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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서론 : 서울 일 지역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조현병 환자의 경과를 전향

적으로 관찰하여, 사례관리가 연간입원일수와 정신병리 등 임상경과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지 평가함을 목표로 한다. 

방법: 2년간 지역 정신 보건센터의 등록된 환자 중 조현병으로 진단된 

환자 89명을 추적 관찰 했다. 대상자 중 52명은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

하여 연구군(사례관리군)으로 하였으며, 37명은 사례관리를 거부하였으나, 

연구를 위한 추적 조사에는 동의하여 대조군으로 하였다. 양 군 모두 12

개월 주기로 추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시작 시점에서 사례관리군과 

대조군 사이의 인구학적, 임상적 변인의 차이는 없었다. 

결과 : 관찰 1년차의 경우 사례관리군과 대조군 사이에 연간 평균 입원 

주수 변화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관찰 2년차에는 사

례관리군에서 유의한 연간 평균 입원 주수의 감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사례관리군은 3.56주 감소, 대조군은 3.92주 증가). 또한 소폭이나 통계

적으로는 유의한 정신병리 증상(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과 기능상

태 (Global Assessment of function 으로 측정)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직업적 기능, 삶의 질 등 다른 변인의 차이는 발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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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결론 : 지역 정신보건서비스를 통한 입원 감소와 증상 호전을 위해서는 

최소 2년의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입원 감소는 입원회수의 감소보다

는 장기입원의 억제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정신보건은 표준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좀 더 장기간의 추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요어: 사례관리, 지역 정신보건, 만성 조현병, 입원일수 

학번: 2008-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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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roduction: To observe a longitudinal course of patients with schizophrenia 

enrolled in a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CMHC) in Seoul, Korea, and to 

evaluate a clinical efficacy of case management service offered for them. 

Methods: Patients was enrolled from a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in 

Seoul.  Eighty-nine new patients enrolled in a CMHC with a DSM-IV-TR 

diagnosis of schizophrenia and qualified as study participants. Fifty-two 

patients of these patients opted to engage in case-management services and 

included in study group. The other thirty-seven patients declined to engage 

but agreed to participate in research based follow-ups and included in 

control group. Both groups were regularly evaluated by this author for more 

than twenty four months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mographic and clinical profile between study and control group. 

Results: For the first year of observation, the yearly durations of admission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case-managed group and the 

control group (-1.93 weeks vs -0.81 weeks), but durations of admission of 

case-managed group became significantly shorter for the second year. (-

3.56 weeks vs +3.92 weeks) We also found very small improvements of 

BPRS and GAF scores at second yearly follow-up. There were no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in changes of other effectiveness indicators, 

including occupational functioning, quality of life, and familial burden of care. 

Conclusions: At  least two years of case management was need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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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e the durations of admission as well as to improve psychopathology and 

functioning of patients. Shortening of admission days seems accomplished by 

prevention of long-term admission. The community service in Korea is 

standardized by the national health ministry, so there is possibility that this 

finding would be replicated in further Korean studies. Still, longer follow-up 

studies are needed for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Korean community service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words: Case management, community mental health, schizophrenia, 

days stay in the hospital 

Student number: 2008-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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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정신질환의 치료에 대한 개념은 병원을 기반으로 하는 입원 치료 중심에서 벗

어나 점차 지역사회 기반의 예방, 치료와 재활을 통한 사회적 기능의 회복 개념

으로 전환되어 왔다 (1-3).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정신보건법의 제정으로 정신

질환자의 재활과 사회통합에 대한 욕구가 정책에 반영되어, 1994년 경기도 연천

군과 서울 서대문구에서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4), 서울과 경기도의 16개 지역

에서 모델형 정신보건센터 사업이 시작되었다 (5). 그 후 급속도로 사업이 확장

되어 2009년 서울의 모든 자치구에 “정신보건센터” 혹은 “정신건강증진센터”라

는 이름으로 표준형 정신보건센터가 설립되었으며,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을 통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2012년 

현재 158 개 정신보건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6).  

정신보건센터에서 만성 정신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에는 사례관리 

서비스와 재활 프로그램이 있다 (7). 사례관리 서비스는 전담 사례관리자가 환자

를 직접 방문, 상담, 투약관리, 생활 관리 및 사회적응 훈련을 직접 제공할 뿐 아

니라, 필요에 따라 외래와 입원, 재활, 취업훈련, 행정지원, 경제적 후원 등을 포

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 해 주는 (1), 정신보건센터의 가장 핵심적인 중재 방

법이다. 재활 프로그램에는 센터 내에서 제공하는 정신사회재활 (psychosocial 

rehabilitation) 서비스인 주간 재활서비스와 정신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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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복귀 프로그램과 직업 재활 프로그램 등이 있다. 90년대의 정신보건사업 초

기에는 지역 내 설치되어 있는 정신보건시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간재활

과 직업재활 등 재활 프로그램의 운영이 주된 기능 중 하나였으나, 사회복귀시설

의 증가에 따라 정신보건센터의 정신보건 서비스의 중심은 사례관리 기능으로 옮

겨가고 있다. 그러므로 사례관리가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평가하는 것은 향후 정

신보건센터 사업의 진행방향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국내 정신 보건 사업

은 현재 15년 가까이 진행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충분히 산출해 내지 못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 관련 연

구가 절실한 실정이기도 하다.  

정신보건프로그램은 1960년대 미국에서 구조적 모순이 한계에 이른 대형 만성

병원을 해체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8). 대형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적절한 진료와 재활 시설

이 설치되어야 하기에 지역에 정신보건센터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라는 이름의 시설을 만들고, 복귀한 환자의 외래 진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

기 시작했다. 하지만 환자들이 스스로 정신건강의학 치료를 찾지도 않을 뿐 아니

라, 이들이 지역에서 지내기 위해서는 치료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도움이 필요하

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치료 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동시에 다양한 수준의 서

비스와 프로그램을 중개하는 사례관리 서비스가 도입되었다. 초기의 사례 관리 

모델은 서비스의 연결에 초점을 둔 ‘브로커 형’ 관리였다 (9). 환자의 증상과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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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평가, 서비스 연결, 모니터링, 옹호활동에 중점을 두고, 병원, 재활시설, 행

정시설, 복지시설 등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환자의 필요에 따라 연결해 

주는 것이 이 모델의 목표였다. 그러나 정신질환자들에게 치료와 더불어 이런 서

비스를 연결해 주는 것 자체에 정신치료 및 행동 치료적인 임상 기술이 필요 하

다는 사실이 명백해 지면서, 사례관리자가 서비스 연결 역할 뿐 아니라 일정부분 

직접 서비스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모델의 일부로 통합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현대적 지역사회 팀의 사례관리자들은 서비스 연결에 더해 지지적 정신치료, 인

지치료, 행동치료, 기술훈련, 가족치료 등 다양한 직접 치료를 현장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런 사례관리의 형태를 ‘임상적 사례관리 Clinical Case Management” 라

고 한다 (10), 현재 국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사례관리는 이 임상적 사례관리 모

델에 기반을 두고 변형된 형태이다. 임상적 사례관리, 브로커형 사례관리의 두 가

지 서비스 모델을 ‘고전적 사례관리’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런 모델의 경우 1

인의 사례관리자가 30~50명의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저강도 사

례관리로 생각할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고전적 사례관리는 미국에

서는 주로 80년대 초까지 주를 이루던 서비스의 형태이다. 저강도 사례관리 효과

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1). 213명의 사례관리군과 204명의 

관찰군으로 구성된 상대적으로 많은 대상자를 1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사례관리

군이 병원 입원 기간이 짧다는 보고가 이루어 진 적이 있다.  하지만 연구 탈락

율이 1년간 36%에 달하며 대상의 35% 이상이 비정신증 진단을 가지고 있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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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제한점이 많아 일반화 하기 어려운 경우였다 (12).  다른 여러 연구에서

는 저강도 사례관리 모델은 사회적 기능, 삶의 질, 정신 병리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리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으며, 연구에 따라서는 오히려 입원 회수를 늘린다

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13-17). 현장에서도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한된 

자원에서 많은 수의 환자를 다루어야 하는 상황에서 경험적인 한계를 느껴 새로

운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기존 사례관리 모델이 관리자 1인이 50명 이상을 관리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서비스 강도와 제공자의 책임성 부족이 효과 부족의 원인

일 것으로 가정되어, 관리자 1인이 10명 이내의 환자를 관리하고, 고빈도, 고강

도의 중재를 제공하는 형태의 “집중적 사례관리”가 198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 

실험되기 시작한다 (18). ACT (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PACT 

(Program of 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ICM (Intensive Case 

Management) 등으로 불리는 “고강도 사례관리”는 다학제팀이 환자의 심리-사

회-생물학적 영역 모두에 대한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직접 제공하는 것이 특

징이다. 개별적인 욕구에 바탕한 계획을 세우고, 환자가 찾아오는 것 보다 환자를 

찾아 가는 아웃리치를 강조하며, 환자를 거의 매일 접촉하는 적극적인 관리체계

이다. 1990년대 이후 널리 보급되면서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고강도 사례관리 방식이 저강도 사례관리 방식에 비해 입원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16, 17, 19-27). 

하지만 사회적응, 삶의 질, 정신병리 등 측면에서는 고강도인 집중 사례관리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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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인 고전적 사례관리간의 차이에 대해 많은 상반되는 보고가 이루어 지고 있

다.  

국내의 사례관리는 서비스 연결에 중점을 두며 일부 직접 임상적 서비스를 제

공하여 전반적으로는 임상적 사례관리 모델에 가까운 고전적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환자의 생활 현장에서 환자를 만나며, 환자의 욕구를 계획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이루어 지는 등 집중관리 프로그램의 일부 요소 (11) 를 포함해 변형된 

형태이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전통적 사례관리와 집중적 사례관리 관련 연구 어느 

쪽의 결과도 직접 적용해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 형태의 사례 관리에 대한 

효과 평가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많지는 않으나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정신 보건 서비스 전반에 대해 긍정적

인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병원 중심의 정신재활치료를 약물치료와 병행할 경우 약

물치료만 시행할 때에 비해 재발율, 입원횟수, 입원일수, 직접 치료비용이 감소했

음이 보고된 적이 있다 (28). 지역 중심의 정신 보건 서비스에서도 긍정적인 효

과가 보고되고 있다. 국내 정신보건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초기에 설립된 16

개소의 모델형 정신보건센터의 등록 자료를 통한 사전-사후 결과 분석이 2002년에 

보고되었다. 정신보건서비스 이용자의 정신병리 증상이 감소하고, 기능수준이 호전되

었으며, 입원 기간이 감소하고 전체적 비용이 감소했다. 특히 첫 등록 후 36개월 시

점에서 평가했을 때, 6개월, 12개월, 24개월 시점보다 호전되어, 정신보건서비스

가 지속적인 효과를 보임을 보고했다 (29). 같은 시기에 수행된 수원에서의 46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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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5년 경과를 분석한 후향적 사전-사후 연구에서 가정방문, 주간재활, 보호작업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대상자들은 정신과적 증상 정도가 감소하고, 일상생활기능 

수준이 호전되고, 평균 입원기간이 15.2개월에서 5.9개월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30).  비슷한 시기에 삶의 질, 가족 부담감 측면에서도 1년 정도의 정신보건센터 서

비스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보고가 있었다 (31, 32). 

