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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

tion)에서 COVID-19 (Coronavirus disease-2019)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1], 전세계가 의료뿐만 아니라 사회 ․ 경제 ․ 교육 ․ 
문화 등 삶의 전반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였고, 그 영향은 현재

까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질환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러한 위기 상황에 더욱 심화된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놓이게 되

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2]. 우리나라에서 COVID-19로 인

한 최초의 사망자가 조현병 환자였고, 첫 집단감염의 사례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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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정신병원인 청도 남병원이었던 것이 이러한 재난 불평등

을 방증한다[3]. ‘재난약자’란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 또는 위험

감지 시 적절한 행동을 하기 어려운 자, 위험을 알리는 정보 습득

이 어렵거나 정보를 받아도 적절한 행동이 어려운 자로 정의되

며, 최근‘재난약자’와‘재난 취약계층’이란 용어가 함께 쓰이고 

있다[4]. 조현병 환자와 같은 중증정신질환자는 감염병 재난 상

황에서 적절한 처를 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재난 취약계

층에 속하기 때문에 이들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들이 겪는 변

화에 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COVID-19 관

련 감염률 및 사망률이 일반인구에 비해 높았고[5], 국외의 경

우에도 감염률, 입원율 및 사망률 모두 일반인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6, 7]. 특히 조현병 환자는 신체면역력 저하, 폐된 

구조의 장기시설에서의 거주, 인지기능 및 실행능력 저하로 인

한 감염예방 필요성에 한 이해와 처 정도의 저하, 낮은 

COVID-19에 한 지식 정도 등의 원인으로 COVID-19에 취

약하다[3,5,8,9].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외래 방문

율 감소[10,11], 약물치료 중단의 증가[8] 등 치료 비준수의 문

제도 발생할 수 있고, 정신재활시설 서비스 중단[12]으로 정신

사회적 중재 제공이 어려워 전반적인 정신증상 관리 및 재활에

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COVID-19와 같은 감

염병 재난 상황에서 조현병 환자에게 나타나는 일상의 변화를 

통합적으로 확인하고, 그 내용을 반영한 체계적인 돌봄 정책 및 

중재 개발이 절실하다. 

그러나 국내에서 조현병 및 중증정신질환자와 COVID-19 관

련 경험연구는 찾아보기 어렵고,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정신질

환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한 논의가 활발하지 못 하

다.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2009년 신종플루(Novel swine-origin influenza 

A (H1N1)), 2015년 중동 호흡기 증후군(Middle East Respira-

tory Syndrome, MERS)에 이어 현 COVID-19 팬데믹까지 신

종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상황은 반복되고 있으며, 언제든 다

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COVID-19 팬데믹 이후 출판된 연

구들을 통합적으로 고찰하여 추후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다양

한 감염병 재난 상황에 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필요

가 있다.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이 무작위 임상 시험과 근거의 

우선순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반면, 실험연구와 비실험연구

를 동시에 포함하는 가장 광범위한 유형의 통합적 고찰(inte-

grative review) 연구방법은 관심 현상을 완전히 이해하기에 

적합한 연구방법이다[13]. COVID-19 팬데믹 상황에 조현병 

환자 관련 연구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에 한 전반적인 정

리와 고찰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고찰 방법이 적합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조현

병 환자에게 나타난 변화는 무엇인가?’라는 연구질문을 토

로 국내 ․ 외 COVID-19와 조현병 관련 연구문헌을 통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감염병 재난 시 조현병 환자 및 

중증정신질환자를 위한 체계적인 방역 책 및 중재 계획에 유

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Whittemore and Knafl [13]이 제시한 방

법에 따라 통합적 문헌고찰을 수행하여 COVID-19 팬데믹 상

황에서 조현병 환자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측면의 변화를 파악

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이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조현병 환자에게 나

타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통합적 문헌고찰 연구이다. 전체

적인 연구의 절차는 Whittemore와 Knafl의 통합적 문헌고찰 

5단계인 연구문제, 문헌검색, 문헌평가, 문헌분석, 결과제시의 

순서를 따랐다[13]. 

