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정신질환자의 특징

1. 정신질환자의 위험요인

가. 자살

자살은 2015년에 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에 이어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 

중 5위를 차지하였다. 12년째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기록하고 있

으며, 국내 자살사망률은 2011년에 인구 10만 명당 31.5명으로 정점을 기록하다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OECD 국가 간 자살률(표준인구 10만 명당) 비교 시 OECD 평

균 12.0명에 비해 한국은 25.8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살의 원인은 정신질환뿐 

아니라 생물학적, 유전적, 문화적, 심리적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살 관련 행

동을 일으킨다. 그러나 자살과 정신질환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자살사망자 중 60~90%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Henriksson et al. 1993). 우울증

을 비롯해 알코올 및 약물 중독, 조현병 등이 자살시도와 상관관계가 크며, 대부분의 

정신질환이 자살 혹은 자살기도와 뚜렷한 연관이 있다(제영묘 2004). 우리나라의 경

우 201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 조사에 의하면, 자살 관련 행동자 중 CIDI로 조사된 정

신질환 진단 비율은 자살생각자 중 50.1%, 자살계획자 중 68.7%, 자살시도자 중 

75.1%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Ⅲ-1> 참조). 자살생각자 중 

남자는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이 28.3%, 여자는 기분장애가 25.2%로 가장 많았다. 자

살계획자 중 남자는 46.8%가 알코올 사용장애, 여자는 기분장애가 39.0%, 자살시도

자 중 남자는 알코올 사용장애가 50.7%, 여자는 기분장애가 44.2%, 불안장애가 

34.1% 순이었다. 따라서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자살성향을 증가시킴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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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관련 행동에 대한 평생유병률은 자살생각 15.4%, 자살계획 3.0%, 자살시도 

2.4%로 조사되었다. 즉, 일반 성인의 15.4%가 평생 한 번 이상 진지하게 자살에 대

해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Ⅲ-1> 참조). 자살 관련 행동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분포는 남자는 60대, 여자는 20대에서 가장 높았고, 남자는 이혼, 별

거, 사별한 경우, 여자는 미혼인 경우 자살생각 유병률이 높았다. 자살생각을 처음 

시작한 연령은 남녀 모두 15~19세가 가장 많았고, 자살계획은 남자는 15~19세, 여

자는 30~34세에 가장 많았다.

자살 관련 사고는 자살행동을 예견할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자살 관련 행동에 

관한 유병률은 주목할 만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살사고, 자살계획, 자살

시도의 유병률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자살을 예방하고, 전략적인 자

살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실태 조사에서 자살시도 전·후의 치료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자살시

도자의 경우 통원치료를 한 경우는 32%, 입원치료를 한 경우는 27%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자의 낮은 치료율과 함께 자살시도자 역시 자살시도 전·후의 치료율은 낮다. 자살생각으

로 인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11.2%에 불과하였다. 자살위험이 

있는 사람을 조기발견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

견과 낙인 때문에,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림 Ⅲ-1> 자살 관련 행동자의 정신질환 경험 비율 및 자살 관련 행동 유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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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신질환자의 사망위험

중증의 정신질환자들(조현병, 조울병)은 전체 인구보다 사망률이 높다. 초과사망

률은 전체 인구의 사망률 대비 정신질환 환자 사망률의 비를 나타내는 지표로, 만약 

정신질환자들의 사망률이 전체 인구의 사망률보다 높으면 정신질환자들의 사망위험

이 일반 인구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OECD 2014).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 인구보다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자살률과 사고율이 높을 뿐만 아니

라, 신체질환의 발병률이 일반 인구보다 높기 때문이다. 신체질환의 발병률이 일반 

인구보다 높은 이유는 생활습관이 일반 인구보다 좋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정

신질환자들의 흡연율과 음주율이 일반 인구보다 높고,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약물사

용이 장기화되다 보니 약물사용의 부작용이 흔히 발생하기도 하며, 이러한 부작용은 

신체 증상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Hert et al. 2011; 이경덕 외 

2003).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현병 환자나 조울병 환자의 초과사망률이 1을 초과하

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조현병 환자는 사망률이 일반 인

구에 비해 3.5배, 조울병 환자는 3.1배 높은 편이다. Olfson et al.(2015)는 조현병 

환자들의 사망위험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미국의 메디케이드 등록환자 중 20~64

세 환자를 일반인과 비교하였고, 조현병 환자들의 사망률이 일반 인구보다 3.5배 높

음을 주장하며, 그 이유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의 발병률이 일반 인구보다 높