앞서 요약한 연구들은 전체 정신보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였으며, 개별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각의 정신보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도 제한적이나마 이루어졌다. 주간재활 서비스의 결

과 개인위생, 안전, 사회활동 등의 자기돌봄활동의 정도가 상승하고 (33), 직업재

활 서비스의 결과 구직활동의 적극성 정도가 증가하고, 문제해결기술이 향상되고 

(34), 대인관계적응이 높아지고,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증가하는 (35) 것으

로 나타났다. 2004년 전국 16개소 모델형 정신보건센터에서의 직업재활과 주간재활

의 효과성 분석이 시행되었고, 여기서 역시 환자의 정신증상이 감소하고 일반기능이 

호전되었음이 보고되었다 (36). 정신재활프로그램 전체의 효과를 뭉쳐서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상자에 따라 받는 중재(intervention)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연구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7, 32, 36). 특히 사례관리에 대해서는 한 연구에서 

서비스 등록과 사례관리 6개월 후, 정신병리 증상이 감소하고, 기능수준이 상승

하고, 입원 횟수가 감소함을 보고 한 적이 있을 뿐 (37) 사례관리 자체의 효과성

에 대한 연구는 드문 실정으로 사례관리가 지역사회 정신보건 중재의 핵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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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임을 고려할 때 아쉬운 상황이다. 

 기존 연구들은 일부 방법상 제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후향적인 6

개월에서 1년 사이 단기적인 평가이다 (32-34, 36, 37). 1년을 추적한 전향적 연구가 

한 번 있었으나 대조군과 비교가 없는 사전-사후 연구였으며, 사례관리가 아닌 정신

보건서비스 전체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7). 그러므로 사례관리 효과에 대해 충분

한 기간을 전향적으로 관찰한, 대조군을 동반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관

찰군과의 비교 없이 단순히 사전-사후 평가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며 (7, 30, 32, 

37), 등록자료와 행정 통계에 기반을 두고 있기도 하다 (29). 정신보건서비스의 효

과가 어떤 요인과 관련되는지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다. 여러 서비스 모델 간의 

효과를 비교해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모델을 찾아내기 위한 연구(37-39)가 있었

으며, 보다 잦은 빈도의 사례관리가 더 효과를 보였다는, 관리 빈도에 따른 효과 

차이에 대한 언급 (7)은 있었으나 관련요인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없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메타 분석에서는 국내 서비스와 유사한 저강도의 ‘고전적 사례

관리’는 의료기관과의 접촉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외에 재입원률, 사회적 기

능, 삶의 질, 정신 병리에서 관리 받은 군과 받지 않은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만들

지 못할 뿐 아니라 비용-효율의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11, 

40, 41), 고강도의 조직화된 사례관리 서비스에서만 재입원률 등 일부 결과에서 긍정

적인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41-43). 이를 고려하면 저강도 서비스에 들어가는 국내 

정신보건 사업 형태에서 긍정적인 결과는 방법상의 제한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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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보고자료를 이용해 추산할 경우 사례관리자 

1인이 평균 91명 (44)을 관리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외국의 고전적 사례관

리 모델에서 제시되는 사례관리자 1인당 적정 부담 30~50명을 월등히 뛰어넘는 

수준이어서 외국에서의 결과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좀 더 조직화된 연구가 필요

한 시점이다. 또한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국내 ‘기본형’ 정신 보건 센터들이 ‘모델형’

의 후신인 ‘표준형’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기관수와 등록 회원 수 모두 급속한 양적인 

팽창을 시작한 2006-2007년 (6) 이전에 수행된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2012년 현재

의 정신보건 현장을 대변한다고 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제 곧 정신보건법이 처음 발효된 지 15년이 된다. 그 동안의 정신 보건 사업

은 양적으로 큰 비약을 이루었다. 전국 거의 모든 기초 자치 단체에 정신보건센

터가 설치되었으며, 주거 시설과 복귀 시설의 설치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신보건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은 아직 담보되고 있지 못하다. 각종 재활 프로그

램의 접근성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며, 지역 복귀를 위한 시설 역시 크게 부족

하다. 무엇보다도 핵심 서비스인 사례 관리 강도에 문제가 있다. 등록 환자가 급

속히 늘어나고 사업 영역이 확장되면서 적절한 사례 관리 서비스 모델에 대한 모

색은 점차 요원해 지고 있다. 정신과 환자의 장기입원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

으며 (45) 이는 정신보건사업의 실패로 비추어질 수 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전국적인 서비스가 가동되는 시점에 도달한 지금 국내 현장에 적절한 비용 대 효

과를 보이는 사례 관리 모델을 찾는 것을 늦출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



 

9 

 

내에서 제공되는 사례 관리 서비스 모델의 효과, 혹은 효과 없음에 대한 근거를 

생산해야 한다. 이 연구는 이런 근거 중심의 사례 관리 서비스 구축의 첫 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지역사회 정신건강 센터에서 관리

하는 만성 정신질환자의 경과를 관찰하고, 제공되는 정신보건서비스, 그 중에서 

특히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서비스인 사례 관리의 장기적 효과를 평가하는 것

을 그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II.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만성 조현병 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받는 사례관리 서비스

가 연간 입원일수를 포함한 임상경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 밝히기 위해 

진행되었다. 저자가 직접 관여하는 정신보건센터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구성한 조현병 환자로 구성된 코흐트의 질병 경과를 전향적으로 추적 조사했다. 

이를 통해 조현병 환자가 지역 사회에 거주하면서 정신의학적 치료 외에 24개월 

이상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는 경우, 사례관리서비스를 받지 않고 기존 정신의학

적 치료 만을 받는 경우 (“treatment-as-usual”)에 비해 재입원률, 정신병리증상, 

전반적 기능의 정도에 임상적인 차이가 있을 것임을 입증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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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udy design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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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가. 연구 대상  

1) 연구 코흐트 구성 (Figure 1) 

2008.3.1 - 2009.8.31 사이에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의뢰된 회원 중 아

래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기준에 맞는 환자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로 

연구 코흐트를 구성하였다. 연구 동의 시 초기 평가를 수행하며, 10~14개월 사

이에 1차 추적 평가, 22~24개월 사이에 2차 추적 평가를 시행한다. 34~38 개월 

사이의 3차 추적 평가도 진행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2차 추적 평가의 결과

를 본 연구의 최종 결과로 삼았다.  

코호트 등록 시 기능에 대한 노화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65세 이하로 나이

를 한정했으며, 의학적 치료 없이는 재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구 등록 시점에

서 자의로 의학적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경우는 배제했다. 연구 대상에 포함되는 

진단은 조현병, 분열정동장애, 조현병형 장애로 한정하였으며, 이 진단은 정신과 

전문의 1인이 SCID 와 임상 면담을 통해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병원 치료가 유지되고 있으며 지난 5년 이상 진단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이 의무기록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진단을 인정했다. 

구체적인 연구 대상자격 (Cohort Inclusion criteria)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① 2008.3.1- 2009.8.31 사이 정신 보건센터에 의뢰된 회원으로 연구에 동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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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초기 조사에 참여한 사람으로, ② DSM-IV-TR 기준 Schizophrenia, 

Schizophreniform disorder, Schizoaffective disorder 진단을 가지고 있는 경우

로 한다. ③ 연구 등록 시 연령은 65세 이하로 한정하였으며, ④ 연구 등록 시 

항정신병약물 치료 유지 중이어야 한다. ⑤ 아래 연구 배제 조건에 명시되지 않

은 공존이환 정신질환은 연구 참여를 허용하였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는 경우 연구 참여가 불가능하였다 (Cohort exclusion 

criteria). ① 다른 신체 질환 등에 의한 명백한 기능 장애가 확인되는 경우, ② 

기질성 뇌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혹은 ③ 알코올 의존증 현재 이환 (과거 이환은 

배제하지 않음)은 연구 결과에 큰 복잡성을 줄 수 있어 배제하였다. 또한 윤리적

인 문제로 ④ 정신보건센터 의뢰 시 자의로 약물 치료 중단 중이거나 치료에 매

우 거부적인 상태는 연구에서 배제하였다. 

 

2) 사례관리군과 관찰군  

① 사례관리군 (치료군, Table 1)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인 사례 관리는 지역사회에 거주

하는 만성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사례 관리자 (Case manager)가 정기적으로 

직접 방문하여 증상과 치료 경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의료 자원이나 복지 자원을 

연결해 주고, 필요 시 직접적인 정신과적 중재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지역 정신

보건센터에서 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에 동의한 환자들을 본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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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군 (intention-to-treat group) 으로 삼으며 본 논문에서는 ‘사례관리군’ (치

료군)으로 칭한다. 사례관리군에 속하기 위해서는 대면관리, 자원 연결 서비스, 

행정지원 및 옹호 활동을 포함한 서비스를 명시한 수준 이상으로 제공 받아야 한

다. 대면 관리는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춘 정신보건전문요원 (간

호사 혹은 사회복지사)가 환자의 실제 거주하는 지역 환경에서 직접 만나 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경과 관찰, 약물 복용 관리 및 부작용 

확인, 지지적 면담, 기술훈련, 환자 및 가족 교육 및 치료 병원과의 치료 과정 커

뮤니케이션 등이 포함된다. 사례관리군에 대해서는 이런 대면 서비스가 최소 4주 

1회 이상의 빈도로 지속되어야 하며, 매회 환자와 시간이 45분 이상 제공되도록 

유지한다. 자원 연결 서비스는 환자가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정신과

적 치료 및 재활, 그리고 복지 서비스 등을 연결해 주는 활동이다. 여기에는 병-

의원 연결, 주거 시설 및 재활 시설 연결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행정 지원 

및 옹호 활동(advocacy)은 환자가 지역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각종 행정 지원을 

연결하며, 자신을 스스로 옹호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들을 대신하여 대변해 주는 

활동을 포함한다. 공적 부조 연결, 장애 등록 연결, 연합 사례 활동 등이 여기 포

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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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tails of case management service applied in this study 

Domain Details 

Format of  

Case management 

Client-to-staff ratio : 50~80 (median 63.3) 

Responsibility to community : Yes  

(No case load restriction) 

Multidisciplinary team approach : Yes 

Shared case-loading : partial  

(Principal case-manager with team support) 

Service coverage : Partial 24-hour  

(On-call nighttime emergency intervention) 

Locus of contact: Outreach 

Discharge from service : No 

Working with family : Allowed  

Service Brokerage  

Hospitals and Clinics 

Emergency service agencies  

Rehabilitation service  

Social Welfare agencies  

Counseling and Therapy centers  

Advocate  

Refer to public assistance program of government 

Assisting official applications in everyday life 

Work with neighborhood of patients as appropriate 

Direct Service 

Regular visits, with intervals of 1~4 weeks 

Supportive counseling 

Monitoring for symptoms and medication  

Networking for joint case response  

Behavior therapy a/o skill training 

Psychoeducation for patient and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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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rvices provided for the control group. 

Domain Details 

Monitoring 

Irregular calls or visits with more than 3 month interval 

     (Visit seldom exceed 20 minutes) 

Monitoring for clinic visit and medication compliance if possible 

Emergency Response 

Psychoeducation for the family if possible 

 

 

②  관찰군 (대조군, Table 2)  

원칙적으로는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환자에게 사례관리 등 각종 정신보건서

비스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환자나 가족이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다. 종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업무 통계에 의하면 전체 의뢰의 35% 수준이 서비

스를 거절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는 파악된 정신질환자와 

정기적인 접촉을 유지하며 증상 모니터링을 지속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비스를 

거부하더라도 정기적인 연락을 통한 경과관찰에는 동의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등록된 회원으로, 종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연락처가 파

악되어 있고 접촉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정기적인 사례 관리에 참가하고 있지 않

은 환자군을 관찰군으로 설정하였다.  

