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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증 삽화로 입원했던 환자의 재평가：혼재성 삽화 진단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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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valuation of Bipolar Patients Hospitalized for Manic Episode：
Possibility of Diagnosing as a Mixed Epis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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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Mixed states are difficult to define precisely and to recognize accurately. Moreover, the DSM-IV criteria for
diagnosis of a mixed episode might be too restri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a mixed
episode in bipolar inpatients hospitalized with DSM-IV manic episodes using the Cincinnati criteria, which is a broader criteria
compared to DSM-IV.
Methods：Inpatient charts of manic patients were carefully evaluated to determine the presence of depressive symptoms in
the Cincinnati criteria. The probable mixed patient group was compared with the definitely manic patient group on demographic and clinical variables. The predictability of depressive symptoms for a mixed episode was assessed.
Results：Twenty-one out of 101 manic inpatients were possibly diagnosed as mixed episodes. They showed more psychiatric
family history, comorbid personality disorder and suicide attempts. Two symptoms (suicidal ideation and helplessness or
hopelessness) had good positive predictive value.
Conclusion：Diagnosis of a mixed episode can be increased with careful interview and by using a broader diagnostic criteria.
The presence of suicidal ideation and helplessness or hopelessness may suggest a mixed state.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6;45(4):337-342)
KEY WORDS：Bipolar disorder·Mixed episode·Re-evaluation·Diagnosis·Cincinnati criteria

서

론

여성과 청소년기에 흔하고 자살의 위험이 매우 높을 뿐 아
니라3) 삽화의 기간이 오래 지속되며 lithium과 같은 전통

양극성 장애 혼재성 삽화의 개념은 Weygandt와 Kraepelin

적 기분조절제에 대한 치료 반응이 낮아서 유쾌성 조증보

에 의해 이미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나 오랫동안 학문적인

다 일반적으로 치료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6,7) 따라서 정

관심을 받지 못했었다.1) 혼재성 삽화는 1990년대 들어 양

신과 의사들은 혼재성 삽화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진단

극성 장애의 한 유형으로서 인정 받으며 임상적 중요성이

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잘못 진단되는 경우를 줄이도록 노

2-4)

부각되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진
3,5)

력해야 한다.

혼재성 삽화는 간과하

전체 양극성 장애에서 혼재성 삽화는 적게는 10% 내외

면 안 될 만큼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즉,

에서 많게는 50%를 넘는다고 조사되었다.3,8,9) 연구마다

단 기준도 논란이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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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보고하는 유병율의 차이는 대체로 진단기준의 차
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미국
정신장애의 진단 및 편람 제4편(이하 DSM-IV)10)에 있
는 혼재성 삽화의 진단기준은 매우 엄격하고 보수적이어
서 실제로 이에 따른 진단은 쉽지 않으며 원래 개념을 제
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3,11) 그런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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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연구자들은 혼재성 삽화의 진단기준을 좀더 넓혀

였다. 비록 양극성 장애 조증 삽화의 최종진단이 붙었다 하

야 하며, 이렇게 완화된 진단기준이 오히려 혼재성 삽화를

더라도 입원기록을 점검하여 양극성 장애의 증거가 분명

1-5)

혼재성 삽화가

하지 않거나 진단명이 잘못 기입된 경우는 우선적으로 연

실제로는 보다 흔하지만 정신과 의사의 인식, 사용하는 진

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외에 양극성 장애가 배제진단

단기준, 나라별 특성, 학풍 등에 따라 드물게 진단될 수 있

또는 의증으로만 명기된 경우, 기질성 정신장애가 병존된

는 것이다.