2. 연구문제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조현병 

환자에게 나타난 변화는 무엇인가?’이다.

3. 문헌검색

이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Institutional Review Board

로부터 심의면제를 받은 후 시작되었다(IRB NO. DGU IRB 

2021028-01). 전반적인 문헌검색과 선정은 3명의 독립된 연구

자에 의해 수행되었고, 문헌 선정에서의 이견 등은 연구회의에

서 연구자 간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조정되었다. 문

헌검색 전 연구자들이 설정한 문헌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019~2022년 COVID-19 pandemic 기간동안 조현병 환자에

게 나타난 변화를 다룬 논문(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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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oV’의 인체감염이 시작된 2019년을 포함), 2) 동료 심사

(peer review)를 거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3) 한국어 또는 

영어로 쓰여진 논문이다. 문헌 고찰에 제외된 논문의 선정

기준은 1) 조현병 환자 이외의 상자가 포함된 논문, 2) 학위

논문과 편집자 편지, 학술 회 발표, 리뷰 논문 등이었다. 문

헌검색은 3명의 독립된 연구자에 의해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에 시행되었다. 국내 검색엔진은 Data Base 

Periodical Information Academic (DBpia), Research Infor-

mation Sharing Service (RISS), Korean studies Informa-

tion Service System (KISS)를, 국외 검색엔진은 EMBASE, 

PubMed, PsycInfo를 이용하였다. 검색어 선정을 위해 Medi-

cal Subject Headings (MeSH)을 활용하였고, 추가로 선행 문

헌의 영문제목 및 주요어를 검토하여 다빈도 키워드를 확인하였

다. 이에 따라((COVID-19) OR (“COVID 19”) OR (“Corona-

virus disease”) OR (“Coronavirus disease-19”) OR (“Coron-

avirus disease 19”)) AND ((schizophrenia*) OR (“Schiz-

ophrenic Disorder”))의 검색식이 수립되었다. 데이터베이스

에서 검색된 문헌들은 서지관리 프로그램(EndNote 20.2.1)을 

통해 목록화한 후 검토 및 정리하였다. 먼저 각 검색엔진 별 중

복문헌을 제거한 후 선정 및 제외기준에 따라 문헌의 제목, 초

록, 전문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였고, 연구자 회의를 통해 최종 

분석 상 문헌을 선정하였다. 국내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

된 논문이 부재하여 국외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된 총 1,118

편 중 중복문헌이 제거되어 총 710편의 문헌이 추출되었다. 이

후 문헌의 선정 및 제외기준에 따라 제목과 초록을 검토한 결과 

총 59편의 논문이 추출되었고, 논문 본문을 포함한 전체 내용 

검토를 통하여 총 15편의 문헌이 최종 분석 상으로 선정되었

다(Figure 1). 

4. 문헌의 질 평가

최종 선정된 논문의 질 평가는 Joanna Briggs Institute (JBI) 

checklists로 실시하였다. Case control study [14], cross 

sectional study [15], cohort study 연구[16], case report study 

[17], quasi-experimental study [18], qualitative study [19]

에 각각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각 문항은 ‘Yes’, ‘No’, ‘Unclear’ 

Figure 1. PRISMA 2020 flow chart of study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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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Not applicable (NA)’로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

으며, ‘Yes’로 응답한 경우 JBI의 질 평가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의미한다. 15편의 논문을 상으로 질 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5. 문헌분석

문헌분석 틀은 Microsoft Office사의 Excel 상 매트릭스를 

작성하여 분석하였다. 선정된 문헌의 일반적 특성은 연구수

행 국가, 연구를 발표한 연도, 연구설계 순으로 분석하였고, 

COVID-19 팬데믹 기간동안 조현병 환자에게 적용된 접근, 

상자의 특성, 변화 내용 순으로 정리하였다(Table 2). 문헌 

분석과 정리는 전체 문헌을 연구자 3인이 독립적으로 검토한 

후 통합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고, 분석된 최종 내용에 해 연

구자 간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충분한 논의와 적절성에 한 재

검토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문헌고찰을 위해 선정된 15편의 논문을 상으로 다음과 같

은 세 범주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1. 문헌의 일반적 특성

선정된 문헌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3과 같다. 분석 상

에 포함된 연구는 총 15편이었고 모두 국외 논문이었다. 연구

가 이루어진 단일국가로 중국이 4편(26.67%)으로 가장 많았

고, 륙별로는 유럽연합 국가가 7편(46.67%)으로 나타났다. 