환자와의 접촉 유지에 필요한 간헐적인 방문이나 전화 통화에서 역시 치료적인 

개입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사례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의 여부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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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례 관리를 받지 않는 기준은 해당 정신 보건 센터에

서 3개월에 1회 미만 접촉을 유지 하고 있으며, 타 기관에서 관리 받은 기간을 

포함해 등록 전 3년간 연속 관리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로 하였다. 정신보건센터

에서의 연락도 거부하는 적극적인 거부자는 연구에서 처음부터 제외되었는데, 이 

비율은 앞에서 전체 환자 접촉 건수의 10% 미만이다.  

 

3) 연구 대상 수  추산 

이미 추적하는 모집단의 규모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 수 결정을 위해서

보다는 이 조사가 연구의 가정을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계산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변수는 연간입원일수와 Global Assessment 

of Functions (이하 GAF)이다. 두 변수 중 연간 입원 일수는 기존 연구가 없어 

추정이 어려워 GAF 점수를 기준으로 샘플 수를 계산한다. 연구 군에서 사전- 사

후의 결과 차이를 검정하는 것이므로 paired t-test를 위한 샘플 사이즈를 산출

했다. GAF의 경우 본 연구팀의 이전 지역 센터 연구에 18개월 추적 시 표준편차

는 10.85였다 (김, 2001). GAF의 한 단계 차이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 

10점의 차이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사례관리군과 관찰군의 최소 대

상 수는 각각 24.7명이 된다. 이는 사례관리군‘의 약 49%로 연구 대상 수는 충

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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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 면담 방법과 면담 요원 

1) 면접 방법  

등록된 코흐트의 ‘사례관리군’과 ‘관찰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초 조사는 처

음 센터와 접촉하였을 때 연구 참여 동의와 함께 시행되었다. 1차와 2차의 추적 

조사는 연구군과 관찰군 모두 대상으로 선정된 각 환자에게 우편과 전화를 이용

해 사전 고지 후 직접 주거지를 방문하거나,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내소 하도

록 해 직접 면담으로 진행했다. 대면 면담 시 환자 본인과 보호자의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다. 

2) 면담 요원 

면담요원이 직접 대면 면담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진단 평가 및 정신병리 

평가는 저자 본인이 수행하였으며, 경과와 병력 정보 수집은 저자 외에 두 명의 

국가 인증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면담요원으로 활용했다. 면담 요원은 적어도 정신

보건에서 실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 제한하였으며 연구 시작 전 면담원

으로 참여할 요원들에 대한 표준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 환자의 추적 조사는 

가능한 한 같은 면담요원이 시행하도록 하였다. 2차 추적 조사 시 면담요원은 저

자를 포함하여 3명이었으며 GAF에 대한 inter-class coefficient 는 0.72로 나타

나 평가자간 일치성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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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Variables used in the study 

Domain Surveyed Characteristics Notes 

Demographics 

Age, Sex, Education,  

Marital Status,  

Socio-economic status 
 

Diagnosis  
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IV axis I disorders  

Service Profile 

Frequency of Case Management 
 

Participation of other 

rehabilitation programs   

Admission history 
 

Frequency of outpatient visit  
 

Medication compliance  

Clinical Outcome 

Number and duration of annual 

hospitalization 
Main outcome 

Global Assessment of Function Functional assessment 

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 Psychopathology 

Quality of Life 

WHO Disability assessment scale II Disability 

Korean version of Heinrich quality 

of life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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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사 내용 및 사용 조사 도구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와 주된 변인을 표에 요약하여 두었다 (Table 3). 진

단적 평가는 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IV axis I disorders (SCID-

I)와 정신과 전문의의 임상적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SCID-I은 정신과적 진단

을 위한 반구조화 인터뷰 도구로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 IV (DSM-IV) 의 1축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어로 

번역 및 표준화가 되어 있다 (46). 본 연구에서는 1인의 정신과 의사가 전담하여 

시행하였다. 진단 과정에서 초기 증상 발병연도와 과거 치료력과 입원력을 포함

한 상세한 과거병력을 조사 하였다. 

관리 기간 중에 적정한 수준의 사례관리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었는지, 

그리고 개인에 따라 서비스 강도의 차이가 어떤지 검토하기 위해 등록 후 제공 

받은 정신보건 및 정신의학 서비스 (service profile)를 조사하였다. 여기 포함된 

주요 변수로는 추적 기간 사이의 사례 관리 (직접 방문 및 전화) 회수, 추적 기간 

사이 제공받은 재활 프로그램 등 기타 정신 보건 서비스의 종류와 회수, 그리고 

추적 기간 사이 외래 진료 세팅과 그 회수 및 약물 순응도 등이다. 

임상적 결과 (Clinical Outcome) 중 가장 중요한 변수는 등록 후 입원회수와 

입원일수이다. 각 입원의 일시와 입원 기간을 관리 도중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

스에 업데이트해 로스를 줄였으며, 매년 추적 조사 면담에서 다시 입원 회수와 

기간을 확인했다.  다른 주요 결과 지표는 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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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RS)로 평가한 정신병리 수준 (47, 48)과 Global Assessment of function (이

하 GAF) 으로 추적한 전체적인 기능상태이다 (49).  또한 입,퇴원 등 이벤트 시

의 전반적인 증상 및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Clinical Global Impression – 

Severity (CGI-S) 와 Clinical Global Impression – Improvement (CGI-I) 를 측

정하였다. 이 척도는 환자의 질환의 전반적인 심각도와 호전 정도를 관찰자가 평

가하는 척도로,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어 널리 사용된다. 관찰자가 주관적인 

인상으로 평가하며 7단계 척도로 되어 있다 (50).  

지역 정신보건의 궁국적인 목표는 대상 환자의 성공적인 지역 통합과 비입원 

치료 유지, 즉 성공적인 지역사회 유지이다.  서울시 정신보건체계에서는 “지역

사회 생활유지율”이라는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1년간 재입원을 경험하지 

않은 환자의 비율을 뜻한다. 이 지표에 따르면 서울 정신보건 센터 전체 등록회

원 중 93.8%가 지역사회 생활유지가 이루어 지고 있다 (51). 하지만 실제 국내

의 장기 재원 현상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44), 병원과 지역이 여전히 불

충분함을 고려할 때 이 지표는 성공적 지역 정신보건 운영보다는 병원-지역사회

간 전달체계의 분절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성

공적 지역유지’라는 결과 변수를 새로 정의하여 사용했다.  정신보건의 결과변수

로서의 입원은 서로 다른 몇 가지 현상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 장기 입원 혹은 

수용은 당연히 지역 관리의 실패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잠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혹은 부작용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절하기 위한 단기간 입원은 오히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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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성공을 위한 중간과정으로 인식함이 옳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반복적인 

입원은 치료 실패로 판단해 지역 관리 실패로 판단한다. 또한 적어도 지역에서 

증상이 악화되고 있지 않다는 것 역시 중요한 지역 유지의 성공 지표일 것이다. 

증상 악화가 있는 경우 장기적으로는 지역 정신보건 체계 내에서 탈락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복적 입원이나 장기 입원을 피하는 상황에서 지역

에서 상태 악화 없이 치료를 유지하는 것을 성공적인 지역사회 유지라고 정의하

고 구체적으로는 성공적 지역 유지 여부를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평가하였다.  

①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하지 않음. 서울시 정신보건 체계에서는 2년간 6개

월 이상 입원력을 장기재원으로 판단한다. 본 논문에서는 1년 단위 효과를 검증

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을 장기입원의 기준으로 삼는다. 동시에 6개월 입원은 보

호의무자입원의 한계기간을 반영하는 시점으로, 6개월 가까이 있었다는 것 만으

로도 장기 입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장기재원의 6개월 기준은 적합하지 않

다고 판단된다. 또한 ② 장기 입원이 아니더라도 6개월간 2회 이상 반복적 입원

을 하지 않아야 하며, ③ GAF와 BPRS 가 전년도에 비해 10% 이상 악화되지 

않는 경우로 정의했다. 

마지막으로 보조적인 결과 변수로 장애 정도와 환자의 삶의 질과 가족 부담 정

도를 조사하였다. 질병으로 인한 기능 장애 정도는 WHO에서 개발한 WHO 

Disablement Assessment Scale version 2 (WHODAS-II)로 평가한다 (52). 환

자의 삶의 질은 Heinrichs Quality of life scale (조현병 삶의 질 척도, K-Q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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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했다 (53, 54). 보조적으로 보호자의 부담을 측정하기 위해 100점 만점으

로 구성된 visual analogue scale 을 사용해서 약물 순응도, 일상생활 관리, 지역 

적응, 직업 기능, 가족 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을 조사하였다.  

 

라. 통계 

연구의 주 결과 변수는 입원 일수 및 회수, GAF, BPRS 점수이다. 사례관리군

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를 paired t-test 를 이용해 실시한다. 사례관리군과 대조

군 사이의 비교는, 초기와 추적 시점의 변화의 차이에 대해 independent t-test

를 이용해 분석한다.  

보조적으로 연구코흐트의 입원 사건에 대한 생존 분석을 실시하며, 또한 입원 

일수와 장기 입원 여부 등 중요 결과를 종속변수, 사례 관리 기간 기간과 기타 

임상적 요소들을 독립변수로 한 다변량 회귀분석을 이용해 사례관리 기간, 빈도, 

각종 임상적 특징과 결과변수 간에 설명력 있는 모델의 구축을 시도한다. 통계는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18th version 을 이용해 수행하였다.  

 

마. 연구윤리 준수사항 

모든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 관련 사항을 고지 후 서면으로 

연구참여에 관한 사전 동의서를 받았다.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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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연구가 수행되었다 

(승인번호 H-1009-06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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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과 

 

가. 연구 시작 시점에서의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임상적 

특징 

대상자 모집기간이었던 2008-2009년 사이 연구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정신보

건센터 등록자는 총 142명 이었다. 그 중 정신보건센터 서비스 등록 여부와 관련 

없이 연구 코흐트 등록에 동의한 대상자의 수는 114명 (80%) 였다. 연구 등록에 

동의한 대상자와 동의하지 않은 대상자의 성별 비율과 평균 연령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 114명 중 정신보건센터의 1달 1회 이상의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경우를 사례관리군,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한 경우라도 1달 1회 이하의 관리 강도를 택한 경우를 관찰군으로 하여 관찰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추적 관찰 (이하 PST1)은 등록 10~14개월 사이에 이루어 

졌으며 102명 (89%)에 대해 면담이 이루어졌다. 두 번째 (이하 PST2) 추적관찰

은 등록 22-26개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89명이 남아 초기 대비 74%의 추적율

을 보였다. 추적기간 2년 사이 23명의 연구 탈락자가 발생하였다. 일방적으로 추

적관찰이 종결되고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가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는 사례관리군 이었으나 실제 제공된 서비스의 빈도가 1달에 1회에 미치지 못한 

경우, 혹은 관찰군 이었으나 상태의 급속한 악화 혹은 마음의 변화로 인해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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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게 된 경우 등 그룹 변동이 8명, 연구 동의 철회가 3명 

등이었다. 이 23명과 추적 유지 중인 89명 사이에는 인구학적 변수와 BPRS, 

GAF 점수 등의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Figure 2).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89명 

사이의 성별 비율은 1.0:1.1으로 약간 여성이 많았다. 2010.11월 현재 평균 연령

은 44.5세였으며 2차 평가 완료 시점에서 현재 평균 110주일의 추적기간을 가지

고 있다. 94.9% 가 정신분열증, 5.1% 가 정신분열형장애로 구성되어 있다. 