상태거나 선행된 경우, 심각한 의학적 질병이 있어 조증 삽

제대로 구별해 낸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재성 삽화에 관한 관심이 매우 낮은
편이어서 관련 연구는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임상에서 혼
12,13)

재성 삽화로 진단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화의 진단이 의심스러운 경우, 다음 입원에서 정신과 주진
단이 바뀐 경우 등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이유로는

혼재성 삽화를 너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진단했을 수도 있

조사 방법

고, 혼재성 삽화에 대한 이해와 개념이 부족했었던 점도

이 연구는 후향적 연구 디자인으로서 저자들은 과거 입

있을 것이다. 저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정신과 의사들이 양

원 당시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대상 환자의 인구학적 특

극성 장애 환자에게서 조증 증상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동

성, 임상적 특성, 가족력, 자살관련 정보, 치료력 등에 대해

반되는 우울 증상을 간과하여서 혼재성 삽화의 진단을 놓

조사하였다. 환자의 증상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입원 동

치고 있다고 추측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추측을 증

안의 의사의 경과기록, 간호사의 간호기록, 다양한 집단치

명하기 위해 조증 삽화로 입원치료 받았던 환자의 의무기

료활동 기록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환자의 우울증상

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울증상을 찾아내고, DSM-IV

을 평가하였다. 한 종류의 기록으로는 우울증상이 누락될

보다 넓은 진단기준을 적용하여 혼재성 삽화일 가능성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었다. 환자의 말로 표현된 증상뿐 아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렇게 혼재성 삽

니라 입원 당시 관찰된 행동이나 표정도 포함하였다.

화로 재분류된 환자들의 임상적 특징이 어떠하며 기존 연

우울증상은 두 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목록을 만들었

구결과와는 일치하는지 조사하고, 어떤 우울증상이 혼재

다. 하나는 DSM-IV10)의 주요우울삽화 진단기준의 9개

성 진단의 가능성을 잘 예측하는지 알기 위해 이 연구를

증상이며, 다른 하나는 Cincinnati criteria3)의 9개 증상이

시행하였다.

었다(표 1). Cincinnati criteria는 우울증상에 있어 DSMIV에 있는 불면증, 체중(또는 식욕) 감소, 정신운동성 초

방

법

조, 집중력 감퇴 등의 증상은 제외하고 절망감(또는 무원
감)을 포함시킨 것이 특징이다. DSM-IV의 진단기준에 따

대 상

르면 9개의 우울증상에서 적어도 5개 이상이 있을 때 혼

저자들은 한 종합병원의 정신과에 2000년부터 2005년

재성 삽화의 진단이 가능하지만 이는 너무나 엄격하고 제

전반기 사이에 입원하였던 환자 중 퇴원 시 진단이 양극성

한된 기준이어서 이 연구에서는 혼재성 삽화의 기준으로

장애 조증 삽화였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입원기록을

Cincinnati criteria의 확진기준(definite diagnosis, 9개

조사하였다. 그 기간 동안 2번 이상 반복하여 입원했던

의 우울증상 중 3개 이상)을 따르기로 하였다. Cincinnati

경우에는 첫 번째 입원(이하 index 입원)을 기준으로 하

criteria는 혼재성 삽화의 다양한 진단기준들에서 중간 정

Table 1. Depressive symptoms for mixed episode in DSM-IV and the Cincinnati criteria
DSM-IV

Cincinnati criteria

1

Depressed mood

Depressed mood

2

Markedly diminished interest or pleasure

Markedly diminished interest or pleasure

3

Weight loss or gain, or decrease or increase in appetite

Weight gain or increased in appetite

4 Insomnia or hypersomnia

Hypersomnia

5

Psychomotor agitation or retardation

Psychomotor retardation

6

Fatigue or loss of energy

Fatigue or loss of energy

7

Feelings of worthlessness or excessive or inappropriate guilt

Feelings of worthlessness or excessive or inappropriate guilt

8

Diminished ability to think or concentrate, or indecisiveness

Feelings of helplessness or hopelessness

9

Recurrent thoughts of death, recurrent suicidal ideation, or
a suicide attempt or a specific plan for committing suicide

Recurrent thoughts of death, recurrent suicidal ideation, or
a specific plan for committing sui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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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여겨지고 있어 이 연구의 목적에 적절하다고 생각하

상의 진단적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민감도, 특이도, 예

였다.