고, 음주와 약물 중독, 흡연이 조현병 환자의 질환 발병률을 높이는 원인임을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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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조현병 초과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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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조울병 초과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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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신질환과 신체질환 

정신질환자들의 사망위험을 높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인과 비교하여 정신질환

자들의 신체질환 발병률이 높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자들이 신체질환 발병률이 높은 

이유는 첫째, 정신질환들은 대부분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들은 만성경과

를 갖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중증의 정신질환자들은 폐쇄병동에서 장기간 

입원하는 과정에서 신체질환들이 발생한다. 둘째, 정신질환이 신체질환에 영향을 주

는 통로는 정신질환자들의 인간관계가 협소하고, 음주나 흡연, 운동 부족과 같이 건

강생활습관이 정신질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좋지 않기 때문이다(Katon 

2003). 예를 들면, 조현병 환자의 경우 심혈관계 질환 발생 비율이 31%로 일반인의 

18%보다 현저히 높다(Heald 2010). 또한 우울증의 경우 심근경색의 위험성을 2.6

배 증가시키고, 골밀도 저하와 이에 따르는 골절 가능성을 1.4~2.3배 증가시킨다. 

우울증 환자의 경우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여 신체 활동량이 적어지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Pratt et al. 1996; Cizza et al. 2009). 불안장애와 암질병의 관계를 살펴본 Roy 

Byrne et al.(2008)은 암환자의 경우 자신의 죽음에 대한 심리적 스트레스나 약물치

료에 의해 불안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Egede(2007)는 미

국의 The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를 이용하여 만성질환의 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우울증 발병확률이 증가하는 것을 보였다. 또한 조현병과 조울병 환자들의 

경우 일반 인구와 비교하여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할 확률이 3배까지 증가함을 

보고하고 있다.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동반발병을 야기하는 메커니즘은 복잡하다. 정신질환이 

신체질환 발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신체질환이 정신질환의 발병률을 

높일 수도 있다. 편두통이나 요통이 우울증의 발병률을 높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울

증은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을 높이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정신질

환과 동반신체질환의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정신질환이 신체질환을 야기하고, 혹은 신체질환이 정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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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야기하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조사표본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어렵

고, 또한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라. 정신질환의 진료비 부담

정신질환 관련 진료비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자료

를 분석하였다. 이 자료는 2015년 전체 국민건강보험 청구 자료에서 1%를 추출한 

표본으로 진료개시일 기준 1년간 진료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표본 추출한 자료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 국민의 98%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건강보험 청구자

료는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대표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주상병에 F코드가 포함된 

경우를 분석하였으며, F00~F99까지 모든 정신질환 코드를 포함시켰다. 

정신건강 관련 환자 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년 청구자료 1% 환자 샘플에서 

정신질환이 주상병으로 진단된 경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상병에 해당되

는 국제질병분류기호(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는 다음과 같다. 

- 치매와 증상성을 포함하는 기질성 정신장애(F00~F03)

- 정신활성 물질의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F10~F19)

- 정신분열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 기분장애(F30~F39)

- 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F40~F48)

-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들과 수반된 행동증후군(F50~F59)

- 성인 인격 및 행동의 장애(F60~F69)

- 지적장애(F70~F79)

- 정신발달장애(F80~F89)

-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F90~F98)

2015년 주상병 기준 정신질환 입원환자 수는 치매(5,303명), 알코올 및 약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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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1,793명), 조현병(2,246명), 기분장애(1,137명), 불안장애(379명), 생리적장애

(69명), 인격장애(58명), 지적장애(227명), 발달장애(43명), 소아청소년기 행동 및 

정서장애(36명)로 집계되었다. 치매, 알코올 및 약물 사용장애, 조현병은 다른 정신

질환에 비해 중증도가 심하기 때문에 입원환자의 비중이 높았다. 2015년 기준 정신

질환을 이유로 입원한 사람들의 평균 입원일수를 집계해 본 결과 지적장애, 조현병, 

치매, 발달장애의 순으로 평균 입원일수가 많았다. 

<표 Ⅲ-1> 2015년 정신질환 주상병 기준 입·내원환자 수
(단위: 명)

상병 입원환자 내원환자

치매 5,303 12,352

약물사용장애 1,793 2,491

조현병 2,246 6,344

기분장애 1,137 26,570

불안장애 379 32,728

생리적장애 69 11,225

인격장애 58 371

지적장애 227 1,093

발달장애 43 1,163

소아·청소년장애 36 3,254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년 건강보험 청구자료 전체환자 1%샘플

정신질환별 입원치료에 사용된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이 높은 정신질환은 치매

(228만 원)와 지적장애(220만 원)이다. 지적장애의 경우 평균 총급여비용이 다른 질

환에 비해 높기 때문에, 본인부담금도 비례하여 높다. 치매와 지적장애 이외에 조현

병과 알코올 및 약물 사용장애, 인경장애와 발달장애 순으로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

이 높았다. 