Figure 2. Number of subject attrition among groups during follow-up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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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mographic profile of study subjects 

 

Case Managed 

(n=52) 

 Control 

(n=37) 
 

 
No. % 

 
No. % P* 

Sex       

Male  28 53.8  14 37.8 N.S. 

Female 24 46.2  23 62.2  

Age Groups (years)       

Under 39 18 34.6  4 10.8 N.S. 

40-49 22 42.3  14 37.8  

50-64 12 21.1  16 43.2  

Marital Status       

Married 1 1.9  8 21.6 P<0.01 

Disrupted Marriage 14 26.9  9 24.3  

Never Married 37 71.2  20 54.1  

Living Arrangement       

Living with family 43 82.7  28 75.7 N.S. 

Living Alone 9 17.3  9 24.3  

Years of education       

~6 years 6 11.5  4 10.8 N.S. 

 ~ 12 years 33 63.5  17 45.9  

 13 years ~ 12 23.1  14 37.8  

Occupational Status       

Employed  4 7.7  4 10.8 N.S. 

Looking for job 4 7.7  3 8.1  

Gave up looking 44 84.6  30 81.1  

Public Assistance       

Yes 33 63.5  17 45.9 N.S. 

No 19 36.5  20 54.1  

Under Poverty Line       

Yes 38 73.1  29 78.4 N.S. 

No 14 26.9  8 21.6  

Registered as Disability       

No 15 28.8  12 32.4 N.S. 

Yes 37 71.2  25 67.6  

* significance by X2 
test

 
; N.S. ,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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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군과 관찰군을 구분하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Table 4에 

제시하였다. 사례관리군의 남녀 구성비는 거의 같았으나 관찰군에서는 여성의 구

성비가 62%로 우위를 보였다. 하지만 두 군의 남녀 비율의 통계적인 차이를 보

이지는 않았다. 평균 연령은 사례관리군 에서는 42.98세 (표준오차 1.46), 관찰

군에서는 46.7세 (표준오차 1.64)였으며 평균값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연령 구조는 사례관리군 에서는 40대가 가장 많으며, 39세 이하가 그 

다음 구성이었으나 관찰군에서는 50대 이상 대상이 가장 많았다. 결혼 상태는 관

찰군이 유의하게 결혼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가

족 없이 혼자 사는 비율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교육이나 직업 상태 

역시 양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공적 부조 수급 비율, 빈곤선 이하 생

활 여부, 장애 등록 여부에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 시작시점에서의 평균 유병기간은 사례관리군이 20.6년, 관찰군이 19.0년

으로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처음 증상 발생에서 첫 치료를 받는 시점까

지의 기간은 사례관리군은 34개월, 관찰군은 27.7 개월이었다. 통계적 차이는 보

이지 않았다. 평균 입원 회수는 각각 3.4회와 3.6회로 유사했다. 등록 전 총 입원 

기간은 사례관리군이 54주로 35주인 관찰군보다 길었으나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

는 아니었다. 연구 등록 시점에서의 BPRS 점수는 32.2 점과 44.1 점으로 사례

관리군 에서 높았으며 GAF 점수는 사례관리군이 50.9점으로 관찰군의 56.5점보

다 낮았다. 연구 시작 시 BPRS와 GAF점수는 양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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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다. 즉 사례관리군과 관찰군은 유병기간과 입원력 등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으나 연구 등록 시 사례관리군이 정신병리는 조금 더 심각하고 기능은 조금 더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5).  

대상자의 연구 등록 전 치료력에서 사례관리군과 관찰군 사이의 통계적인 유의

한 차이가 발견된 항목은 없었다 (Table 6). 증상 발현 후 최초 치료 형태는 양 

군 모두 대부분 입원 치료였다. 하지만 관찰군에서 외래 기반 치료를 시작한 경

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df=1, X2=3.511, p=0.057).  양군 모두에서 절반 이상

의 환자가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소수만 입

원한 적이 없다고 보고 하였다. 양군에서 공히 30% 전후 정신과 치료의 가족력

을 보였다. 약물 복용은 양군 모두 50%를 약간 상회하는 대상자가 75% 이상의 

순응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양군 모두 50% 정도의 대상자가 스스로 약을 챙

기고 있었으며 적극적으로 약을 거부하여 보호자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경우가 16~19%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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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re-enroll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Case Managed  Control   

 
Mean S.D. S.E.. 

 
Mean S.D. S.E.. 

 
Sig.* 

Duration of illness (years) 17.0 10.8 1.8 
 

16.4 8.7 1.2 
 

N.S. 

Duration of untreated psychosis (months) 34.0 56.7 7.9  27.7 80.2 13.4  N.S. 

Number of admissions, pre-enroll 3.6 3.0 0.6 
 

3.4 2.8 0.4 
 

N.S. 

Total weeks of admissions, pre-enroll  54.0 55.1 7.8  35.1 47.8 7.6  N.S. 

BPRS at enroll 44.1 13.9 1.95 
 

36.0 11.8 1.9 
 

p<0.05 

GAF at enroll 50.9 8.7 1.2 
 

56.5 10.8 1.7 
 

p<0.05. 

*, Significance by independent t-test; N.S., Not Significant; S.D., Standard Deviation; S.E., Standard error of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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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re-enroll treatment history of study subjects 

 All  
Case 

Managed 
 Control  

 No. %  No. %  No. % Sig.* 

First mode of treatment          

   Admission 60 75.0  39 75.0  21 56.8  

   Outpatient 29 32.6  13 25.0  16 43.2 P<0.05 

History of previous  

psychiatric hospitalization 
       

 
 

No history  12 13.5  7 13.5  5 13.5  

History of Single STA 13 14.6  6 11.5  7 18.9  

Multiple STA 14 15.7  5 9.6  9 24.3  

History of LTA 50 56.2  34 65.4  16 43.2 N.S. 

Familial history of 

psychiatric disorder 
         

    Yes 29 32.6  16 30.8  13 35.1  

    No 60 67.4  36 69.2  23 62.2 N.S. 

Medication Compliance          

More than 75% 49 55.1  30 57.7  19 51.4  

51~75% 17 19.1  13 25.0  5 13.5  

26~50% 11 12.4  4 7.7  7 18.9  

Less than 25% 11 12.4  5 9.6  6 16.2 N.S. 

Spontaneity of treatment        
 

 

Spontaneous 42 47.2  27 51.9  15 40.5  

Need encouragement  31 34.8  15 28.8  16 43.2  

Refusing 16 18.0  10 19.2  6 16.2 N.S. 

 

*, Significance by X2-test; N.S., Not Significant ; STA, Short term admission ; LTA, Long 

term admission, defined as admission longer than 3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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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4개월 추적기간 동안 대상이 받은 정신의학적 치료  

24개월 조사 시점에서 연구 등록 기간의 평균은 26.5 개월과 27.4개월이었다. 

사례관리군은 1달에 평균 2.2회 정도 정신보건센터 직원의 사례관리를 받았다. 

관찰군의 경우 1달에 평균 0.4회 정도 센터 직원과 환자와의 접촉이 있었다. 관

찰군과 센터 직원의 접촉은 72%에서 전화 통화, 28%에서 대면으로 이루어졌다. 

이 24개월간 평균 입원 회수는 양군 모두 0.5~0.6회 수준이었으며 총 입원기간 

평균은 사례관리군의 경우 6.5주, 관찰군의 경우 10.2 주였다. 1회 입원의 평균 

기간은 3.9~5.8주였다. 한 환자가 반복해 입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입

원 경험율은 사례관리군의 경우 33.8%, 관찰군의 경우 21.6%였다. 이 2년 동안 

장기 입원 경험율은 사례관리군의 경우 11.5%, 관찰군의 경우 22.2%였으나 차

이에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병원 외래 방문이 한 달에 한 번 이상인 경우는 사례관리군에서 55.8%로 관찰

군의 37.8% 보다 많았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이지는 않았으며, 75% 이상 약

물 복용 비율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정신보건센터 내외를 막론하

고 사례관리 이외의 정신-사회적 재활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비율은 

21.2~32.4%였으며, 이 역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종합하면 정신 보

건센터사례 관리 서비스 이외에 받은 의학적 서비스나 재활 서비스, 약물 복용 

수준 등에 양 군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7, 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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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reatment setting and outcome profiles after enrollment (registration) in the study (1)  

 Case  Control   

 
Mean S.D. S.E. 

 
Mean S.D. S.E. 

 
Sig.* 

Duration under study registration 26.5 2.4 0.5  27.4 3.4 0.5  N.S. 

Average Number of CM / month 2.2 1.3 0.2  -     

Average Number of Monitoring / month -    0.4 0.3 0.2   

Number of admissions, post-enroll 0.6 1.0 0.1  0.5 1.2 0.2  N.S. 

Total weeks of admissions, post-enroll  6.5 14.2 2.0  10.2 26.7 4.4  N.S. 

Average weeks of one admission, post-enroll 3.9 9.6 1.3  5.8 14.2 2.3  N.S. 

*, Significance by independent t-test; CM, Case Management; N.S., Not Significant; S.D., Standard Deviation; S.E., Standard error of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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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reatment setting and outcome profiles after enrollment 

(registration) in the study (2) 

 Case Managed  Control  

 No. %  No. % Sig.* 

Hospitalization after enrollment       

   None 35 67.2  26 70.3  

   Single short term admission 10 19.2  4 10.8  

   Multiple short term admissions 2 3.8  2 5.4  

   Long term admission 5 9.6  5 13.5 N.S. 

Frequency of outpatient visits 
     

 

More than 1/month 29 55.8 
 

14 37.8  

    Less than 1/month 23 44.2 
 

23 62.2 N.S. 

Medication compliance 
     

 

More than 75% 25 48.1 
 

20 54.1  

Less than 75% 27 51.9 
 

17 45.9 N.S. 

Provider of psychiatric service  
     

 

General hospital 15 28.8 
 

10 27.0  

Private clinic 18 34.6 
 

13 35.1  

Chronic hospital 19 36.5 
 

14 37.8 N.S 

Rehabilitation Program       

Any  11 21.2  12 32.4  

CMHC programs 10 19.2  11 29.7  

Other programs 4 7.7  3 8.1 N.S. 

 

*, Significance by X2-test; CMHC,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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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wo-year prospective outcomes of case-managed and control 

groups 

  
Case Managed 

 
Control 

 

  
Mean S.D. S.E. 

 
Mean S.D. S.E. Sig.* 

BPRS 
         

Baseline 
 

44.1 13.9 1.9 
 

36.0 11.8 2.0 p<0.01 

PST1 (12~16 Mo) 
 

43.1 12.6 1.9 
 

36.2 11.1 1.9 N.S. 

PST2 (24~28Mo) 
 

38.6 11.9 1.7 
 

34.2 10.4 1.7 N.S. 

GAF 
         

Baseline 
 

50.9  8.7  1.2  
 

56.5  10.8  1.8  p<0.01 

PST1 (12~16 Mo) 
 

54.1  8.5  1.2  
 

58.2  10.5  2.2  N.S. 

PST2 (24~28Mo) 
 

54.3  8.1  1.1  
 

56.4  10.1  1.7  N.S. 

Weeks under Admission, last year    
      

Baseline 
 

5.2 9.3 1.3 
 

3.5 7.6 1.3 N.S. 

PST1 (12~16 Mo) 
 

3.9 11.9 1.7 
 

2.9 9.3 1.6 N.S. 

PST2 (24~28Mo) 
 

2.4 5.9 0.9 
 

7.4 14.9 2.8 p<0.05 

Medication Compliance (%)          

    Baseline  75.1 24.9 3.5  63.6 30.6 5.1 N.S. 