측값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어떤 우울증상이 혼재성 삽화

환자의 자료를 조사하는 프로토콜은 문헌조사와 연구진
의 회의를 거쳐 정해졌으며 의무기록의 검토는 연구진에

의 진단을 예측할 수 있는지도 회귀분석을 통해 조사하
였다. 통계 유의성은 p<.05를 기준으로 하였다.

속한 정신과 전공의가 전담하여 실행하였다. 평가의 정확

결

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 전공의는 의무기록 조사법, 양극성

과

장애의 임상적 특성 및 경과, 주요우울삽화 진단기준 등
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담당 전공

2000년부터 2005년 전반기 동안에 양극성 장애로 입원

의가 임의로 평가할 가능성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 의무기

했던 환자는 모두 112명이었다. 이 중 조증 삽화는 101

록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각 변

명(90.2%), 경조증 삽화는 2명(1.8%), 우울 삽화는 6명

인들에 관한 평가기준을 숙지하게 하였다.

(5.4%), 혼재성 삽화는 3명(2.7%)이었다. 최종 진단이 혼

첫 기분삽화는 환자 및 보호자가 모두 동의하는 명백한

재성 삽화였던 경우는 예상대로 매우 적었다.

우울증, 경조증 또는 조증 삽화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

조증 삽화로 진단받은 환자 101명을 대상으로 입원 당

로 하였으며, 삽화를 만족시키지 않는 수준의 첫 증상이

시의 DSM-IV 우울증상을 평가하여 기준대로 5개 이상

나타난 경우는 제외하였다. 과거 약물치료는 환자가 양극

일 때 혼재성으로 판단한다면 11명(10.9%)이 혼재성 삽

성 장애로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았어야 인정하였다. 과거

화일 가능성이 있었다. 반면에 Cincinnati criteria(definite,

자살시도는 명백히 시도를 했던 경우에만 포함시켰다. 정

3개 이상)을 적용하면 21명(20.8%)이 혼재성 삽화로 분

신과 가족력은 가족 구성원 중 정신과 진단을 받았거나 치

류되었다. Cincinnati criteria에 의해 혼재성 변경군(21명)

료 받은 경우만 포함시켰으며 진단이 불분명한 경우는 제

과 조증 유지군(80명)으로 분류하여 인구학적 및 임상적

외하였다. 입원했을 당시 체중이 평소 체중보다 5% 이상

특징을 비교한 결과, 성별, 나이, 교육기간, 첫 발병나이,

변화하였을 경우에 체중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index 입원의 기간 등에서는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표 2).
그러나 정신질환의 가족력과 cluster B 인격장애의 병존

통계 분석

은 혼재성 변경군에서 유의하게 흔했고, 첫 발병 삽화가

통계는 SPSS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혼재성 삽

우울삽화로 시작된 경우가 혼재성 변경군에서 많았다. 또

화를 판단하는 진단기준인 Cincinnati criteria에 의해 양

한 혼재성 변경군에서 자살시도 경력이 유의하게 흔했으

극성 장애 조증 삽화에서 혼재성 삽화로 진단이 변경된

며 자살시도의 횟수는 평균 0.5회 정도였다.

군(이후 혼재성 변경군 이라 한다)과 진단이 변경되지 않

두 군 사이에서 Cincinnati criteria의 우울증상이 나타

은 군(이후 조증 유지군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인구학적

난 경향을 비교하여 그림 1에 나타냈다. 9개 증상에서 피

변인과 임상적 변인들에 있어서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 비

로감(또는 기력 감퇴)과 정신운동성 지체를 제외한 나머지

교분석하였다. Cincinnati criteria의 우울증상에서 각 증

증상 모두가 혼재성 변경군에서 조증 유지군보다 유의할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manic patients whose diagnosis might be changed to mixed episode with the Cincinnati criteria
t*/χ†

P

Probable mixed patients

Definitely manic patients

21 (20.8%)

80 (79.2%)

5/16

31/49

Age (yr)

36.38±12.68

39.42±13.11

0-0.95*

.340

Education (yr)