출판 연도는 코로나 유행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분포

되어 있었으며 2021년 9편(60.00%)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

루어 졌다. 연구방법은 양적연구(12편)가 우세하였고, 그 중 

cross sectional study가 5편(26.66%), case control study와 

cohort study 가 각각 3편(20.00%)으로 양적연구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2. 건강결과 측면의 변화

조현병 환자에게 나타난 건강결과 측면의 변화는 정신사회

적 건강 영역과 신체적 건강 영역으로 나뉘어 졌다.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조현병 환자의 정신사회적 건강 변화를 연구

한 다수의 논문에서 상자의 우울, 스트레스, 불안, 수면 장애

의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A1-A4]. 이들 연구는 

COVID-19 질병 자체가 주는 불안감과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Table 1. JBI Critical Appraisal of Included Studies by Research Design

Design/Citation
Critical appraisal

Q1 Q2 Q3 Q4 Q5 Q6 Q7 Q8 Q9 Q10 Q11

Case control studies
X Liu et al. (2020)
J Ma et al. (2020)
G Fond et al. (2021b)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UC
Y

Y
UC
Y

Y
Y
Y

Y
Y
Y

Y
Y
Y

-
-
-

Case report studies
L Zeng et al. (2021)
J.R Llesuy et al. (2020)

Y
Y

Y
Y

Y
Y

Y
Y

Y
Y

Y
 N/A

N
N

Y
Y

-
-

-
-

-
-

Cohort studies
D Tzur Bitan et al. (2021a)
D Tzur Bitan et al. (2021b)
G Fond et al et al. (2021a)

Y
Y
Y

Y
Y
Y

Y
Y
Y

Y
Y
Y

Y
UC
Y

Y
Y
Y

Y
Y
Y

Y
Y
Y

Y
Y
Y

UC
UC
UC

Y
Y
Y

Cross sectional studies
A Civan Kahve et al. (2021) 
Kikutani et al. (2021)
S Kisely et al. (2021)
S Moga et al. (2021)
J Ma et al. (2021)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UC
UC
UC
UC
UC

UC
UC
UC
UC
UC

Y
Y
Y
Y
Y

Y
Y
Y
Y
Y

-
-
-
-
-

-
-
-
-
-

-
-
-
-
-

Quasi-experimental study
Á Escolà-Gascón (2022) Y Y Y Y Y Y Y Y Y - -

Qualitative study
K Kotlarska et al. (2022) Y Y Y Y Y Y N/A Y Y Y -

Y=yes, N=no; N/A=not applicable; UC=unclear; -=no checklist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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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mmary of Studies of Changes Experienced by Patients with Schizophrenia

Authors
(year)

Nation Study design
Quarantine policy 

/Treatment
Number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clients
(Mean age (year, Sex)

Significant outcomes

X. Liu et al.
(2020)

China Case control 
study

․Transferred to the 
isolation ward
(30 January 2020 and 
15 February 2020)
․Antibiotic, antiviral 
therapy
․Psychiatric 
medications

52
․Covid-19 suspected 
group: 21
․Control group: 30

Covid-19 suspected 
group
․Mean age=43.1
․Male:Female=9:12
․Control group
․Mean age=45.0
․Male:Female=15:15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stress, depression, 
anxiety and sleep disturbance in Covid-19 
suspected group

J. Ma et al.
(2020)

China Case control 
study

․Isolated (from 
10 January 2020 to 
30 April 2020), due to 
having close contact 
with COVID-19 
patients

60
․Isolation group: 30 
․Control group: 30

Isolation group
․Mean age=43.17
․Male:Female=12:18
․Ctrl group
․Mean age=45.00
․Male:Female=15:15

․Between groups: significantly higher stress, 
depression, anxiety scores in isolation group
․Before and after social isolation: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C-reactive protein, stress, 
anxiety, sleep disturbance.