    PST2 (24~28Mo)  85.2 13.1 1.8  65.5 23.0 3.2 P<0.01 

KQOLS 
         

Baseline 
 

59.4 41.9 5.8 
 

66.5 32.1 5.3 p<0.05 

PST2 (24~28Mo) 
 

61.2 24.8 3.4 
 

67.2 25.4 4.2 N.S. 

WHODAS2  
        

Baseline 
 

26.7 13.0 1.8 
 

26.3 12.7 2.1 N.S. 

PST2 (24~28Mo) 
 

25.8 11.2 1.6 
 

25.0 11.6 1.9 N.S. 

 

*, Significance by independent t-test; BPRS, 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 GAF, Global 

Assessment of function; K-QOLS, Korean verion of Heinrich Quality of Life Scale; WHODAS 

II, World Health Organization Disability Assessment Scale, Version 2; PST1, First follow up 

at 12th month; PST2, Second follow up at 24th month; N.S., Not Significant; S.D., Standard 

Deviation ; S.E., Standard error of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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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4개월 추적 관찰 시점에서의 임상적 결과 

 초기 시점에서 유의하게 높았던 사례관리군의 BPRS 점수는 1차 년도 추적 시

점부터 통계적 차이를 잃어 버리기 시작하였다. GAF 점수 역시 초기의 유의성은 

1년차 추적 시점부터 상실되기 시작하였다. 전년도 평균 입원 주수는 초기 평가 

시 사례관리군 5.23주, 관찰군 3.55 주였다.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며 

1년차 추적에서 양군 모두 미미하게나마 입원 주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년차 추적에서 관찰군의 입원 주수가 큰 폭으로 올라가는 데 비해 1년차 추적

에서는 지속적인 입원 주수 감소를 보이는 점이 대조적이다. 약물 순응도는 초기

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년차 추적 에서는 상당한 약물 순응도의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비해 WHODAS와 KQOLS로 측정한 환자의 삶

의 질에서는 큰 변화가 감지 되지 않았다 (Table 9). 

사례관리군의 초기와 24개월 후의 사전-사후를 비교할 경우 GAF와 BPRS의 

경우 약간의 호전을 보였으나 삶의 질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Figure 3. 

Pre-post comparisons of 24 months follow-up of case managed 

group by paired t test). 큰 차이는 지난 1년간 평균 입원 일수와 약물 순응도 

였으며, 이 두 항목은 통계적 유의성 뿐 아니라 실제 변화의 폭도 체감할 수 있

는 정도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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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re-post comparisons of 24 months follow-up of case managed group by paired t test 

 

*, significant p-value by paired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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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hanges of 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 (BPRS) scores 

according to time 

 

 
PST1 

 
PST2 

 
Mean S.D. S.E. 

 
Mean S.D. S.E. 

ΔControl 0.12 4.23 0.81 
 
-1.81 7.44 1.24 

ΔCase -1.07 5.42 0.91 
 
-5.05 8.44 1.13 

 

*, Trend level significance (p=0.056) by independent t-test ; PST1 , 1st year follow up ; 

PST2, 2nd year follow up ; Δcontrol , changes of BPRS in the control group; Δcase, changes 

of BPRS in the case group ; S.D., Standard Deviation ; S.E., Standard Error.  

0 

0.12 

-1.81 

0 

-1.07 

-5.51 

-8

-7

-6

-5

-4

-3

-2

-1

0

1

2

Baseline PST1 PST2

Δcontrol 

Δcase 

Not 

significant* 



 

38 

 

Figure 5. Change of Global Assessment of Function (GAF) scores 

according to time 

 

 
PST1 

 
PST2 

 
Mean S.D. S.E. 

 
Mean S.D. S.E. 

ΔControl 1.77 3.73 0.82 
 
-1.05 7.44 1.59 

ΔCase 3.20 4.46 0.91 
 
2.58 6.94 0.95 

 

*, Significance by independent t-test; PST1 , 1st year follow up ; PST2, 2nd year follow up ; 

Δcontrol , changes of GAF in the control group; Δcase, changes of GAF in the case group ; 

S.D., Standard Deviation ; S.E.,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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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F, BPRS, 입원 일 수 변화를 사례관리군과 관찰군 사이에 비교해 보았다. 

사례관리군과 관찰군의 BPRS 변화를 비교할 때 1년 차에는 양 군 모두 거의 변

화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2년차에 사례관리군에서 BPRS가 평균 5.5 점 감소 

감소하는 호전을 나타내는 것에 비해 관찰군에서는 1.8점 감소에 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두 군의 변화의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에 근접하는 결과를 보였다 

(Figure 4). 두 군의 GAF 점수 변화 역시 1년차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2년차 

추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의 차이가 감지되었다. 하지만 사례관리군에

서 보이는 평균 3.4점의 향상은 GAF의 1단계 향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변화이다 (Figure 5).  

연간 입원 기간 변화에서는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 수준의 변화가 나타났다. 

사례관리군은 평가 시점 전 1년간 평균 입원 주수가 5.23주, 관찰군은 3.55주로 

시작했다.  첫 해에는 그 변화의 차이가 양 군 모두 크지 않지만, 두 번째 해에는 

사례관리군이 초기에 비해 약 3.5주의 입원기간 감소가 나타나, 연간 평균 입원 

주수가 2.4주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에 비해 관찰군은 3.9주의 입원 증가가 있어 

연간 입원 주수 7.41주를 보여 양 군간의 입원 주수 차이는 7.4주에 달하며, 이 

차이는 통계적인 유의성을 획득하고 있다 (Figure 6, Figure 7). 이에 비해 환

자의 삶의 질에서는 초기와 24개월 후 사이에 큰 변화가 감지 되지 않았다. 또한 

0~100점으로 측정한 보호자 부담감에 대한 척도에서 역시 초기와 24개월의 유

의한 주관적 부담의 변화를 감지할 수는 없었다 (Figure 8, Figur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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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ime under admission (weeks), control versus case managed 

group 

 

Box length represents interquartile range of admission duration for each follow up period of 

one year. * means outlier cases, defined by value above 1.5 box length from upper edge . 

 



 

41 

 

Figure 7. Change of mean admission duration (week) according to time 

 

 
PST1 

 
PST2 

 
Mean S.D. S.E. 

 
Mean S.D. S.E. 

ΔControl -0.81 10.95 1.88 
 
3.92 14.71 2.73 

ΔCase -1.93 15.97 2.12 
 
-3.56 11.32 1.50 

 

*, Significance by independent t-test; PST1 , 1st year follow up ; PST2, 2nd year follow 

up ; Δcontrol , changes of weeks of admission per year in the control group; Δcase, 

changes of weeks of admission per year in the case group; ; S.D., Standard Deviation ; S.E.,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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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hange of quality of life indicators according to time 

 

Both scale i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ΔKQOLS, change of Korean version of 

Heinrichs Quality of life scale, ΔWHODAS, change of World Health Organization 

Disability Assessment Schedule, second version  

 

Figure 9. Improvement of caregiver burden on visual analogue scale 

 

Δcontrol, Changes in the control group; Δcase, Changes in the case managed 

group ; No significant difference detected between Δcase and Δcontrol among all 

five dim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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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장기 입원과 단기 입원 사건 

24개월 중 입원경력이 있는 대상에서 사례관리군에 대비한 관찰군의 장기입원 

우도비 (Odds Ratio)는 2.34 (95% 신뢰구간 1.3-4.5) 로,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 

대조군이 유의하게 장기입원을 하게 될 위험성이 높은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Kaplan-Meier 생존 분석을 실시하였다. 입원 종류

에 관계 없이 첫 번째 입원 이벤트에 대한 생존곡선을 그리는 경우 (Figure 10)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양군 모두에서 censor 가 집중적으로 발

생하기 시작하는 750일 이전까지는 사례관리군이 생존 곡선이 위에 있음은 확인

할 수 있었다.  생존 이벤트를 3개월 이상, 혹은 6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으로 바

꿀 경우 생존 곡선에서 사례관리군과 관찰군의 격차가 더욱 벌어짐을 볼 수 있었

다. (Figure 11, Figure 12) 특히 3개월 이상 입원 이벤트는 통계적 유의성에 

근사한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사례관리 군 중 고빈도 사례 서비스를 받는 군 

(1주 1회 접촉) 과 저빈도 서비스 군 (1달 1회 접촉)으로 분리해 생존곡선을 그

릴 때에는 저빈도 서비스 군에서 유의성에 근사하게 생존율이 높은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Figur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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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Kaplan-Meier curve for the first psychiatric hospitalization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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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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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Kaplan-Meier curve for the first psychiatric hospitalization 

longer than 3 months, according to treatment group 

 

* Trend level significance (p=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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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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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Kaplan-Meier curve for the first psychiatric hospitalization 

longer than 6 months, according to treatmen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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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Kaplan-Meier curve for the first psychiatric hospitalization 

event in the case managed group, according to the intensity of case 

management 

 

* Trend level significance (p=0.06) 

 

 

 

 

Not  

significant 

* 



 

48 

 

마. 성공적인 지역사회 유지율과 그 요인 

 전체 대상 중 58.4%인 52명이 앞에서 제시한 성공적인 지역 사회 유지의 범

주에 들어갔다. 사례관리군의 경우 69.2%가 2년간 성공적인 지역사회 유지가 이

루어 졌으며 관찰군의 경우 43.2%만이 지역 유지에 성공하였다. 이 군 의 차이

는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있다. (Df=1, X2=6.011, p=0.014) 

성공적인 지역 유지의 요인을 연구 시작 전 가지고 있던 기존 환자 요인에서 

찾아 보았다 (Table 10). 사례관리군에서는 21년 이상의 유병기간(df=2, 

X2=4.940, p=0.06)과 기존 장기 입원 (df=2, X2=3.134, p=0.08)이 통계적인 유

의성에 근사하게 지역사회 유지를 저해하는 요인이었다. 이에 비해 관찰군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는 요소를 찾을 수는 없었다. 또한 성공적인 지역 유지와 

연관 있는 연구 등록 이후 개입 요소를 살펴 보았다 (Table 11). 사례관리군에

서는 만성병원 외래 이용 시 성공적 지역 유지율이 52.6%로 대학/종합병원 혹은 

개인 의원을 다니는 환자에 비해 월등이 낮은 비율을 보였다. 외래 방문 주기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가족과의 동거 여부, 약물 순응도 여부 사이에도 지

역 유지율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관찰군의 경우 약물 순

응도가 낮은 경우 지역사회 유지율이 현격하게 감소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Fisher’s exact test, p<0.01). 다른 요인은 관찰군의 지역사회 유지율에 큰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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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Rates of successful community maintaining according to pre-

enrollment characteristics 

 All  Case Managed  Control 

 No. (%)  No. (%)  No. (%) 

ALL 52 (58.4)  36  (69.2)*  16 (43.2) 

Sex               

   Male 25 (59.5)  20 (71.4)  5 (35.7) 

   Female 27 (57.4)  16 (66.7)  11 (47.8) 

Age Group (years)               

   18~39 15 (68.2)  12 (66.7)  3 (75.0) 

   40~49 24 (66.7)  17 (77.3)  7 (50.0) 

   50~64 13 (46.4)  7 (58.3)  6 (37.5) 

Duration of Illness                

Less than 10 years 13 (65.0)  7 (70.0)  6 (60.0) 

   Between 11~20 years 19 (65.5)  15 (89.2)  4 (33.3) 

More than 21 years 20 (50.0)  14 (56.0)**  6 (40.0) 

Previous Admission History               

No admission 8 (66.7)  6 (85.7)  2 (40.0) 

