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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resistant schizophrenia (TRS) has been defined as the persistence of positive symptoms despite two or more trials of
antipsychotic medication of adequate dose and duration. TRS is a serious clinical problem and occurs in approximately 30% of
patients with schizophrenia. It is important that patients who do not adequately respond to antipsychotics be reevaluated to exclude or address causes other than non-responsiveness to medication, that is, the possibility of pseudo-resistance. In particular,
non-adherence to oral antipsychotic treatment should be monitored to rule out pseudo-resistant cases of TRS. Moreover, patients
with TRS who take their medication as required may have subtherapeutic antipsychotic plasma levels, secondary to pharmacokinetic factors. In this paper, we review the concept and exclusion of pseudo-resistance, especially owing to non-adherence or pharmacokinetic factors, and present methods to enhance drug adherence. (Korean J Schizophr Res 2020;23: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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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는 등 TRS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론

사실 조현병은 이질적인 증상군에 하나이며 이 또한 다양
치료 저항성 조현병(treatment-resistant schizophrenia,

한 시간적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TRS 진단을 내리는 것도 쉽

TRS)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충분한 기간

지 않을뿐더러 기준을 만드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음은 예상할

동안 적절한 용량의 항정신병약물을 두 가지 이상 시도하였음

수 있다.4)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TRS 기준을 충

에도 양성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로 정의되어 왔다.1) 비정형항

족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그렇지 않은 위저항성(pseudo-

정신병약물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조현병 환자의 25~33% 정

resistance) 사례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임상적으로 볼

2)

도가 TRS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TRS는 환자에

때, TRS 진단은 TRS 진단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만큼이나 위

게 지속적인 증상으로 인해 고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

저항성과 관련된 요인들, 즉 임상적인 반응을 저해할 수 있는

자에게는 지속적인 부담을 초래하며 임상의에게도 치료에 대

많은 혼재된 요인들을 배제하는 것도 중요하다.3) 따라서 본 논

한 허무감, 비관주의, 지적 관심의 소실 등 부정적인 문제를 유

문에서는 조현병 치료에 있어 치료 위저항성의 개념과 관련된

3)

발하게 된다. 이런 문제들이 임상적으로 심각함에도 불구하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치료 비순응 및 약동학적 요

고 “TRS=만성 조현병”이라는 등식 하에 임상의의 관심에서

인(예, 투약은 적절히 하였으나 약물 농도가 부족한 경우)을

벗어나 있다가 최근에서야 TRS에 대한 합의 진단이 제시되

살펴보고 임상현장에서 투약 순응도를 평가하는 방법과 순응
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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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저항성 대 위저항성 조현병
TRS에 대한 정의도 쉽지 않으나 위저항성과 관련하여서는
워낙 많은 인자가 관여하고 있어 이를 정의하는 것은 훨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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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 최근 Potkin 등5)은 TRS의 원인이 약역학적(pharmaco-

관찰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였는데, 1년간 추적에서 36%였

dynamics) 요인인 반면 위저항성의 원인은 임상적 또는 약동

던 비순응 비율이 4년간 추적을 하였더니 61%의 환자가 어떤

학적(pharmacokinetic) 요인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TRS

한 시점에 비순응을 보였다고 한다.13) 또한 환자, 보호자, 의료

는 기본적으로 적절한 용량과 충분한 기간의 항정신병 치료를

진이 각각 평가하는 환자의 투약 순응도에도 차이가 있는데,

전제로 하며, 조기발병과 긴 이환기간과 관련되어 있으며, 치

대개 의료진은 자신의 환자들이 투약을 잘 하고 있다고 과잉

료 반응군과는 다른 생물학적 특징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한

추정하는 경향을 보였다.14) 한 가지 주지할 점은 투약 순응도

편, 위저항성은 부정확한 진단, 불충분한 용량 혹은 기간의 항

에 대한 평가가 평가자에 따라 다르듯, 투약 비순응과 관련된

정신병약물 치료, 부족한 치료순응 또는 투약 순응도, 치료반

기존 자료들의 대부분은 주관적인 환자의 보고나 임상의의 평

응을 가리는 부작용 또는 동반된 내과적 질환, 정신병을 유발

가에 의존하고 있어 비순응의 정도를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하는 물질의 사용(이상 임상적 요인), 불충분한 항정신병 약

있는 방법의 개발이 여전히 필요하다.9)

물의 혈중 농도(약동학적 요인) 등과 관계되어 있다(표 1).