Llesuy & Sidelnik
(2020)

Canada Case report ․Hospitalized for 
2 weeks

1 ․Age=50
․Sex=Female

․Febrile to 101.3° F, respiratory distress with 
oxygen saturation of 92%, and a chest X-ray 
showing bilateral opacities. 
․C-reactive protein of 330.4 mg/L, 
lymphopenia to 900/μL, and hemoglobin A1c 
of 8%
․Worsening hypoxemia, vaginal bleeding, and 
hypotension. 
․Died due to pulmonary embolus

L. Zeng at al.
(2020)

China Case report ․Psychological 
counseling, supportive 
psychotherapy
․drug replacement, 
complex medication

1 ․Age=57
․Sex=Male

․The levels of tension, panic, and anxiety
(aggression and paranoia) increased
․The level of alanine aminotransferase 
increased 
․The number of cluster of differentiation 3+ T, 
cluster of differentiation 4+ T, B cells was 
below the normal range 
․immunoglobulin M and immunoglobulin G, 
increased

D. Tzur at al.
(2021a)

Israel Cohort study ․Not available 51,078
․Schizophrenia 
group: 25,539 
․Control group: 
25539

․Mean age=51.94
․Male:Female=
31,141:19,937

․Individuals with schizophrenia presented 
․A significantly sharper incline in probability of 
COVID-19 hospitalization
․A significantly sharper decline in survival 
rates
․A milder incline for vaccination as time 
progressed

D. Tzur at al.
(2021b)

Israel Cohort study ․Not available 51,078
․Schizophrenia 
group: 25,539
․Control group: 
25,539

․Mean age of 
schizophrenia 
group=51.51
․Mean age of control 
group: 51.37
․Male:Female=
31,141:19,937

․People in schizophrenia group 
․we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be tested for 
COVID-19
․were less likely to test positive for COVID-19 
․were twice as likely to be hospitalized for 
COVID-19 (morbidity)
․were 3 times more likely to experience 
COVID-19 (mortality)

G. Fond et al.
(2021a)

France Cohort study ․Not available 50,750
․Schizophrenia 
group: 823
․Control group: 
49,927

Schizophrenia group 
․Mean age=Not 
available
․Male:Female=402:421
․Control group
․Mean age=Not 
available
․Male:Female=
28,416:21,511

․The schizophrenia (SCZ) patients had an 
increased in-hospital mortality compared with 
controls. 
․Significant interactions between SCZ and age 
for mortality and ICU admission were 
observed. 
․SCZ patients between 65 and 80 years had a 
significantly higher risk of death than controls 
of the same age. 
․SCZ patients younger than 55 years had more 
ICU admissions and SCZ patients between 65 
and 80 years and older than 80 years had less 
ICU admissions than controls of the same age.

Civan et al.
(2021)

Turkey Cross- 
sectional 
study

․Not available 396 ․Mean age=41.7
․Male:Female=247:149

․15.9% of the participants were in relapse
․73% of the participants could not visit 
outpatient visit due to anxiety of contracting 
COVID-19
․59.5% of the participants get their medicines 
from pharmacy without prescription
․7% of the participants followed psychiatrists 
online.