   Short term admission 16 (59.3)  9 (81.8)  7 (43.8) 

Long Term Admission 28 (56.0)  21 (61.8)**  7 (43.8) 

GAF at enrollment               

Less than 60 36 (63.2)  30 (73.2)  6 (37.5) 

More than 61 16 (50.0)  6 (54.5)  10 (47.6) 

BPRS at enrollment               

Less than 41 24 (53.3)  14 (66.7)  10 (41.7) 

Between 41-52 16 (59.3)  12 (66.7)  4 (44.4) 

More than 52 12 (70.6)  10 (76.9)  2 (50.0) 

Duration of untreated 

Psychosis 
    

 
    

 
    

Less than 24 months 28 (65.1)  17 (81.0)  11 (50.0) 

More than 25 months 24 (52.2)  19 (61.3)  5 (33.3) 

GAF, Global Assessment of Functions; BPRS, 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s; * P<0.05 ; 

** trend level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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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Rates of successful community maintaining according to post-

enrollment treatment 

 All  
Case 

Managed 
 Control 

 No. (%)  No. (%)  No. (%) 

Setting of Outpatient treatment         

   Chronic mental hospital 15 (45.5)  10 (52.6)  4 (40.0) 

   General Hospital  17 (68.0)  13 (86.7)  7 (53.8) 

   Private Clinic 20 (64.5)  13 (72.2)  5 (35.7) 

Frequency of outpatient visit               

   Less than once per month 23 (50.0)  15 (65.2)  8 (34.8) 

More than once per month 29 (67.4)  21 (72.4)  8 (57.1) 

Medication Compliance                

Less than 75% 20 (38.5)  16 (64.0)  4 (20.0) 

   More than 75% 32 (61.5)*  20 (74.1)  12 (70.6) 

Living Arrangement               

Living alone 9 (50.0)  5 (55.6)  4 (44.4) 

   Living with Family 43 (60.6)  31 (72.1)  12 (42.9) 

* p<0.05 by X2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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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for the successful community 

maintaining 

Covariates O.R. 95% C.I. Sig.  

Case Management      

   No 1        

   Yes 3.73 1.12 - 12.47 0.03 

Sex          

   Female 1        

   Male 1.04 0.36 - 3.05 0.94 

Duration of Illness           

Less than 11 years 1        

   Between 11-20 years 0.62 0.12 - 3.08 0.56 

More than 20 years 0.22 0.04 - 1.13 0.07 

Previous Admission History          

No admission 1        

   Short term admission 0.68 0.10 - 4.85 0.70 

Long Term Admission 0.84 0.12 - 6.06 0.86 

GAF at enrollment          

Less than 60 1        

More than 61 0.93 0.29 - 3.04 0.91 

BPRS at enrollment          

Less than 41 1        

Between 41-52 1.44 0.41 - 5.03 0.57 

More than 52 1.81 0.39 - 8.33 0.45 

Duration of untreated Psychosis          

   Less than 24 months 1        

More than 25 months 2.43 0.78 - 7.58 0.13 

Setting of Outpatient treatment     -     

   Chronic mental hospital 1        

   General Hospital  4.10 1.00 - 17.08 0.05 

   Private Clinic 2.24 0.59 - 8.57 0.24 

Frequency of outpatient visit          

   Less than once per month 1        

More than once per month 2.08 0.66 - 6.59 0.21 

Medication Compliance           

Less than 75% 1        

   More than 75% 3.15 1.07 - 9.27 0.04 

Living Arrangement      

Living alone 1     

   Living with Family 2.31 0.56 - 9.63 0.25 

O.R., Odds Ratio; 95% C.I., 95% Confidential Interval; Sig.,Significance; BPRS, 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 GAF, Global Assessment of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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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여러 요인을 보정할 때 사례관리서비스 제공이 성공적 지역 유지율을 높

이는데 얼마나 기여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

다 (Table 12). 성별, 유병기간, 기존 입원형태, GAF로 평가된 등록 시 기능, 

BPRS로 평가된 등록 시 정신병리, 치료받지 않은 기간, 치료 의료기관의 형태와 

방문 빈도, 약물 순응도, 가족 동거 여부 등으로 보정했을 때 사례관리는 성공적

인 지역유지에 대해 우도비 3.73 (95% 신뢰구간 1.12~12.47)을 보였다. 본 모델

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인 다른 요인은 대학/종합병원 외래 이용 (O.R.=4.10, 

95% 신뢰구간 1.0-17.1)과 75% 이상 약물 복용 (O.R.= 3.15, 95% 신뢰구간 

1.1-9.3) 이었다.  

추가 분석을 위해 병원 입원과 퇴원 시의 정신보건센터의 역할, 그리고 입원 

전후의 증상 호전 상태에 대해 분석하였다. 계획적 입원은 입원 결정과 입원 시

점이 분리될 수 있으며, 그 입원의 타이밍이 의료 자원의 문제가 아니고, 치료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즉 특정 증상이나 목표 해결에 대한 계획을 가지

고 있는 상태에서 긴급하게 입원시키지 않은 경우로 정의한다. 마찬가지로 병원 

치료진이 보호자 혹은 정신보건센터와의 상의 하에 지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퇴원하는 경우를 계획적 퇴원으로 정의하였다. 이 경우 사례관리군에서는 계획적 

입원이 43.4%, 계획에 의한 퇴원이 56.3%로 관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은 비율을 보였다 (Table 13). 비계획적 퇴원의 결정은 사례관리군에서는 

병원이나 가족에 의한 일방적 퇴원 결정이 많았으나 관찰군에서는 의학적 조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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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는 퇴원, 혹은 병원과 상의 없는 보호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퇴원이 많

았다.  계획적 퇴원시 의사결정은 사례관리군에서 병원-가족-정신보건센터의 3

자 협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Table 14). 계획적 비계획적 퇴원을 망

라한 모든 퇴원에서 퇴원 의사 결정은 사례관리군의 병우 병원 주치의와 정신보

건센터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것에 비해 (병원과 센터의 의사 결정 동의율 

kappa = 0.7), 대조군의 경우 주로 보호자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결과 제시 안 함). CGI-S로 평가한 병원 입원시의 위중도는 사례관리군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퇴원 직후 호전의 정도 (CGI-I) 는 사례관리군과 관

찰군 사이의 차이가 없었으나 3개월, 6개월로 지나면서 사례관리군에서 유의한 

호전이 보고되고 있었다 (Tabl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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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Electiveness for the admission and discharge among the study 

subjects with admission events  

 
Case 

Managed  
Control Sig.† 

Planed admission*  14 (43.4%) 5 (16.1%) p<0.05 

Planed Discharge** 18 (56.3%) 10 (32.3%)  p<0.05 

Plan beyond usual outpatient care 29 (90.1%) 12 (38.7%) p<0.05 

% indicates the percentage of specific event among admission cases of each group. 

* Planed admission means that the decision to admit COULD be separated in time 

from the actual admission (e.g. delay of admission could be possible if needed), 

AND timing of admission was determined by the needs of the treatment, rather 

than by the availability of resources. ; ** Planed Discharge means that discharge 

the decision to discharge COULD be separated in time from the actual discharge, 

and discharge was made with both outpatient and community care planning, which 

were discussed between hospital, guardians and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 

† Significance by Fisher’s exact test. 

 

Table 14. Mode of decision making of discharge among the study subjects 

with psychiatric hospitalization events 

 
Case 

Managed  
Control 

 No. (%) No. (%) 

Unplanned Discharge *   

Discharge against Medical Advice 3 (21.4%) 7 (33.3%) 

Unilateral discharge decision by family 6 (42.3%) 7 (33.3%) 

Unilateral discharge decision by hospital 5 (35.7%) 4 (19.0%) 

Discharge forced by Judgment Council 0 (0%) 3 (14.3%) 

Planned Discharge **   

Plan discussed between hospital, family and CMHC 12 (85.7%) 3 (30.0%) 

  Plan discussed between hospital and family 2 (14.3%) 7 (70.0%) 

% indicates the percentage of specific event among admission cases of each group; 

CMHC, Community Mental Health.; *, difference among groups not significant with 

X2; ** p<0.05 by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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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Symptom severity and improvement before and after the 

hospitalization 

 
Case 

Managed  
Control Sig.* 

Mean CGI-S on the admission (S.E.) 4.7 (1.0) 5.4 (0.9) P<0.05 

Mean CGI-I after admission (S.E.)    

on the discharge 3.2 (1.1) 3.0 (0.9) NS 

3 month later after discharge 3.5 (1.0) 2.5 (0.7) P<0.05 

6 month later after discharge  4.1 (1.2) 2.1 (0.9) P<0.01 

*, Significance by independent t-test; CGI-S, Clinical Global Impression-Severity; 

CGI-I, Clinical Global Impression – Improvement; S.E., Standard Error of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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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토론  

가. 본 연구의 장점과 한계점 

본 연구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조현병으로 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해 2

년간 전향적 추적 조사를 한 연구이다. 국내의 대부분의 연구는 후항적, 사전-사

후 연구였으며, 일부 사례-대조군 연구가 있으나 6~12개월의 짧은 기간 관찰에 

그치고 있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국내에서의 정신보건센터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들의 일관된 긍정적인 보고는 연구 방법의 제한에 의한 비뚤림의 결과

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병원 기반 정신사회재활 서비스에 대해

서는 2년 전향적 추적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으나 (김 등, 1998), 지역 정신보건

센터에서 관찰군을 설정하고 전향적으로 2년 이상 사례관리의 경과를 추적한 연

구로는 국내 최초이다. 본 연구는 그 외에도 몇 가지 장점을 가진다. 국내외의 유

사 연구에서의 조현병 환자 비율이 34~82% (13, 15, 30, 55) 등임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순수한 조현병 환자군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조현병 환자

의 비율은 94.1%이며, 나머지 진단은 분열-정동 장애였다.  특히 외국에서 수행

된 상대적인 대규모 연구의 경우 조현병 환자 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

우가 많아 결과 해석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12, 55). 연구 24개월간의 

연구 탈락율도 20% 수준으로 이전 연구에서 제시된 18개월 탈락율 중간값이 17% 

(0~53%)임을 고려하면 (11) 코호트 탈락 비율 역시 문제가 되지는 않는 수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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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점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무작위 배정을 통한 완전한 실

험적 구성을 취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실험적 구성을 취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는 지역사회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면 당연히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

에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였다. 무작위 배정의 실패는 양 군 사이의 선택 비뚤

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연구 등록 시점에서 사례관리군이 미미하지

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안 좋은 정신병리와 전반적 기능을 나타내고 있

다. 즉, 증상과 기능이 안 좋기 때문에 가족이나 환자가 사례관리를 수용할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에서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BPRS 항목 중 환

각 행동 (hallucinatory behavior), 흔치 않은 사고 내용 (unusual thought 

content) 등 양성증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사례관리군에서 높았다. 전체 대상 중 

약 50%가 PANSS 전체 항목이 측정되어 있었는데, 이 경우 양성증상이 높은 경

우는 사례관리군 포함 확률이 높아지며 (Odds Ratio 1.6, 95% Confidential 

Interval 1.2-1.8, p<0.05), 통계적인 경향성 수준이지만 음성 증상이 높은 경우

는 대조군 포함 가능성이 높아 지는 등 (Odds Ratio 0.7, 95% Confidential 

Interval 0.6-1.1, p=0.07) 증상의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을 보이는 것도 관