13.57±01.81

11.96±04.03

-01.78*

.080

Family history (yes/no)

9/12

15/65

0-5.34†

.040

Age of first episode (yr)

28.33±10.61

34.26±13.48

0-1.87*

.070

First episode (manic/depression)

8/13

60/20

-10.30†

.003

Duration of index admission (wk)

04.21±02.61

03.83±02.29

-00.67*

.500

9/12

3/77

-23.30†

<.001<

00.48±00.60

00.03±00.16

0-3.41*

.003

4/17

3/77

-06.04†

.030

Number of subjects (%)
Sex (M/F)

History of suicidal attempt (yes/no)
Number of suicidal attempt
Comorbidity of personality disorder (yes/no)

0-1.62†

.310

*：Student t-test,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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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흔했으며, 자살관련 증상(t=7.54, p<.001)과 절

떤 우울증상이 혼재성 삽화로의 진단 변경을 잘 설명할

망감(또는 무원감)(t=7.07, p<.001)이 가장 유의한 차이

수 있는지 조사하였다. 우선 평균 비교분석에서 두 군 사

를 보였다. 우울감, 흥미(또는 즐거움) 감소, 정신운동성 지

이에 가장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자살관련 증상과 절망감

체, 피로감(또는 기력 감퇴), 절망감(또는 무원감) 등의 증

(또는 무원감)을 예측변수에 포함시켰다. 두 증상이 포함된

상들은 조증 유지군에서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혼재성 변

모델의 적합성을 측정한 지표인 -2 log likelihood는 38.08

경군은 평균 3.43(±0.68)개의 우울증상이 있었던 반면에

이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χ2=65.18,

조증 유지군은 0.20(±0.46)개의 우울증상이 나타났다. 혼

df=2, p<.001). 추정 모델의 평균 예측치는 94.1%로서,

재성 변경군에서 우울증상의 빈도는 3개 14명, 4개 5명,

혼재성 변경 환자 21명 중 16명(71.4%)을 혼재성 삽화

5개 2명이었고 조증 유지군에서는 66명에게 우울증상이

로 진단이 변경된다고 예측하였고, 조증으로 진단이 유지

없었고 12명이 1개, 2명이 2개의 우울증상을 보였다.

된 80명에 대해서는 모두(100%)를 진단이 변경되지 않

9개의 증상에서 자살관련 증상과 절망감(또는 무원감)의

는다고 예측했다.

정적 예측값(positive predictive value)은 0.7 이상이었

고

다(표 3). 두 증상의 민감도는 적당한 범위에 있었으며 특

찰

이도는 0.9 이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우울 삽화의
중심증상인 우울감과 흥미(또는 즐거움) 감소의 민감도는

양극성 장애로 입원치료 받았던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1.0으로 매우 높았지만 정적 예측값은 0.4 이하로 낮았다.

조증 삽화로 진단 받았으며 혼재성 삽화의 진단은 예상했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Cincinnati criteria에서 어

던 대로 드물었다. 그리고 조증 환자들에서 입원기록에서
우울증상을 다시 확인해보니 적지 않은 수가 사실은 혼재

0

20

40

Depressive mood
Diminished interest

60

80

100

Manic

성 삽화였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혼재성 삽화
가 평소 드물게 진단되고 있을 경향을 보여주며, 따라서

Mixed

양극성 장애로 진단할 때에는 우울증상에도 관심을 가져야

Weight gain

할 것이다. 특히 자살과 관련된 증상이나 절망감(또는 무

Hypersomnia

원감)이 있다면 반드시 혼재성 삽화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sychomotor
retardation

우리나라에서는 양극성 장애를 세분하여 조사한 역학연

Fatigue

구가 없기 때문에 혼재성 삽화의 유병율을 직접적으로는

Worthlessness

알 수 없으며, 약물사용에 대한 연구12-14)를 통해 진단의

Helplessness

빈도를 추정해 볼 수 밖에 없다. 한 대학병원에서 4년 동

Suicidal ideation

안 입원했던 환자의 약물사용경향을 조사한 연구12)에서 혼
재성 삽화의 입원은 1.7%(118명의 2명)로 거의 없었다.