 Vol. 31 No. 4, 2022 487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조현병 환자에게 나타난 변화: 통합적 고찰

Table 2. Summary of Studies of Changes Experienced by Patients with Schizophrenia (Continued)

Authors
(year)

Nation Study design
Quarantine policy 

/Treatment
Number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clients
(Mean age (year, Sex)

Significant outcomes

G.Fond at al.
(2021b)

France Case control 
study

․Not available 1,092
․Schizophrenia group: 15 
․Control group: 1,077

Schizophrenia group
․Median age=62.5
․Male:Female=11:4
․Control group 
․Median age=62.0
․Male:Female=582:495

․Schizophrenia patients had an increased 
mortality compared to the non- 
schizophrenia patients (26.7%:8.7%)
․Schizophrenia patients were not more 
frequently admitted to the ICU than the 
non-non- schizophrenia patients
(13.3%:17.6%)

Kikutani et al.
(2021)

Spain Cross sectional 
study

․Undergoing 
inpatient treatment 
due to 
schizophrenia with 
Infection care

44 ․Mean age=68.86 
․Male:Female=13:31

․Decreasing Food Intake Level Scale score in 
14 subjects
․6 subjects transitioned from oral feeding to 
parenteral feeding
․A≥10% weight loss during infection 
treatment
․Chlorpromazine equivalents, comorbidities, 
and number of days of hospitalization 
showed no associations with decreased 
eating function.

S. Moga et al.
(2021)

Romania Cross sectional 
study

․Isolated a special 
designated unit of 
the same hospital 
as consequence of 
Romanian 
Government Policy 
at the beginning of 
Covid-19 pandemic

202
․Schizophrenia group: 101
․Control group: 101

Schizophrenia group
․Mean age=54.30
․Male:Female=51:50 
․Control group
․Mean age=54.31
․Male:Female=53:48

․Some markers of inflammation (CRP and 
fibrinogen) were significantly lower in 
Schizophrenia patients
․The duration from infection to diagnosis and 
the start of symptomatic treatment was 
shorter for the group with SCZ (4.2±3.2 vs 
5.3±4.6, p＜.05).

Ma et al.
(2021)

China Cross sectional 
study

․Admitted isolation 
ward

21 ․Mean age=43.1
․Male:Female=9:12

․The scores of 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 were not significant (p=.225 
baseline vs. diagnosed, p=.399 cured vs. 
diagnosed). 
․Chinese Perceived Stress Scale scores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diagnosis and 
transfer to the isolation ward (p＜.001 
baseline vs. diagnosed, p＜.001 cured vs. 
diagnosed). 
․The course of schizophrenia was a protective 
factor of stress levels to cases (t=−3.25, 
p=.006), and patients’ perception of 
COVID-19 was a risk factor (t=2.48, p=.038).

K. Kotlarska et al.
(2022)

Poland Phenom-
enology

․Not available 10 ․Mean age=36.70
․Male:Female=7:3

․First reaction to information about the 
pandemic: anxiety, depression, 
indifference/disbelief
․Subjective assessment of the pandemic’s 
impact on patients’ mental health
․Patients’ attitudes towards temporary 
limitations and lockdowns. 
․Psychiatric treatment and psychotherapy 
during the pandemic.

S. Kisely et al
(2022)

Australia Cross sectional 
study

․Not available 7873 ․Mean age=44.36 
․Male:Female=
4,297:3,576

․A small (5.7%) reduction in the number of 
antipsychotics dispensed from new 
prescriptions requiring a consultation, from 
15,244 to 14,372, between April and May 
2019 and the same period in 2020, 
respectively. 
․This reductio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75) after adjusting for 
treatment class, age, gender, location and 
provider type.

A. Escolà-Gascón
(2022)

Spain Quasi-
experimental

․Social-health 
restriction in the 
general population

121
․Patients with 
schizophrenia: 39
․Patient with other 
mental disorders: 43 
․Patients with no 
psychiatric history: 39

Patients with 
schizophrenia
․Mean age=54.31
․Male:Female=53:48
․Patient with other 
mental disorders 
․Mean age=54.31
․Male:Female=53:48 
․Patients with no 
psychiatric history
․Mean age=54.31
․Male:Female=53:48

․Psychotic-like experiences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132 days of social-health 
restrictions in the general population
․Psychotic-like experiences did not increase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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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인적 환경의 변화가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여 정신사회

적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언급하고 있다. 

반면 조현병 관련 양성과 음성 증상의 유의한 변화는 나타나

지 않았고[A4], COVID-19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일반인구와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자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오히려 일

반인구에서 정신증상과 유사한 경험이 더 많이 나타났다[A5]. 