찰 할 수 있었다. 또한 더 많은 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호전이 기대

될 수 도 있는 상황임은 사실이다.  또한 현재의 높은 사례 부담에서는 주로 상

태가 나쁜 환자들에 서비스가 집중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사례관리,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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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서비스의 효과는 정신과 서비스를 고도로 이용하는 환자 군에서만 명백하

다는 보고를 고려하면 (41, 43), 본 연구의 결과에 선택 비툴림이 작용했을 가능

성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실험군과 대조군은 서로 비슷한 질병 경

과를 가지고 있었으며 현재 치료 세팅에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사

례관리군과 관찰군 양쪽 모두 평균 16~17여 년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 만성 환

자로 주로 40대 이후 나이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환자가 결혼 안하고, 

원가족과 살고 있었으며, 취업은 포기한 상태의, 공적 부조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 

환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양군 공히 86.5%의 환자가 입원 경력이 있으며, 연구 

등록 전 평균 입원 회수는 3회였다. 절반 수준이 3개월 이상 입원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약물 순응도, 치료의 자발성 정도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이 두 그룹은 정신보건센터의 사례관리서비스의 수혜 여부를 제외하면 등록 후 

2년간 전반적으로 비슷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만성병원이나 개인병원에

서 주로 치료를 받으며 외래 방문의 빈도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양군 공히 약 20%

는 정신보건센터에서, 8%는 정신보건센터 외에서 재활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

었다. 종합하면 사례관리군에서 약간 안 좋은 증상을 보이는 데 비해 전체적인 

병력이나 주변 환경, 등록 이후 치료 환경 등은 사례관리군과 관찰군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실험적인 연구는 아니더라도 본 연구 결과는 일정 부분 정

신보건센터 사례관리의 효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본 연구

에서 주된 결과로 삼고 있는 지역사회 유지와 장기 재원 등의 결과는 치료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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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더 큰 결정변인이라는 직간접적 증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5), 본 

연구의 분석과정에서 이런 교란 요인은 어느 정도 통제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자연스럽게 구분된 임상 그룹에 대한 자연사적 관찰의 성격을 가지는

데, 실제 임상 현장에서 갈리는 두 가지 그룹, 즉 관리 받는 그룹과 관리를 거부

하는 그룹에 대한 자연사적 추적은 연구의 결과를 직접 현실에 적용하기 쉽게 만

들어 주는 장점이 있다.  

외국의 경우 지역 사례관리 모델에 대해 그룹 무작위 배정이 이루어지는 실험

적 연구가 여러 편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통적 사례관리 모델을 활성 

관찰군으로 삼고 집중 사례관리의 효과를 검정하고 있으며, 사례관리를 받는 경

우 대 받지 않는 경우를 무작위 배정하는 실험적 연구는 드물며, 그나마 대부분 

6~18개월 사이의 단기 결과를 보고 하고 있다 (42, 43).  또한 대상군 수가 많지

가 않으며, 치료군과 대조군의 비율을 1:1로 맞추지 못했다. 이런 점들이 통계적 

결과 해석에 제한을 가하고 있음 역시 사실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 결과를 참조

하여 계산한 필요 대상 이상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해석에는 큰 무리가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대상군은 정신재활 서비스를 포함해 여타 의료 및 복

지 서비스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순수한 사례관리의 효과로 판

단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양군 모두 일부의 대상만이 사례관리 외의 

정신사회 재활서비스에 접하고 있으며, 양 군 사이의 그 비율의 차이는 발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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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또한 24개월간 받은 외래 치료의 빈도 등 의학적 서비스에서도 큰 차이

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발견되는 효과는 사례관리의 효과성으로 판

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연구 결과의 해석 

결과에서 제시한대로 사례관리군의 변화의 정도를 관찰군의 변화의 정도와 시

계열로 비교할 경우 BPRS와 GAF는 첫 해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둘 째 해부터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난 GAF 점수의 상승은 GAF 척도의 1단계인 10점에 못 미치며 대상군 산

정 시 10점의 변화를 검증할 수 있는 수준의 규모를 목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 

변화의 유의성에 대한 해석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BPRS 점수 호전 역시 사

전-사후 검정에서 통계적으로는 유의하나, 수치의 변화 자체는 미미한 수준임은 

사실이다. 관찰군과의 비교한 사례관리군에서의 호전의 정도는 통계적 유의성에

는 미치지 못하는 경향성 수준이었다. 다만 평균 BPRS 44점은 항목별 평균 1.8

점 수준으로, 각 항목 점수가 1 (none)~2 (minimal) 수준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유의한 점수 증가가 없다는 것 만으로도 성공적인 증상 관리를 반영하

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외국에서의 실험적인 연구에서도 본 연구에서와 같은 고전적인 사례 관리를 통

한 증신 BPRS로 측정한 증상의 호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보고가 있다 (13,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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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ACT 팀이 고전적인 사례관리 뿐 아니라 단순 외래 치료보다도 BPRS

나 기타 도구로 측정한 증상 관리 측면에서 우월하다는 근거는 없다는 것 (24, 

43, 57, 58)을 감안할 때 사례관리의 모델을 불문하고 정신증상을 호전시키는 것

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런 외국의 실험적 연구들에서 관

찰군에 대해 증상의 악화를 보고하고 있는 경우도 없으며, 본 연구의 결과와 일

치하는 결론인 것으로 생각된다.   

 삶의 질에 대해서는 조현병 환자의 삶의 질 척도와 WHODAS-II를 이용한 장애 

수준 양쪽에서 살펴 보았으나 여기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외국에서 진행된 고전적 사례관리에 대한 연구 중 삶의 질과 장애 수준에 대해 

조사한 연구는 드물기 때문에 결론을 유추하기는 어렵지만 90년대에 시행된 두 

편의 실험적 연구에서 1년 추적 결과 사례관리가 삶의 질과 사회적 기능 (13, 15)

의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는 보고가 있다. ACT형 고강도 모델

에서도 사회적 기능과 삶의 질이 단순 외래 치료나 고전적 사례관리 (24, 57, 58)

양쪽 모두에 비해 우월하다는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 결과와 기존 연구

의 보고들을 종합할 때 저강도의 고전적 사례관리 방식이 단순 외래 치료에 비해 

정신병리 증상이나 기능의 호전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다른 주요 결과 변수는 입원 일수이다.  2년 관리의 결과 사례관리군에

서 연 평균 입원 일수가 37.8일에서 20일로 감소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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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일 수 는 첫 해에는 양쪽 모두에서 일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양 군간

의 변화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사례군과 대조군 모두 1

년 사전-사후로 비교에서의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결과 제시 안 함). 하지

만 둘째 해에는 사례관리군은 입원 일수 감소의 추세가 지속되었지만 관찰군의 

경우 다시 입원 일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서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지역

사회 유지 성공이라는 별도의 결과 변수를 조합하여 분석을 진행한 경우에도 본 

연구에서는 사례관리군의 약 70%가 지역 사회 유지에 성공하고 있었다. 이에 비

해 관찰군은 초기에 증상이 사례관리군보다 경미했음에도 불구하고 43%만이 지

역 유지를 성공하고 있었다. 관찰군의 경우 특별히 지역 사회 유지에 도움이 되

는 요인을 찾아 보기는 어려웠으며, 다만 약물 순응도가 떨어지는 경우 지역 유

지 성공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사례관리군의 경우 21

년 이상의 장기 유병기간과 과거 장기간의 입원력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지역 

유지가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요소를 보정한 회귀 모델에서 지역정신

보건센터의 사례관리는 성공적인 지역 유지의 강한 예측인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외국에서는 입원 일수에 대한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사례관리 효과에 대한 대규

모 실험적 연구가 보고된 적이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 한 편씩 고전적 사례관리 

모델을 적용한 12~18개월간의 추적 환자 경과를 보고 하고 있다. 이 두 편 모두 

사례관리군에서 관찰군 보다 높은 입원 비율을 보이는 것을 보고 하고 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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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이 두 편의 논문을 포함해 크고 작은 6편의 결과를 종합한 systematic 

review에서 역시 1.84의 교차비로 사례관리가 입원을 증가시키는 것을 보고 하

고 있다 (40). 입원 회수뿐 아니라 월 평균 입원 일 수 역시 사례관리군이 

1.8~3.1일로 단순 외래 치료군의 1.0~1.8일에 비해 긴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런 입원의 증가는 증상의 호전은 없는 상태에서 치료 유지율이 증가되기 때문

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이에 비해 ACT 등 고강도 사례관리 서비스인 경우 연구

에 따라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이기도 하나, 최근의 메타 분석에서 6개의 실험적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12~18개월의 ACT 등의 고강도 사례 관리

는 입원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으로 (교차비 0.59, 95% 신뢰구간 0.45-0.78) 보

고 하고 있다 (43). 이런 외국의 보고를 종합하면 저강도 서비스인 고전적인 사

례관리는 병원 및 치료시설과의 접촉을 유지시켜주는 것 외에 현대식 외래치료

(treatment as usual)와 다른 결과의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증가된 경각심에 의

해 재입원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고강도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서

만 입원 감소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기존 보고를 감안할 때 사례관리자 1인당 환자 관리 부담이 50명을 훌쩍 

넘어가는 국내의 저강도 사례관리가 입원 일 수 감소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은 

의외의 결과이다. 방법상 제한을 감안하고서라도 기존 국내 연구들이 비슷하게 

사례관리의 효과성을 보고 하고 있는 것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물론 본 연구는 

전향적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후향적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는 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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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무작위 배정 연구(randomize controlled study)가 아니라는 점에서 결과의 비

툴림이 있을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사례관리군과 관

찰군 사이에 질병 상태나 병원 치료 양상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에서 비툴림이 보정되고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입원 일수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원인 중 한가지는 본 연구에서 제공

되고 있는 사례 관리의 형태는 외국의 저강도 사례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순

한 고전형 사례관리 모델에 집중 사례관리의 양식이 접합된 양식이라는 점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1인당 사례 부담 50명 이상 이라는 점에서는 저강도 사례관리

에 속하지만, 다학제 팀 구성, 부분적 24시간 커버, 아웃리치의 강조, 다양한 직

접 서비스 제공이라는 점 등은 집중 사례관리의 양식에 가까운 특징이다. 완전히 

같은 모델은 아니지만 90년대 중반의 몇 편의 연구에서 국내와 비슷한 지역사회

내 다학제 정신보건팀을 통한 환자 관리는 3~12개월내 재입원 확률(Risk ration 

0.47~0.88)을 낮춘다는 보고가 있었다 (23, 59, 60).  

두 번째로 사례관리군과 관찰군 사이에서 2년 경과 기간 약물 순응도 수준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사례관리군에서 75% 이상 약물 복용하는 비율은 약간 증

가함에 비해 관찰군에서는 약간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양군 간 비교에서

의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사례관리군에서의 평균 약물 복용 비율

은 65.2% 에서 82.2%로 사전 사후 검정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사례 관리의 효과에 의한 약물 복용율의 증가를 검증한 연구는 예상 밖에 적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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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사례관리에 대한 연구에서 중에서 한 연구가 약물 유지율 감소를 보고가 

있었으며 (13), 고강도 사례관리와 고전적 사례관리 비교 연구의 경우 고강도 사

례관리가 약물 유지율을 증가시킨다는 보고와 차이가 없다는 보고가 다 이루어지

고 있다 (11, 61, 62).  

