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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조현병은 전체 인구의 약 1%에서 발병하는 정신과적 질

환으로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경우가 많아 환자뿐 아니라 

가족, 사회에 큰 부담을 안겨준다. 조현병의 치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약물치료로 항정신병약물의 꾸준한 복용이 증

상의 호전 및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항정신병약

물 치료는 파킨슨증후군, 좌불안석증, 입마름, 변비, 기립성 

저혈압, 대사증후군과 같은 여러 부작용을 동반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QT간격연장은 항정신병약물의 대표적인 심혈관계 부작

용으로 torsade de pointes와 같은 치명적인 심실부정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가들의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1) 

QT간격은 심전도상 QRS파의 시작부터 T파의 종료지점 사

이의 간격으로 정의되며, 임상적으로는 심실재분극 기간을 

반영한다. QT간격은 심박동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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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QTc prolongation due to antipsychotics is of major concern because it may lead to fatal ven-
tricular arrhythmia such as torsade de pointes. However,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QTc prolonga-

tion due to antipsychotics, especially in South Korea.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how demographic and clini-
cal variables affect QTc interval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Methods：By retrospectively reviewing medical records, we assessed QTc interval, demographic data and 
clinical features of 441 (175 males) patients with schizophrenia who admitted to the psychiatric ward of a general 
hospital. To explore the predictive factors for QTc interval,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with 
QTc interval as the dependent variable.

Results：The mean QTc interval was 417.2±28.4 ms. In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use of short-
acting antipsychotic injection was the strongest predictor of the QTc prolongation. 

Conclusions：This study demonstrated that the use of short-acting antipsychotic injection may affect QTc pro-
longation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This result suggests that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use of 
short-acting antipsychotic injection in the treatment of schizophrenia. 

KEY WORDS : QTc prolongationㆍAntipsychoticsㆍShort-acting injectionㆍSchizophre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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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의 영향을 보정한 QTc간격이 표준적으로 사용되며, 

Bazett공식(QTc=QT/square root of the R-R interval)이 

가장 흔히 사용되는 보정방법이다.2) 일반적으로 QTc간격

이 450 ms보다 길면 부정맥과 돌연사의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고, 500 ms이상이면 부정맥과 돌연사의 위험

이 매우 높음을 나타낸다.3)

QTc 간격연장 부작용은 항정신병약물마다 다르게 나타

날 수 있다. 2013년 발표된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리피

프라졸, 팔리페리돈 등의 약물은 유의미하지 않은 QTc 간

격연장을 보인 반면 지프라시돈, 아미설프라이드 등의 약물

은 유의미한 QTc 간격연장을 보였다.4) QTc 간격연장이 두 

가지 이상의 항정신병약물을 사용하는 다종약물요법(poly-

pharmacy)과 관련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어왔다.5) 또한 항정

신병약물 외에도 환자에게 투여된 항우울제 등의 약물이 

QTc 간격연장에 기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6) 최근의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연구를 보면 조

현병 환자에게 두 가지 이상 항정신병약물을 사용한 경우가 

31.3%이며, 항우울제가 25.9%의 환자에서 사용되는 것을 

보았을 때 다종약물요법으로 인한 QTc 간격연장은 큰 문제

가 될 수 있다.7)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서 조현병 환자에서 

QTc 간격연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일 병원 입원 환자의 의무기록을 이용하

여 후향적으로 조현병 환자들의 QTc간격에 인구학적 및 

임상적 변수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1. 연구 대상

2000년 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조현병으로 입원치료 받고 퇴

원한 만 19세 이상 성인환자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조

사하였다. 진단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입원 및 퇴원 시점

에서 주 진단명의 변화 없이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환자들

을 모두 조사하였다. 조현병의 진단은 Diagnostic and Sta-

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IV-TR8)기준

에 근거하였다. 다른 정신과적 과거력, 의식 상실을 수반한 

두부 손상, 약물 및 알코올 남용이나 의존, 신경학적 이상 

등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심방세동 또는 각차단을 

포함한 부정맥이 있는 경우 연구에서 배제되었다. 452명의 

환자 중 심전도결과가 없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

한 전체 441명이 연구 대상이 되었다. 