신체적 건강 영역의 변화에서는 조현병 환자들의 음식 섭취 

수준 및 체중의 감소 경향이 나타났고[A6], 폐색전증의 발생으

로 사망을 한 사례가 보고되었다[A7]. 또한, COVID-19 상황에

서 나타난 조현병 환자의 임상검사상의 수치 변화로 염증인자

(inflammation markers)(C-reactive protein, fibrinogen 등), 

면역 관련 인자(cluster of differentiation 3+ T, cluster of dif-

ferentiation 4+ T, immunoglobulin M, immunoglobulin G) 

등이 정상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A3,A7].

3. 치료와 건강관리 측면의 변화

조현병 환자의 COVID-19 치료와 건강관리 측면의 변화를 

다룬 연구는 총 8편으로 분석결과를 통합하여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우선, 조현병 환자의 COVID-19로 인한 입원율은 일

반 인구 비 2배에서 5배 높았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조현병 

환자에 한 제한적인 초기 의료지원과 의료 불평등의 문제에

서 기인된다고 보고되고 있다[A8,A9]. 반면, 중증치료를 위한 

중환자실 입원비율은 일반 인구 비 유의한 차이가 없거나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현상은 상자를 수용할 병상 가용성, 

상자의 질병 중증도(예. ICU 입원 전 사망), 조현병 환자 스

스로의 ICU입원에 한 선호도 등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A10,A11]. 조현병 환자의 사망률의 경우, 높은 비율의 신

체 동반질환(예. 비만, 당뇨, 고지혈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병원 치료에 한 접근 지연 등으로 인해 일반 인구 비 3배에

서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9-A11]. 

한편, 조현병 환자의 감염병 재난 상황에 한 처나 치료

참여, 치료기간 측면에서는 일치되지 않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일부 연구에서는 상자들이 이전과 큰 차이 없이 COVID-19 

상황에 잘 처하며 치료를 받고 있으나[A12], 반면 감염에 

한 불안으로 외래방문을 못하거나 면상담 없이 또는 온라인 

상담 후 처방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었으며[A13], 의사의 처방 

횟수 자체가 감소했다는 결과가 보고된 연구도 있었다[A14]. 

조현병 환자들의 COVID-19 선별검사의 횟수는 정신과 치료

를 위한 사전 검사 등으로 일반 인구 비 많지만 검사 횟수 

비 확진자 수는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A9]. 또한 COVID-19 

양성판정을 받은 집단을 상으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조현

병 환자의 감염 후 진단까지의 기간과 진단 후 치료까지의 기간

이 일반인구에 비해 빨랐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A15].

논 의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조현병 환자에게 나

타난 변화를 확인하여 향후 반복적으로 도래할 수 있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의 조현병 및 정신질환자를 위한 책과 간호중

재를 계획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통합적 고찰에 선정된 최종15편의 연구는 모두 국외 논문

이었다. 한국은 COVID-19 팬데믹 초기부터 전 세계로부터 방

역 우수국가로 인정받아왔고[20],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트라

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재난정신건강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여 확진자, 자가 격리자, 

일반인 등을 위한 적극적인 심리방역을 수행해 온 반면[21], 조

현병 및 정신질환자에 한 특별한 고려 및 관심은 매우 부족하

였다. 뿐만 아니라 팬데믹 초기 정신의료기관의 감염병 책 미

비라는 국내 정신의료체계의 한계를 보이며 정신질환자 중 다

수의 COVID-19 확진자 및 사망자를 발생시켰다[3]. 정부는 이

후 정신건강증진시설의 병상 이격거리 조정, 집단 프로그램 시

행의 제한, 손씻기 시설의 의무 설치와 같은 제도의 변화를 추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viewed of Papers 
(N=15)

Variables Categories n (%)

Country Australia
Canada
China
France
Israel
Poland
Romania
Spain
Turkey

1
1
4
2
2
1
1
2
1

(6.67)
(6.67)
(26.66)
(13.33)
(13.33)
(6.67)
(6.67)
(13.33)
(6.67)