세 번째 가능성은 본 연구에서 사례관리에 의한 입원 감소의 효과는 2년차부

터 명백해 지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기존에 보고된 고전적 저강도 사례관리에 대

한 연구 중 18개월 이상 추적기간을 보고 하고 있는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므로 

24개월 이상의 중장기 사례 관리가 입원 감소의 조건일 경우, 입원 감소를 발견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35개월 이상 추적한 연구가 미국에서 1992년에 한

번 보고된 적 있었다 (55). 이 논문에서는 사례관리군에서 입원의 확률이 유의하

게 올라간다는 (교차비 2.6, 95% 신뢰구간 1.52-4.45) 보고를 하고 있어 결론을 

내리기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는 심각한 수준의 환자는 연

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진단 중 조현병의 구성 비율이 38% 로 매우 이질

적인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등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저강도 사례관리가 입원 일 수 감소를 포함한 긍정적인 결

과를 만드는 중요한 기전은 사례 관리에 의한 장기 입원 억제 효과 때문으로 보

인다. 24개월의 관리 기간 중 입원 경험율은 사례관리군과 대조군에서 모두 30% 

전후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관리 기간 중, 특히 12개월 이후 연간입원 일수는 

사례관리군에서 유의하게 짧았다. 즉 입원 회수 자체에는 차이가 없으나 각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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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간을 짧게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대조군이 사례관리군에 비해 장

기입원으로 이어질 우도비가 2.34 라는 점이 이런 해석을 지지하고 있다.  

추가적인 분석을 위해 시행한 생존 곡선 분석에서 장기와 단기 입원을 모두 포

함한 전체 입원 이벤트에 대한 생존곡선에서는 두 군 사이의 차이가 벌어지지 않

았다. 이 점은 점은 서비스 강도에 따른 생존 곡선이 다시 설명을 해 주는데, 사

례관리 빈도가 높은 군에서 통계적 유의성에 근사한 수준으로 빨리 입원을 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는 연구의 구조상 사례관리의 빈도는 통제를 하지 않았

기 때문에 자연히 증상이 심하거나 여건이 불리할 수록 높은 빈도의 사례관리를 

제공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상 혹은 각종 여건이 더 불리한 

경우 더 빨리 입원을 하게 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장기와 단기 입원 이벤

트를 분리할 경우 다른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이벤

트에 대해 생존 곡선을 그렸을 때에는 사례관리군이 관찰군에 비해 늦게 입원하

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으며, 이 결과는 통계적인 유의성에 근사하고 있다.  

요약하면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사례관리군에 포함이 되었고, 그러므로 초기 

입원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이런 입원이 사례관리 등의 영향으로 인해 장

기 입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면에서 사례관리는 유용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생존 곡선의 경우 2년으로는 censor가 많아 통계적 유의성이 떨

어지기 때문에 좀 더 장기 적인 연구로 결론을 내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 6

개월 장기 입원 그래프에서 그래프상 좀 더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었는데,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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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관찰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6개월 입원 이벤트에서는 censor로 나오는 케

이스가 너무 많아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는 어려웠다.   

이 점은 해외의 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로서의 입원이 국내에서의 입원

이라는 결과와 같은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반증이 된다. 앞에서 소개한 

해외 연구들은 월 평균 입원 일 수 1.0~1.8일 사이를 보고 하고 있는데 (15, 55),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월 평균 입원일수는 4.3 일로, 해외의 입원이라는 결과

보다는 국내의 입원이라는 결과가 치료와 지역 유지 실패를 더 명백하게 반영하

는 결과일 수 있다. 본 연구가 진행된 정신보건센터의 장기재원비율 (등록 회원 

중 지난 2년간 6개월 이상 입원 경력이 있는 경우)은 2.8%로 서울에서 가장 양

호한 편이다 (51). 하지만 서울 시내 정신보건센터의 장기 재원 비율은 평균 

6.6%, 심한 경우 16.6%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며, 모든 정신병원과 요양시설

의 평균 재원 기간은 여전히 6개월에 육박하고 있다 (44). 즉 국내의 경우 정신

과 병원 입원은 매우 쉽게 장기화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정신보건센터의 사례관

리 서비스가 이런 입원의 장기화를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

울 수 있다. 

입원과 사례관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사례관리군이 관찰군에 비해, 덜 심각하게 느껴지는 증상 수준에서 좀 더 높은 

빈도로 계획적이고 선택적인 입원과 퇴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증상

의 악화를 빨리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좀 더 계획적인 치료 과정을 진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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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외국의 저강도 사례관리 효과성 연구에서의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하지만 입원 이후 관찰군에 비해 병원과의 원활한 계

획 상의와 그로 인한 계획적 퇴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역시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는 간접적으로나마 사례관리와 정신보건센터가 입원의 장기화를 예방하고 있

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퇴원 시 증상의 호전 상태는 사례관

리군이나 대조군 간의 차이는 크게 없었으며, 장기와 단기 입원으로 구분하였을 

때도 CGI-I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결과 제시 안 함) 하지만 사례관리군은 

퇴원 이후 관리를 통해 6개월 후에는 유의한 증상 호전 차이를 볼 수 있어, 증상 

호전을 기다리는 장기입원보다는 입원 목표가 해소되면 빨리 퇴원하여 지역에서 

관리하는 형태의 지역 정신보건이 효과 측면에서 우월할 가능성을 비춰주고 있다.   

이런 결과를 종합하면 국내의 사례관리 서비스는 저강도형 서비스임에도 불구

하고, 국내의 입원 체계가 만성 입원 중심 체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입원 일 

수 감소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과정 사이에는 지역 정신보건센터의 

정신과 전문의가 이끄는 다학제팀과 병원과의 계획 공유와 협조가 그 연결고리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해외의 저강도 사례관리 모델은 이런 다학제 계획과 병

원 치료와의 연계를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이 국내 모델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과를 발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요소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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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결과가 가지고 있는 국내 정신보건에 대한 함의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국내 정신보건센터의 사례관리 모델에서는 2년 이상의 

장기적 사례관리가 시핼 될 경우 입원을 줄일 수 있으며 기능이나 정신병리 면에

서도 임상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게 해 준다. 사례관리군은 

처음에 증상이 안 좋은 상황에서 관리를 받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처음 수 개

월은 입원이 많이 지역 유지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나, 2년부터

는 관찰군에 비해 양호한 임상적 결과를 보이기 시작한다. 이에 비해 센터의 사

례관리 서비스를 거부하는 관찰군은 초기의 양호한 증상이 1년간은 유지되나 그 

이후부터는 전반적인 상태 악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해석해 볼 수 있

다. 그러나 이런 차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지에 대한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생존곡선에 대한 분석, 특히 장기 입원의 생존 곡선에 대한 분석도 마

찬가지로 2년 이상의 결과가 효과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그러므로 3년 이후의 추적 데이터로 이 가설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

의 코호트는 지속 중이기 때문에 다음 추적 시점에 새로운 분석을 시도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본 연구가 수행된 정신보건센터의 사례관리자 평균 케

이스 로딩은 1 인당 66명, 여타 업무와 팀을 고려할 때 실제 전담 사례관리자 1

인(1 FTE : full time equivalent, 직접 사례관리 수행 인력)의 부담은 86명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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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다. (센터 자체 통계). 서울의 경우 실제 사례 부담은 374명/1FTE로 (51) 연구

가 수행된 정신보건센터의 경우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다.  또한 실제 사례관리 

사업의 질적 관리, 혹은 모델 충실도가 입원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메타

연구의 보고를 감안할 때 (41), 국내 정신보건센터의 사례관리 서비스의 모형은 

거의 다르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적정한 인력이 현재의 사례관리에서 제시되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를 수행한 다는 전제 하에서 국내 사례관리 서비스의 효과성

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외국의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케이스 로딩은 저강도의 고전적 모

델의 경우 1:30~1:50 (11, 40) 수준이다.  국내의 극도로 높은 케이스 부담은 필

연적으로 저품질 서비스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

은 수준이나마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일선 직원들의 희생적인 노력

과 더불어, 사례관리 서비스 모델에 현실적으로 차용할 수 있는 집중 사례관리 

서비스의 요소를 수용한 한국 정신보건의 창의성에 기인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만 임상적인 환자 관리 계획, 다학제 접근, 병원과의 협조관계 구성 등은 센터 관

리자들이 전문성과 유연성, 그리고 병원과 정신 보건 양쪽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동작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정신보건시설의 양적 팽창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을 생각하면 지속적인 정신과 전문의의 참여와 정신보건 전문가 양성, 

정신보건 서비스의 전문화와 질 관리, 모델 충실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 

앞으로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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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의 사례관리 서비스는 저강도 사례관리 서비스의 미흡한 효과에 대한 

반성으로 집중적 사례관리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을 위한 사례관리에 추가적인 재원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 가지는 정신보건사업의 우선순

위에 대한 혼선이다. 본 정신보건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델파이 조사 (63)

에서 전문가들은 중증 정신질환 사업이 정신보건센터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라는 의견을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계속되는 사회적 이슈와 연관된 

사업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자살, 학교 폭력 등에 대한 지역 일반 인구의 요

구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런 서비스 수요를 소화할 수 있는 곳은 현재 정신보

건센터외에는 없는 실정으로, 정신보건센터는 한정된 인력 안에서 업무를 분화시

켜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또 한가지는 국가 정신건강 정책의 이중성이다. 

2000년 도 이후 매년 정신과 장기 입원시설 병상수가 증가 추세이다 (44). 이런 

국내 정신과 장기 입원의 배경은 극단적인 저비용, 저강도 서비스로 요약할 수 

있다. 환자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의료보호환자의 경우 1일당 입원비가 37,000 

~ 42,000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런 극단적인 저비용은 특히 대형 정신병원에

서, 의료 보호 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동시에 (64) 수요자인 환자 

가족이 장기입원을 선택하는 강력한 유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정신병상

의 규모는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44), 지역 사회 내 중증 정신

질환의 문제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며 (65), 이 점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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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관리 체계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정신보건센터는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전에 응하는 동시에, 국가

의 재원을 만성 병원에서 지역 정신보건으로 전환 투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례관리를 포함한 정신보건 서비스의 비용 대비 효과, 

혹은 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지표가 근거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사례의 수가 크지 않으며 의료 비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본격적인 비용 관련 분석은 수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서 대략적인 추

산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정신병리, 전반적 증상에는 

작은 수준의 변화가 있으며 삶의 질에는 사례관리군과 관찰군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간접적인 비용과 간접적인 이득은 계산이 필요 없다고 가정할 수 있다. 2

년째 추적 조사에서 사례관리군과 관찰군 사이의 1년 입원 기간의 차이는 7.48

주, 즉 52.36일 이었다. 즉 사례관리군은 1,937,320원의 입원 진료비 절감에 성

공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비해 이 연구를 진행한 정신보건센터의 중증 정신질

환자 1인에 투입된 예산은 중증관리 예산을 대상자 수로 나누었을 때 연간 

1,028,571 원, 이들의 52.36일 간 외래 치료 비용은 141,372원으로 예상된다. 

(보호환자 1일 정신과 진료비 급여 2700원 기준) 이렇게 계산했을 때 정신보건

서비스는 환자 개인당 연간 약 797,377 원 정도의 의료 비용 절감을 이룬 것으

로 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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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요약 

본 연구는 현재의 저강도 사례관리 환경에서도 2년 이상의 사례관리는 환자의 

지역사회 유지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입원 예

방을 통한 직접적, 간접적 효과는 정신보건센터 사업의 투입 비용보다 큰 편익을 

가지고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기존의 고전적 사례관리의 연구가 대부분 18개월 

이내의 기간 안 시행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24개월 이상부터 나타나는 차이를 발

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 연구와 다른 결론을 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

다. 그러므로 이런 2년 차의 차이가 유지되는지에 대한 중장기간의 추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고강도 사례관리와 저강도 사례 관리에 대한 무작위 배

정을 통한 실험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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