한편, 낮은 투약 순응도는 치료 위저항성의 요인 중 하나에

위저항성 개념은 TRS에 대조되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TRS

그치지 않고 TRS와도 관련되어 있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진단을 위해 배제되어야 할 요소, 즉 전제 조건으로서의 의미

만든다.15) 즉 치료 비순응으로 인해 치료되지 않은 채로 증상

가 있다. 따라서 위저항성의 감별은 치료저항성 조현병의 치

의 지속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 치료에 저항을 보일 가능성 또

료 알고리듬에서 중요한 결정점(decision point)의 하나로 자

한 높아진다는 것이다. 치료 비순응 자체가 TRS의 예측 인자

리잡고 있다.6,7) TRS로 의심되는 환자에서 위저항성 사례를

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치료 비순응 예측 인자와 TRS 예측 인

감별해 내는 것은 그 자체로 임상적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

자가 공통되는 부분이 많은데, 남자, 조기 발병, 좋지 못한 병

며, 이는 TRS를 정의하고 임상적 특성을 규정하고 치료법을

전 기능, 물질사용장애 등이 그것이다.8,15) 이러한 자료에 근거

개발하는데 있어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해 보면, 임상의는 조현병 환자의 치료 비순응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TRS로 발전할 가능성 또한 염

위저항성의 치료 비순응 요인
TRS가 의심이 되는 경우 우선 확인해야 하는 것은 투약 순

두에 두고 그에 따른 치료법도 고민해야한다.

위저항성의 약동학적 요인

응도이다. 조현병에서 낮은 투약 순응도는 익히 잘 알려진 사
실이며, 조현병 환자들의 병식 부족 문제8)와 얽혀 임상의에게
9)

조현병 환자가 투약 순응도가 좋더라도 항정신병약물의 혈

는 큰 난제임에 틀림없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에서 시행된 대

중 농도가 치료 농도 이하로 측정되는 경우에 치료 위저항성

규모 자연적 연구인 Clinical Antipsychotic Trials of Inter-

환자로 분류될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치료 저항성 조현병

vention Effectiveness (CATIE) 1단계 연구(1,493명)에서 연

으로 분류된 환자의 35%에서 항정신병약물의 혈중 농도가 치

구시작 18개월 내에 74% 환자가 약물을 중단하거나 다른 약

료 농도 이하로 측정되었고, 이러한 환자들은 적절한 약물 농

10)

제로 변경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 이유로 효과 부족(25%),

도를 유지한 환자들에 비해 입원률이 80% 정도 높았다.16) 따

부작용(15%)에 비해 환자측 결정이 60%로 가장 높았는데, 이

라서 TRS 환자로 분류하기에 앞서 항정신병약물의 혈중 농도

는 조현병 환자 약물치료에 있어 치료 비순응의 심각성을 보

에 대해서 고려해 보는 것이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여주는 당시로서는 놀라운 결과였다. 통상적으로 중증정신질

다. 특히 약물의 효능이 낮거나 낮은 용량에서도 심각한 부작

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서 보이는 투약 비순응 정도는 40~

용을 보일 때 항정신병약물의 혈중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유

50%로 추정되고 있다.11,12) 뿐만 아니라 투약 비순응 비율은

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환자의 거부와 비용 등

Table 1. Possible factors of pseudo-resistance in the treatment of
schizophrenia
Incorrect diagnosis
Inadequate dose or duration of antipsychotic treatment
Insufficient antipsychotic plasma levels
Non-adherence to treatment
Adverse events or comorbid conditions masking response
Substance use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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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로 혈중 약물 농도를 측정하는 경우는 드물며, 약물농
도와 항정신병 반응 간의 명확한 관계를 보인다는 믿을만한
증거도 아직은 부족하다. 항정신병약물 중에는 거의 유일하게
clozapine만이 치료 약물 모니터링을 위한 혈중 약물 농도의
측정에 대한 근거가 있다.17)
또한 항정신병약물의 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인자들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인자에는 흡연, 병용
Korean J Schizophr Res 2020;23:51-57