2. 연구 방법

모든 변수는 의무기록 검토를 통해 후향적으로 조사되었

으며 동일한 환자가 여러 번 입원한 경우 처음으로 입원하

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되었다. 의무기록 검토는 한 명

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의무기록

을 통해 환자들의 성별, 입원 시 연령을 확인하였다. 모든 

환자들은 입원당일 또는 다음날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였으

며 심전도는 자동분석기능이 있는 12유도 심전도 기계로 측

정되었다. 심박수의 영향을 보정하기 위해 Bazett공식을 이

용하여 QTc간격이 산출되었다.2) 심전도 검사일에 Na, K, 

Cl, AST, ALT, BUN, creatinine, calcium, T3, free T4, TSH 

등의 실험실 검사가 시행되었다. 심전도 검사 당일에 환자가 

심전도 검사 전까지 복용한 항정신병약물의 개수와 용량 그

리고 할로페리돌 또는 올란자핀 주사제와 같은 항정신병약

물 단기작용주사제 투여 여부와 용량을 확인하였다. 항정신

병약물의 등가용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인종적으로 유사한 

일본에서 사용되는 등가용량 계산식을9) 사용하였으며 항정

신병약물 용량은 경구약물과 단기작용주사제의 용량을 모두 

합산하였다. 추가적으로 리튬과 같은 기분조절제 투약여부

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임상연구 

윤리위원회의 승인 하에 진행되었다(NHIMC 2019-01-025).

3. 통계분석

일차적으로 조현병 환자들의 인구학적 및 임상적 특성과 

QTc간격, 실험실 검사의 기술통계치를 확인하였다. 실험실 

검사와 QTc간격간 피어슨 상관분석을 수행하여 각 변수간 

상관관계를 평가하였다. 

QTc에 대한 예측요인을 탐색하고자, QTc를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성별과 연령이 

QTc의 예측요인이 된다는 이전 연구결과10)에 따라 1단계에

는 성별과 연령을 공변수로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는 실험

실 검사 중에서 QTc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AST, T3, 

creatinine을 모형에 투입하였고 3단계에서는 환자들이 사

용한 전체 항정신병약물의 개수, 용량 및 항정신병약물 단기

작용주사제 투여 여부 변수를 모형에 투입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version 23 (IBM Corp., Armonk, NY, USA)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미만으로 

하였다. 추가적으로 성별, 연령, 전체 항정신병약물의 개수, 

용량 및 항정신병약물 단기작용주사제 투여 여부 변수를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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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전체 441명 환자의 연령은 44.5±12.7세였으며 남성이 175

명(39.7%), 여성이 266명(60.3%)이었다(Table 1). 환자들은 

심전도 검사 시 평균 0.9±0.7개의 경구 항정신병약물을 복용 

중이었으며 검사 당일 1개의 경구 항정신병약물을 복용한 

환자는 271명(61.5%), 2개는 54명(12.2%), 3개는 4명(0.9%), 

4개는 3명(0.7%), 5개는 1명(0.2%)이었으며 경구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환자는 108명(24.5%)이었다. 전체 환

자가 복용한 경구 항정신병약물의 평균 클로르프로마진 등

가용량은 393.7±432.5 mg이었다. 전체 441명의 환자 중 

106명(24.0%)가 항정신병약물 단기작용주사제를 투여받았

으며 주사제를 투여받은 환자들의 평균 클로르프로마진 등

가용량은 450.6±193.3 mg이었다. 환자들은 경구 및 단기작

용주사제를 모두 합해서 평균 1.2±0.8개의 항정신병약물을 

복용하였으며 전체 항정신병약물의 평균 클로르프로마진 

등가용량은 502.0±459.2 mg이었다. 22명의 환자들이 기분

조절제를 복용하였으며 환자들이 복용한 항정신병약물과 

기분조절제의 종류는 Table 2에 열거되어 있다. 

환자의 평균 QTc간격은 417.2±28.4 ms였으며 최소값은 

335 ms, 최대값은 526 ms였다. 항정신병약물 단기작용주사

제를 사용한 환자의 QTc간격이(426.9±29.6 ms) 항정신병약

물 단기작용주사제를 사용하지 않은 환자의 QTc간격보다

(414.0±27.3 ms) 유의미하게 길었다(t=4.2, p＜0.001). QTc

간격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실험실 검사는 AST 

(r=0.12, p=0.01), T3 (r=-0.10, p=0.04), creatinine (r=-0.11, 

p=0.03)이었다. 환자의 평균 AST값은 27.6±53.1 IU/L, T3값

은 101.8±27.1 ng/dL, creatinine값은 0.8±0.2 mg/dL였다. 