Published year 2020
2021
2022

3
9
3

(20.00)
(60.00)
(20.00)

Research design Case control studies
Case report studies
Cohort studies
Cross sectional studies
Quasi-experimental study
Phenomenology 

3
2
3
5
1
1

(20.00)
(13.33)
(20.00)
(33.33)
(6.67)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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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였고, 그 결과 팬데믹 초기에 비해 4차 유행 시기에는 조

현병 환자의 COVID-19 확진비율 및 사망자수의 감소추세가 

나타났다[22]. 그러나 임상환경을 넘어 지역사회 거주 조현병 

상자에 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들을 아우르는 감염병 재난

에 한 종합적인 접근은 아직 제시되지 못 하고 있다. 2015년 

MERS 유행 시에도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에 한 국가적 재

난 상황에서의 감염병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 마련에 한 요구

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부재한 실정이다[23]. 본 통합적 고찰에

서 확인된 내용을 포함하여, 추가로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활용

한 다수의 연구를 통해 조현병 및 정신질환자를 위한 감염병 재

난 관련 지식을 축적하고, 다각도의 통합적인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감염병 재난에 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분석된 15편 중 12편이 양적연구방법으로 수행되었는

데,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조현병 환자의 가족 돌봄 경험

을 연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현병 환자의 증상 단계별로 건

강관리 및 재활, 그리고 요구 사항이 상이하였다[24]. 따라서 

조현병 환자가 참여하는 추가의 질적연구를 통해 팬데믹에서

의 개별적인 경험을 깊이 있게 탐색하여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비장애인 중심의 방역환경에서 이들이 조현병을 

지닌 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더욱 실효성 있는 

중재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의 문헌 검색 기간은 2022년 2월 28일까지였고, 

우리나라에 중증도와 사망률이 상 적으로 낮은 오미크론 변

이가 출연하여 5차 유행이 시작되던 시점이었다[25]. 이후 신

규확진자의 수는 더욱 증가하였으나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는 엔데믹 단계에 접어들었다. 따라

서 이러한 국면 전환이 조현병 환자에게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

는지 이후의 연구들을 분리하여 통합해 볼 필요가 있겠다.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조현병 환자들에게 나타난 정

신사회적 건강의 변화는 우울, 스트레스, 불안, 수면 장애의 수

준이 증가한 것으로 무력감, 우울감이 심화되었다는 선행연구

와 일치하는 결과이다[24]. 그러나 앞선 선행연구[24]에서는 

정신증상도 악화되어 재입원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반면, 본 

연구에서 분석된 연구 중에는 양성 또는 음성 증상의 악화가 유

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A4]. 따라서 COVID-19 팬데

믹 상황에서 조현병 환자의 정신증상이 악화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및 여러 공적 조치들로 지역 정신

건강증진시설의 역할이 중단 및 축소되면서 타인과의 상호작

용 감소에 따라 증가되는 사회적 고립감, 무력감, 우울감 등이 

매개하여 정신증상 악화를 야기할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Shin과 Joung [24]의 연구에서 조현병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

은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소수 인원의 교  방식과 같은 탄력적 운영, 국가 지원의 근로

지원인의 도움 등을 활용하여 면 활동을 유지해야 함을 강력

하게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정신장애인 사업장에서 

팬데믹으로 휴관이 장기화되었으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

을 격리시키지 않기 위해 인터넷 미팅 등 비 면 프로그램을 지

속하여 관계나 일상의 리듬을 유지하게 하였다[26]. 즉 거리두

기가 필요한 감염병 재난 상황에 조현병 환자가 고립되지 않고 

돌봄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

인 면 ․ 비 면 방법에 한 개발 및 훈련이 엔데믹 상태로 일

상을 회복한 지금부터 바로 추진되어야 하겠다. 