김혜림 등

약물과의 상호작용, 사이토크롬 P450 (CYP) 효소계 유전자다

로 나눌 수 있다(표 2). 주관적인 평가 방법은 쉽게 사용 가능

형성 등이 있다. 담배를 통해 흡입되는 polycyclic hydrocar-

한 반면 타당성이 낮고 약물 비순응을 과소평가할 수 있는데,

bons은 CYP1A2 촉진제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대사되는 olan-

치료 효과와 부작용에 기반한 임상의의 평가, 환자나 다른 보

18)

zapine과 clozapine의 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경우

호자의 보고, 투약 일지, 투약 순응도에 대한 Drug Attitude

50% 정도의 용량 증가가 필요하다. 약물상호작용에 있어 car-

Inventory나24,25) Medication Adherence Rating Scale과26,27)

bamazepine은 CYP1A2/3 촉진제로 간으로 대사되는 거의

같은 평가 척도의 사용 등이 있다. 객관적인 평가 방법은 조금

모든 항정신병약물의 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신장으로 배설

더 정확하게 평가 할 수 있으며, 방법에는 투약 캡을 열 때마

되는 amisulpride와 간 대사를 우회하는 paliperidone은 제

다 시간이 기록되는 Medication Event Monitoring System

19,20)

외).

반대로 fluoxetine, paroxetine, bupropion 등 항우울

(MEMS)를 이용한 전자 모니터링, 혈중 약물 농도나 생물학

제는 CYP2D6 억제제로 aripiprazole과 risperidone의 농도

적 표지자의 측정, 약물소지비율(medication possession ra-

19,20)

를 높이게 되므로 이들 약제는 용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

tio) 평가, 삼킬 수 있는 디지털 센서(electronic ingestible event

반대로 이들 항우울제를 중단할 경우 항정신병약물의 농도가

marker)를 이용한 평가 등이 있으나 실제 임상 상황에서는 적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정신병적 증상의 악화에 주의하여야 한

용하기 어려운 방법들이다. 연구에서 어떤 평가 방법을 사용하

다. 물론 이런 현상을 TRS로 오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CYP2D6의 유전자다형성은 약물의 약동학적 측면에
중요한 요인으로 인구의 1~5%에서는 ultra-rapid metabo-

느냐에 따라서 조현병 환자의 약물 비순응의 유병률은 0%에
서 49.5%로 나타날 수 있다.11,14) 각 평가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
으며, 표준화된 평가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lizer로 높은 대사기능을 보이는 반면, 0~10%에서는 poor metabolizer로 낮은 대사기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23)

투약 순응도를 증가시키는 방법

특히나 ultra-rapid metabolizer인 환자에서는 항정신병약물
이 빠르게 대사되어 약물의 복용량과 투여 기간이 적절하고

실제 임상 상황에서 약물 순응도 평가를 하기 위한 가장 첫

순응도가 좋더라도 혈중 약물 농도가 치료 농도 이하로 낮아

번째 단계는 환자와 약물 투약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치료 반응이 저하될 수 있다.21-23) 따라서 실제 임상에서 치료

충분히 갖는 것이다. 장기간 투약을 하다 보면 투약 순응도가

반응이 없는 조현병 환자에게 용량을 증량하거나 투약을 변

떨어지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받아주면서 처방 받은 모

경하기 전에 혈중 약물 농도가 떨어져 있을 가능성에 대해 검

든 약을 복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지, 약을 복용하

토하여야 한다. 물론 가까운 장래에 다양한 항정신병약물의

지 않고 스스로 질병에 대처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는지에

혈중 농도 검사가 신빙성 있게 이루어진다면 위저항성 환자를

대해서 비판단적인 자세로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약

보다 정밀하게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과 관련된 여러가지 질문에서 투약 비순응이 드러나면 일주
일 동안 약을 복용하지 않은 일 수에 대한 자세한 질문을 통

투약 순응도를 평가하는 방법

해 정량화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즉, 투약 순응도 평가에
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환자가 약물을 복용하는 것에 대

치료 저항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자에 대해서 투
약 순응도를 정확하게 평가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투약 순응도

해서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허용적인 환경을 만들어주
는 것이다.