Fig. 1. Comparison of the Cincinnati criteria item frequency between the probable mixed patients group and the definitely
manic patients group.

12년 동안의 양극성 장애 입원환자를 조사한 다른 연구13)
에서도 혼재성 삽화의 진단이 3.1%(전체 454명의 14명)

Table 3. Sensitivities, specificities and positive and negative predictive values of the Cincinnati criteria for bipolar mixed episode
Sensitivity

Specifivity

PPV

NPV

Depressed mood

1.000

0.842

0.286

1.000

Markedly diminished interest or pleasure

1.000

0.860

0.381

1.000

Weight gain or increased in appetite

0.545

0.833

0.286

0.938

Hypersomnia

0.714

0.830

0.238

0.975

Psychomotor retardation

1.000

0.816

0.143

1.000

Fatigue or loss of energy

1.000

0.816

0.143

1.000

Feelings of worthlessness

0.900

0.868

0.429

0.988

Feelings of helplessness or hopelessness

1.000

0.930

0.714

1.000

Recurrent suicidal ideation

0.680

0.947

0.810

0.900

PPV：positive predictive value, NPV：negative predictiv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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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극히 적었다. 다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에서

살관련 증상이나 절망감(또는 무원감)이 조증 환자에게 있

혼재성 삽화의 진단이 극히 적었던 사실(2.7%)과도 매우

다면 혼재성 삽화일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일치한다. 반면에 한국형 양극성 장애 약물치료 알고리듬

Cincinnati criteria에 의해 혼재성으로 재분류된 환자들

14)

의 적용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된 다기관 연구 에

이 혼재성 삽화의 특징을 나타내는 지 검토한 바, 기존 연

서 연속적으로 등록된 92명의 환자에서 혼재성으로 진단

구들3,8,16)과 많은 부분이 일치하였다. 즉, 정신질환의 가족

된 경우는 14명(15.2%)이었다. 이는 앞의 국내연구들보

력, 인격장애의 병존, 자살기도 등이 혼재성 변경군에서

다 혼재성 진단의 빈도가 매우 높으며 외국에서 보고되는

흔했고 첫 삽화가 우울증이었던 경우가 혼재성 변경군에

3)

유병율 범위 에 근접하고 있다. 이 연구를 포함한 후향적

서 많았다. 혼재성 변경군이 조증 유지군에 비해 이러한

챠트 조사와 알고리듬 적용가능성 연구와의 이러한 차이

임상 특성을 보여준 사실은 Cincinnati criteria에 의한 재

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시기이다.

분류가 타당하다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

최근 국내외에서 양극성 장애에 관한 학술적 관심이 높아

혼재성 재분류군에서 비록 많았지만 기존 연구8)와는 달리

졌고 임상연구와 심포지움 등의 학술활동이 증가했기 때

통계적 유의성을 얻지는 못했고, 진단 기준의 차이가 그

문에 최근에 시행된 알고리듬 적용가능성 연구에서 혼재

이유일 수도 있다고 본다.17)

성 삽화에 대한 진단이 예전보다 늘었을 가능성이다. 다

후향적 챠트 조사이기 때문에 수집된 자료의 불확실성

른 하나는 진단을 내린 상황이다. 챠트 조사에서는 임상

은 아무리 신중을 기한다 해도 이 연구가 지닌 근본적인

경험이 적은 전공의가 진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며 일상

한계이다. 이 연구에서 조사된 우울증상은 원래 갖고 있

적인 업무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단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

는 것이 아니라 조증이 호전되면서 나타난 우울증상일 수

을 것이다. 반면에 적용가능성 연구는 우울증상 등 여러

도 있는데, 이 경우는 혼재성이라고 할 수 없지만 혼재성

평가척도도 시행했고 해당 연구자의 책임 하에 시행되어

으로 재분류되는 오류가 된다. 그리고 과수면, 정신운동성

혼재성 삽화의 인지(recognition)가 높아졌을 수 있다. 따

지체, 피로감 등의 우울증상은 조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라서 적어도 과거에는 국내의 진단 경향에 왜곡이 있었으

의 이상반응에서 비롯된 현상일 수 있다. 국내의 경우 많

며 이로 인해 혼재성 삽화가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은 의사들이 처음부터 기분조절제와 항정신병약물을 함께

관심을 가진다면 적절한 진단이 많아질 수 있을 것이다.

