 가족력이 더 많다고 보고하였

다.39)41)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Bahn 등20)의 연구와 마찬가지

로 가족력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 방법의 한계상 그 결과

를 단정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조기 발병 조현병이 성인

기 발병 조현병보다 더 잠행적으로 발병하고 치료 후 잔여 음

성 증상이 많고 입원 치료 후 증상의 호전 정도가 낮다는 기

존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조현병이 뇌의 발

달이 충분하지 않은 더 어린 나이에 발병할수록 심한 손상

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3)7)8)26)38) 조기 발병형 

조현병의 경우 발병부터 치료를 받기까지의 기간이 더 길어서 

이러한 연구 결과가 얻어질 수도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첫 삽

화 후 치료를 받기까지의 기간을 1년 이내로 한정하여 대상

자를 선정하였고 실제로 발병부터 치료를 받기까지의 기간

이 양 군 간에 차이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교란요인은 본 연

구에서는 통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와 같은 조

기 발병 조현병과 성인기 발병 조현병의 서로 다른 임상적 특

성들은 조현병의 질병 기술에 있어 조기 발병형과 성인기 발

병형을 구분하여 기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조

기발병형 조현병의 유병률이 매우 낮아서 현재로서는 조현병

의 진단기준에 조기 발병형을 추가하기에는 연구 자체가 부

족하며 또한 연구 결과의 일관성 역시 부족하다. 실제로 최근 

발간된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
ders, 5th edition의 조현병 진단 기준에는 이와 같은 연령별 세

부 진단이 반영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대학병원 의무기록 검토를 통한 후향적 연구로

써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대상 환자수가 적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또한, 입원 환자의 약물 사용이 무

작위 배정되지 않아 사용 약물의 차이로 인한 추체외로 증상

의 정도가 다를 수 있고 추체외로 증상으로 인해서 유사 음성 

증상이 특정군에서 더 두드러진 결과를 보였을 가능성도 있

다. 하지만 Leucht 등42)의 리스펠리돈과 올란자핀, 위약, 1세

대 항정신병 약물의 효과와 추체외로 증상을 메타 분석한 연

구(21개 연구, 7235명)에서 항 파킨슨제의 사용에 있어 리스

페리돈 사용군과 올란자핀 사용군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을 보고하고 있어서 이러한 요소가 음성 증상의 정도에 차이

를 유발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후향

적 연구이므로 발병 시점에 대한 회상 오류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Häfner 등43)이 역학 연구를 위해 고안한 Instru-
ment for the Retrospective Assessment of Schizophrenia 

Onset(이하 IRAOS)을 사용하는 것이 발병 시점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IRAOS는 5개의 부

문(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호화 틀(coding frame)에 

표기를 하게 되어 있는 반 구조화된 면담도구이다. 이 도구

는 환자 또는 다른 주요 정보 제공자들로부터 발병 시점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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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얻도록 되어 있다. 이번 연

구는 후향적 연구로서 환자를 평가할 당시에 이 도구를 이용

하여 발병시점을 평가하지 못하였다. 향후 전향적 연구가 이

루어질 경우 발병시점은 IRAOS를 이용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넷째, 후향적 연구 방법상의 한계로 의무기록의 열람을 

통해 입·퇴원시의 PANSS 및 CGI-S를 평가하였으므로 이

를 분석하여 얻은 결과에 대한 해석에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다섯째로 조기 발병 조현병을 동질한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

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Röpche와 Eggers,44) Rem-
schmidt 등45)은 아동기 발병 조현병 환자의 장기적 경과나 예

후가 청소년 발병 조현병에 비해 불량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조기 발병과 성인기 발병의 두 집단이 아닌, 소아기 발

병과 청소년기 발병, 성인기 발병, 노년기 발병 집단을 모두 포

함한 비교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서는 조기 발병 조현병 환자의 진단적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추적 관찰을 통해 진단적 신뢰성을 높여야 할 필

요성이 있다.37)39) 그럼에도 본 연구는 조기 발병의 연령 기준에 

따른 조기 발병 조현병 환자를 성인기 발병 조현병과 비교한 

연구로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연구라는 의의가 있다. 

향후에는 신경인지 검사 및 영상학적 검사를 포함한 확장된 

장기 추적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조기 발병 조현병 환자들의 

임상적 특성과 생물학적 특성의 연관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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