를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주관적인 방법과 객관적인 방법으
Table 2. Methods for evaluating medication adherence
Subjective ratings

Objective ratings

Patient self-report of medication adherence

Electronic medication monitoring system (e.g., MEMS)

Clinician’s assessment based on observation

Pill count

Diary of medication-taking record

Biological marker

Rating scales/questionnaires (e.g., DAI, MARS)

Observing intake of oral medication
Monitoring the medication possession ratio
Plasma drug levels
Electronic ingestible event marker

DAI: Drug Attitude Inventory, MARS: Medication Adherence Rating Scale, MEMS: Medication Event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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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전략

으로 진행될 수 있다. 여러 선행 연구들을 통해 정신건강 교

환자의 투약 결정 과정에 환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투약 순
28,29)

응도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

임상의는 환자의 말을 경청하

육은 환자의 지식 수준 향상, 증상 완화, 재발률 감소, 삶의
질 향상 등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혀진 바 있다.36,37)

고 질병 및 약물에 대한 환자의 관점을 이해해야 하며 치료에
대한 선호도가 사실에 근거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가능하

행동 중재(Behavioral interventions)

다면 환자가 약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좋으

행동 중재는 학습이론을 근거로 하여 부적응적 행동을 소

며, 또한 환자가 동의한다면 투약 결정 과정에 환자의 주 보호

거하거나 적응 행동의 증가와 형성을 목표로 하는 치료이며,

자를 참여시키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Clozapine 이외의

치료 전략으로는 기술 훈련, 행동 시연, 행동 모델링, 강화 등

항정신병 약물의 효능에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부작용은 현

이 있다. 이전의 많은 연구들에서 행동 중재가 투약 순응도를

저하게 다를 수 있으므로 약물의 선택은 종종 약물의 부작용

개선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38-40) 환자의 습관과 일

과 제형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9)

과에 맞춰 약물 복용 시간을 특정 규칙적인 행동과 결합하는

또다른 전략으로는 약물 복용 방법을 단순화하여 투약 순
30)

행동 중재 요법을 시행하여 투약 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 한

응도를 높이는 것이다. 또한 건망증으로 인해 투약을 제대로

연구에 따르면, 환자로 하여금 식사시간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요일별 약통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늘 하는 행동과 연결하여 투약 시간을 기억하는 단서를 개발

될 수 있다.

하도록 하고, MEMS를 사용하여 다음 투약 시간을 확인하기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환자에게 부작용에 대해 알려

위해 캡에 표시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행

주는 것도 중요하다. 약물의 용량을 점진적으로 증량하거나

동 중재 프로그램 을 시행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을 시행한 군

부작용 및 해결방법에 대해서 환자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부

에서 유의하게 약물 순응도의 개선을 보였다.41) 조현병 환자에

작용으로 인해 투약 비순응이 발생 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

서 항정신병 약물의 이점에 관한 정보, 올바른 자가 투약, 약

다. 치료 중에 나타나는 부작용을 해결하는 것은 외래에서 부

물 효과의 평가와 부작용 확인에 초점을 맞춘 행동 중재는 약

작용을 얼마나 잘 발견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환자가 임

물 순응도를 향상시킨다.42)

상의와 좋은 치료 동맹을 맺고 있다면, 환자는 부작용에 대해
서 스스로 잘 이야기 할 것이다. 외래에서 간단한 체크리스트

동기 강화 면담(Motivational interviewing)

를 사용하는 것도 부작용을 감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

동기 강화 면담은 환자가 양가감정을 탐색하고 해결할 수 있

31)

도록 도와줌으로써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환자 중심의 면담

Liv-

으로 정의된다. 주요 면담 기술에는 반영적 경청, 요약, 유발

는데, Abnormal Involuntary Movement Scale (AIMS),
32)

Glasgow Antipsychotics Side Effect Scale (GASS),

erpool University Neuroleptic Side Effect Rating Scale

질문, 양가감정 탐색, 행동과 목표 사이의 불일치감 만들기 등

(LUNSERS),33,34) 등이 있다. 약물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이 있다. Kempt 등43)에 의해 개발된 순응치료(compliance

방법에는 몇가지가 있는데, 약물 복용 시간을 변경하거나 용

therapy)는 동기 강화 면담과 인지적 접근에 기반한 중재 치

량을 감량하거나 부작용 예방 약을 처방 하거나 항정신병약

료로 4~6회기의 순응치료를 시행한 집단이 지지적 면담만 시

물을 교체하는 것이다.