한편 신체적 건강 측면에서의 변화는 소수의 상자 또는 사

례를 제시한 연구가 부분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는 결과들이었으나 조현병 환자들이 일반 인구에 비해 신체적 

면역력 저하[3] 및 신체 질환, 특히 만성질환 이환률이 매우 높

은 편이며[27], COVID-19 관련 감염률 및 사망률이 일반인구

에 비해 높은 것이[5] 본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다. 또한 본 연

구의 분석에 포함된 연구 중에도 COVID-19로 인한 조현병 

상자의 일반 인구 비 입원율 및 사망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므로 감염병 재난 시 조현병 환자의 경우 일반인구에 

비해 더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통한 예방이 필요하고, 따라

서 체계적인 처 및 건강관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결과는 조현병 환자의 COVID-19 선

별검사 비율이 일반인구 비 높았던 반면, 검사 횟수 비 확

진자 수는 적은 것이다. 이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이나 의료기관 

이용 시 검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사회적 고립, 독거 등으로 조현병 환자의 전염의 기회는 

감소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현병 환

자의 경우 부정적인 사회 인식으로 인해 COVID-19 팬데믹 이

전의 삶이 이후와 다름없는 ‘격리상태’로 위축된 채 살아왔다

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24]. 팬데믹 상황에서 강도높

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될 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일상에 

불안과 우울감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재난 상황을 통해 우리 사

회가 더 건강한 방향으로 도약하기 위해 조현병 환자의 삶을 이

해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넘어 동일한 시민으로 함께 살아가게 하기 위한 사회 전반의 인

식 개선 또한 요구된다[28].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조현병 환자의 치료 유지 정도

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어 합의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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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 환자에게 치료 유지는 재발 예방에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사회적 거리두리 상황이나 감염에 한 

두려움으로 외래 방문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존재하나 봉쇄

령이 내려졌거나 의료기관과의 접근성이 상 적으로 어려운 

국외와 국내는 상황이 다를 것으로 추측되는 바, 추후 국내의 

외래 방문율 및 처방율에 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겠다. 

이상으로 본 연구를 통해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조현

병 환자에게 나타난 변화를 건강결과와 치료 및 건강관리 측면

에서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팬데믹 상황에서 조현병 

환자들에 한 연구 전반을 통합하여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의 

조현병 환자들을 위한 책 마련 및 중재 개발을 위한 근거자료

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2022

년 2월까지 출판된 연구들을 고찰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와 같은 본 연구결과의 의의와 제한점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2022년 3월 이후 출판된 COVID-19

와 조현병 환자 관련 연구에 한 추가 고찰로 상자의 변화양

상에 한 추가 확인과 통합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거리두

기 상황에서 조현병 환자들의 고립을 막기 위한 다양하며 실효

성 있는 비 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감염병 재

난 상황에 조현병 환자들의 감염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및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조현병 환자들이 경험한 팬데

믹을 깊이 있게 탐색하는 질적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조현병 환자와 관련

된 연구를 통합적 고찰 방법으로 탐색하여 감염병 재난 상황에

서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는 정신사회적 

건강, 신체적 건강 그리고 치료 및 건강관리 측면으로 나타났

다. 추후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 비하기 

위하여 조현병 환자 및 정신질환자를 위한 감염병 관련 지침이

나 매뉴얼 마련 등 종합적인 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 팬

데믹을 경험한 조현병 환자 상의 질적연구를 포함한 국내 실

정을 반영한 추가의 연구를 통해 증상 단계별로 건강관리, 재

활, 요구에 해 통합적인 탐색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실효성 있

는 계획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거리두기가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조현병 환자 및 정신질환자들이 치료 및 재활을 지

속할 수 있는 비 면 시스템 및 활용 교육이 엔데믹 상황으로 

전환된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연구 측면에서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의 

조현병 환자에 한 지식이 축적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간호교육 측면에서는 조현병 환자를 위한 감염병 예방 프로그

램을 구성하는 내용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간호실무 측면

에서 팬데믹 상황에서 나타난 조현병 환자들의 변화를 확인하

여 간호중재 제공 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본 연구결과

를 기반으로 추후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의 종합적인 시스템 및 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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