사용하므로18,19) 이 증상들이 약물 이상반응일 가능성은 더

이 연구에서 DSM-IV의 진단기준에 맞게 우울증상이

욱 배제하기 어렵다. 반면에 환자를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5개 이상인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경우, 10.9%가 혼재성

혼재성 삽화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조증 삽화라고 미

삽화로 재분류되어서 DSM-IV의 진단 기준이 엄격함을

리 예단하고 나서 거기에 맞추어 병력조사를 하고 경과기

알 수 있었다. 이에 반해 Cincinnati criteria(definite, 3

록을 작성했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본다. 이런 경우에는

개 이상)를 적용하면 20.8%가 혼재성 삽화였다. 빈도로

환자의 우울증상은 무시되고 기록되지 않아서 아예 드러

단순비교한다면 Cincinnati criteria가 기존의 연구들3)에

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면 경과기록 자체가 부실하여 환

근접하는 진단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Cincinnati criteria

자의 증상에 대한 단서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이

의 우울증상은 모두 혼재성 재분류군에서 흔하게 나타났을

러한 제한점들은 시기에 따른 진단경향을 대규모로 조사

뿐 아니라 특히 절망감(또는 무원감)과 자살관련 증상이

하면서, 그리고 전향적인 진단연구나 정밀한 역학연구를

가장 흔하였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증상에서 양적 예측값

통해서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15)

이 가장 높았다. 이 결과는 DSM-III-R 의 우울증상에
서 무쾌감증(anhedonia), 피로감, 무가치감, 자살관련 증

결

론

상 등 4개의 증상이 혼재성 삽화 진단의 높은 양적 예측
력을 보여준 연구11)와 부분적으로는 일치한다. DSM-III-

혼재성 삽화가 실제 임상상황에서는 조증 삽화로 오인

R에 Cincinnati criteria와 달리 절망감(또는 무원감)이

되어 매우 적게 진단되리라는 가정을 증명하기 위해 한 종

없어서 비교할 순 없지만, 우리 연구에서 이와 달리 무쾌

합병원에서 양극성 장애로 입원했던 환자의 입원기록을

감증, 피로감, 무가치감의 양적 예측값이 낮은 이유는 분명

조사하였다. 예상대로 혼재성 삽화의 진단은 드물었으며,

치 않다. 앞으로 후속 연구에서 밝혀야 할 부분으로 여겨

조증으로 진단된 환자의 상당수가 Cincinnati criteria에

진다. 한편 회귀분석에서 자살관련 증상과 절망감(또는 무

의해 혼재성으로 변경될 수 있었다. 정신질환의 가족력, 인

원감)이 혼재성 삽화를 잘 예측하였다. 그러므로 적어도 자

격장애의 병존, 자살기도 등의 임상특성이 혼재성 변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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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흔하게 나타났고 이는 혼재성 환자들에 대한 기존

D.I. Jon, et al
8) Akiskal HS, Hantouche EG, Bourgeois ML, Azorin JM, Sechter D,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우울증상 가운데에서 자살
관련 증상과 절망감(또는 무원감)이 혼재성 변경군에서

9)

특히 흔하였고, 이 두 가지 증상은 혼재성 삽화를 가장 잘
예측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자살관련 증상이나 절망감(또
는 무원감)이 조증 환자에게 있다면 혼재성 삽화일 가능성
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10)

11)

중심 단어：양극성 장애·혼재성 삽화·재평가·진단·
12)

Cincinnati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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