행한 집단에 비해 치료 직후와 18개월 후에 투약 순응도가

환자가 약물을 복용할 때 투약 여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향상되었다. 따라서 동기 강화 면담에 기반한 순응 치료는 환

하는 것도 약물 순응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구강붕해정

자들로 하여금 투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시키고 치료에

이나 물약 형태의 약물로 처방하는 것이 관리에 더 용이할 수

대한 변화를 이끌어 내여 투약 순응도를 높여줄 수 있는 효

있다.

과적인 중재가 될 수 있다.

정신사회적 중재(Psychosocial interventions)

인지적 접근(Cognitive approaches)
인지적 접근은 신경인지재활과 전통적 인지 수정 모델을

정신건강교육(Psychoeducation)

포함한 중재 치료이다. 그 중 대표적인 인지적응훈련(Cogni-

정신건강교육은 질병 및 치료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이
35)

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재 치료이다.

tive Adaptation Training)은 조현병 환자의 실행기능(exec-

교육은 개인, 단체 또

utive function)의 장애가 일상적인 작업 수행으로 이어진다는

는 가족 치료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단회부터 20회 이상

원칙에 기반하여 일련의 보상 전략을 사용하여 진행되는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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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등

방법으로 인지기능 저하를 보이는 조현병 환자의 사회 적응을

환자는 임상의에게는 여전히 난제이다. 이질적인 증상 집단인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약물 순응도 또한 높여주었다.44,45)

조현병 환자에서 치료 저항성 조현병에 대한 진단기준을 정의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마련된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것

항정신병약물 장기지속형 주사제

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환자군을 배제하는 것도

항정신병약물 장기지속형 주사제(long-acting injections,

임상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소위 치료 저항성 조현

LAI)는 투약 순응도를 높이고 재발 위험을 줄임에 있어 중요

병으로 오인하게 하는 위저항성 요인들은 임상의가 노력하면

한 전략이다. 초발 조현병환자 86명을 1년간 연구한 결과, 경

교정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그만큼 임상적인 의의가 있다. 본

구 항정신병약물을 투여한 군은 33%의 재발율을 보인 반면,

고찰에서는 특히 치료 비순응의 문제, 그리고 충분한 투약이

46)

LAI를 투여한 군은 5%의 재발율을 보였다.

또 다른 연구

이루어졌음에도 약동학적인 문제로 치료용량에 미치지 않아

에서도 LAI군의 재발 위험율이 경구제 투여군에 비해 30% 정

효과가 부족한 경우에 대해 조명하였다. 아울러 투약 순응도

47)

도 낮았다. 또한 한 역학 연구에 따르면 LAI는 매일 복용하

를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개선이 여전히 필요하며, 투약

는 경구 약에 비해 입원 및 사망률을 줄이는 데에 20~30% 더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치료 저항

큰 효능이 있으며, 이는 대부분 투약 순응도가 높았기 때문이

성 조현병을 분별하고 연구와 치료를 지속한다면 조현병 치료

48)

었다.

에 있어서의 난제가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

서비스 중재 및 재정적 혜택(Service interventions/
Financial incentives)
일반적으로 환자에게 외래 대기시간을 줄여주고, 응급진료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 의료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
도록 제공한다면 투약 순응도가 향상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

중심 단어: 순응도·약동학·조현병·치료 저항성·치료 위저

항성.
ORCID iDs
Hyerim Kim
Seung Jae Lee

으로 항정신병약물의 수가는 투약 순응도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49) 약물 복용에 대한 재정적 혜택을 주는 것은 논란의 여
지가 있고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지만 행동 치료로 하나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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