QTc간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QTc간격을 종속변수

로 했을 때 1단계에 공변수로 투입된 성별(β=0.14, p=0.003)

은 유의미하였지만 연령(β=-0.08, p=0.10)의 영향은 유의미

하지 않았다. 2단계에서는 추가로 AST, T3, creatinine값이 투

입되어 QTc간격의 2.6%를 추가로 설명하였으며[F (6,414)= 

3.70, p=0.001], AST (β=0.13, p=0.01)와 creatinine (β=-0.12, 

p=0.02)값이 QTc간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3단계에서

는 추가로 전체 항정신병약물의 용량과 개수 그리고 항정신

병약물 단기작용주사제 투여 여부가 모형에 투입되어 QTc간

격의 4.1%를 추가로 설명하였으며[F (9,411)=4.61, p＜0.001], 

AST (β=0.13, p=0.01), creatinine (β=-0.13, p=0.01)과 항정신

병약물 단기작용주사제 투여 여부(β=0.20, p＜0.001)가 QTc

간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추가적으로 성별, 연령, 전

체 항정신병약물의 개수, 용량 및 항정신병약물 단기작용주

사제 투여 여부 변수를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였

Table 1.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schizophrenia

Variables
Age 44.5±12.7
Gender, N (%)

Male 175 (39.7)

Female 266 (60.3)

Dose of antipsychotics 
  (Chlorpromazine equivalents, mg)

502.0±459.2

Number of antipsychotics 1.2±0.8
Short-acting antipsychotics injection, N(%)

Yes 106 (24.0)

No 335 (76.0)

QTc (ms) 417.2±28.4
AST (IU/L) 27.6±53.1
T3 (ng/dL) 101.8±27.1
Creatinine (mg/dL) 0.8±0.2

Table 2. Antipsychotics taken by patients on the day of the EKG 
test

Drug Number of patients
PO

Risperidone 128
Olanzapine   95
Quetiapine   40
Paliperidone   40
Aripiprazole   31
Clozapine   15
Amisulpride     5
Blonanserine     5
Ziprasidone     3
Zotepine     2
Haloperidol   28
Chlorpromazine   15
Sulpiride     5

Short-acting injection*
Haloperidol 104
Olanzapine     6
Chlorpromazine     1

Mood stabilizer†

Divalproex sodium   15
Lithium     3
Topiramate     3
Lamotrigine     1
Carbamazepine     1

* : Some patients took more than 1 short-acting antipsychotic 
injection on the same day, †: One patient took 2 mood-stabi-
lizers concurr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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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QTc간격의 5.5%를 설명하였으며[F (6,414)=5.76, p＜ 

0.001] 성별(β=0.15, p=0.003)과 항정신병약물 단기작용주

사제 투여 여부(β=0.20, p＜0.001)의 영향이 유의하였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조현병 환자

의 의무기록을 전수조사하여 QTc간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QTc간격에 영향

을 준 변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항정신병약물 단기작용주

사제의 사용여부였다. 항정신병약물 단기작용주사제를 사

용한 경우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QTc 간격이 길어

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조현병 환자에서 할로페리돌 단

기작용주사제를 사용한 경우 QTc간격이 유의미하게 연장

되었다는 이전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11) 항정신병약물 

단기작용주사제 사용이 QTc간격에 영향을 준 이유는 주사

제를 사용하는 경우 체내에서 항정신병약물이 빠른 시간 내

에 최고혈중농도에 도달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전 연구

들을 통해 보면 항정신병약물의 혈중농도가 증가할수록 

QTc간격이 연장되기 때문에12,13) 경구제재보다 더 빨리 최

고혈중농도에 도달할 수 있는 항정신병약물 단기작용주사

제가 QTc간격에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항

정신병약물 단기작용주사제와 QTc간격의 유의미한 관련성

은 조현병 환자에서 항정신병약물 단기작용주사제를 사용

할 경우 QTc간격연장 등 심혈관계 부작용에 더 주의를 기

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물론 응급상황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항정신병약물 단기작용주사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QTc간격이 연장된다고 하여 꼭 임상적으로 의미있

는 부작용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항정신

병약물 단기작용주사제 사용을 지양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저칼륨혈증이나 저마그네슘혈증과 같이 다

형성 심실빈맥(torsade de pointes)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군의 경우에는 항정신병약물 단기작용주사제를 주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14) 

본 연구결과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항정신병약물의 용량

과 약물의 숫자는 QTc간격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는 것

이다. 항정신병약물의 용량과 QTc간격과의 관계는 유의미

하게 나온 연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연구도 있었다.1) 항정

신병약물은 개별 약물에 따라 어떤 약물은 QTc간격에 큰 

영향을 주고 어떤 약물은 QTc 간격에 영향이 많지 않은 것

으로 알려져 있는데4,15) 이러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

문에 항정신병약물의 용량이 QTc간격연장에 영향을 주지 

Table 3.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ssociated with QTc interval

B SE Beta t p-value R2 adj R2 △R2 F
Model 1

(Constant) 411.100 6.333 64.918 ＜0.001 0.025 0.020 0.025 5.353
Age 8.226 2.767 0.144 2.973    0.003
Gender -0.175 0.107 -0.079 -1.635    0.103

Model 2
(Constant) 427.699 12.127 35.268 ＜0.001 0.051 0.039 0.026 3.780
Age 6.178 3.378 0.108 1.829    0.068
Gender -0.153 0.111 -0.070 -1.379    0.169
AST 0.069 0.025 0.133 2.729    0.007
T3 -5.189 8.552 -0.036 -0.607    0.544
Creatinine -0.119 0.051 -0.115 -2.328    0.020

Model 3
(Constant) 423.808 11.982 35.369 ＜0.001 0.092 0.074 0.041 6.178
Age 6.109 3.324 0.107 1.838    0.067
Gender -0.107 0.110 -0.049 -0.976    0.329
AST 0.069 0.025 0.133 2.760    0.006
T3 -5.204 8.441 -0.036 -0.616    0.538
Creatinine -0.132 0.050 -0.128 -2.624    0.009
AP Dose 0.003 0.004 0.057 0.817    0.414
AP No. -1.335 2.752 -0.035 -0.485    0.628
AP Inj. 12.811 3.367 0.198 3.805 ＜0.001

SE : Standard Error, adj R2 : adjusted R2, AP Dose : Dose of Antipsychotics, AP No. : Number of Antipsychotics, AP Inj. : Short-act-
ing Antipsychotics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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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정신병약물의 다중

약물요법도 QTc간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밝혀졌다. 이는 본 연구에 포함된 환자들 중에 다중약물

요법이 시행된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

만 이전 연구에서도 다중약물요법과 QTc간격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를 보고한 경우도 있으며 아직

은 관련 연구가 많지 않아 결론을 확실히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5)

실험실 검사 결과 중 AST와 creatinine값이 QTc간격연

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간과 신장기능의 이상

이 QTc간격연장의 위험요인인 것은 예전부터 알려져 온 사

실이다.16) 그런데 본 연구결과에서 특이할 점은creatinine이 

높을수록 QTc 간격이 짧아진 것으로 이는 신장기능에 이상

이 있을수록 QTc간격이 짧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QTc간

격이 정상보다 짧은 경우에도 부정맥과 돌연사의 위험성이 

증가된다는 연구17)가 있으므로 향후 신장기능이 안 좋은 조

현병 환자 치료에 있어서 QTc간격이 짧아지고 이로 인한 

부정맥의 가능성이 증가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

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기존의 신장기능에 이상이 있을 경

우 QTc간격이 연장된다는 연구결과와 상반된다.16) 기존의 

연구들이 정신과적 질병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반

면에 본 연구는 조현병 환자라는 특수한 집단을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다. 

이번 연구는 의미있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점

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항정신병약물과 기분조절제 이외의 

동반약물 투약내역과 혈중 마그네슘 수치 등 QTc간격에 영

향을 주는 변수가 다 수집되지 못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의 

설명력이 낮은 것도 이 때문으로 생각되며 추후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변수들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환자들

의 심전도 검사 당일 항정신병약물 투약 정보는 확보되었으

나 심전도 검사일 이전에 복용한 항정신병약물의 종류, 복용

기간 및 유병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였다. 셋

째, 환자들이 복용한 항정신병약물의 용량이 일반적인 경우

보다 낮았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통상적인 치료상황에 적

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넷째, 단면적 연구로 

인과관계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현병 환자에서 항정신병약

물 단기작용주사제를 사용한 경우 QTc 간격연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현병 환자의 치

료 시 항정신병약물 단기작용주사제 사용에 보다 주의를 기

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조현병의 유병기간

처럼 QTc간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변수를 수집하여

야 항정신병약물의 사용이 조현병 환자들의 QTc간격에 미

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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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연구목적

항정신병약물로 인한 QTc간격연장은 심각한 심실성 부정맥을 초래할 가능성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작용

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서 항정신병약물에 의한 QTc간격연장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는 조

현병 환자에서 QTc간격연장에 영향을 주는 인구학적 및 임상적 변수를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일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던 441명 조현병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여 QTc간격과 인구학

적 및 임상적 변수들을 파악하였다. QTc간격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QTc간격을 종속변수로 하

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결  과

평균 QTc간격은 417.2±28.4 ms였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항정신병약물 단기작용주사제의 사용이 

QTc간격연장의 가장 강한 예측인자였다.

결  론

본 연구는 조현병 환자에서 항정신병약물 단기작용주사제 사용이 QTc간격연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조

현병 환자의 치료 시 항정신병약물 단기작용주사제 사용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중심 단어：QTc간격연장·항정신병약물·단기작용주사제·조현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