조현병과 치매는 평균 입원일수뿐만 아니라 입원환자 수가 다른 정신질환에 비해 

많다는 것은 다른 정신질환과는 달리 장기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의 정신질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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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을 의미하며, 예방과 관리가 진료비 관리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

다. 실제로 평균 총급여비도 치매와 조현병이 지적장애 다음으로 많기 때문에 향후 

치매와 조현병의 진료비 관리는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Ⅲ-2> 건강보험 정신질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 평균 입원총급여, 입원본인부담금

상병 평균 입원일수 평균 총급여 평균 본인부담금

치매 124.1일 8,822,696원 2,283,670원 

약물 사용장애 89.4일 6,312,115원 1,531,753원 

조현병 134.1일 9,431,609원 1,635,249원 

기분장애 43.8일 3,672,554원 872,281원 

불안장애 15.3일 1,500,281원 360,501원 

생리적 장애 19.9일 1,777,713원 440,693원 

인격장애 76.6일 6,111,659원 1,488,121원 

지적장애 163.4일 10,700,000원 2,210,680원 

발달장애 99.4일 6,902,229원 1,237,288원 

소아청소년장애 57.0일 4,391,636원 999,958원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년 건강보험 청구자료 전체환자 1%샘플

정신질환이 다른 신체질환과 비교하여 의료비와 의료행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지 살펴보기 위해 진료과목별로 평균 입원일수, 평균 총급여비용, 평균 본인부담금

을 비교하였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주상병이 정신과 진료코드인 경우 평균입

원일수는 23일로 다른 진료과목과 비교하여 가장 크고, 본인부담금도 재활의학과 다

음으로 가장 크다(<표 Ⅲ-3> 참조). 즉, 정신질환자는 다른 신체질환자와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입원일수가 많으며, 그에 비례하여 평균 본인부담금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신과 진료의 평균 입원일수와 평균 본인부담금이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높은 것은 다른 요양기관(종합병원, 병원, 의원)에서도 나타나며, 병원과 의원급의 

경우는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비해 현저히 높아져 

정신질환자의 부담은 병원과 의원급에서 오히려 더욱 심화된다(<표 Ⅲ-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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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상급종합병원 진료과목별 평균 입원일수, 평균 입원총급여, 입원본인부담금

진료과목 평균 입원일수 평균 총급여 평균 본인부담금

피부과 6.0일 1,023,336원 178,542원

이비인후과 5.0일 1,756,128원 292,812원

안과 2.9일 1,637,778원 320,884원

신경과 7.8일 2,788,976원 601,706원

정형외과 9.6일 3,069,332원 652,215원

정신과 23일 3,218,587원 734,264원

비뇨기과 6.3일 2,252,790원 304,520원

산부인과 7.1일 2,581,469원 373,676원

재활의학과 22.6일 4,612,110원 828,120원

신경외과 11.9일 5,983,090원 689,157원

일반외과 9.8일 4,882,123원 501,025원

내과 11.1일 4,765,739원 529,181원

소아과 8.3일 2,794,254원 155,351원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년 건강보험 청구자료 전체환자 1%샘플

<표 Ⅲ-4> 요양기관 종별 정신질환자 평균 입원일수, 평균 입원총급여, 입원본인부담금

진료과목 평균 입원일수 평균 총급여 평균 본인부담금

종합병원 32.2일 3,460,289원 697,477원

병원 108.3일 7,483,147원 1,562,925원

의원 123.4일 8,450,378원 2,047,414원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년 건강보험 청구자료 전체환자 1%샘플

입원치료에 관한 분석에 이어 정신질환 관련 내원치료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살

펴보면, 2015년 건강보험청구자료 전체환자 1%샘플 중 정신질환별 건강보험 내원

환자 수는 불안장애(30,596명), 기분장애(23,415명), 치매(10,461명), 생리적 장애

(10,390명) 등의 순으로 많다. 특히 기분장애, 불안장애, 생리적 장애, 소아·청소년

기 행동 및 정서장애는 입원치료보다는 전적으로 내원치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치매, 알코올 및 약물 사용장애, 조현병, 인격장애, 지적장애는 중증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아 입원치료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입원치료의 환자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이 높은 정신질환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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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와 지적장애였다. 반면에 내원환자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이 가장 높은 정신질환

은 조현병(118,190원)과 소아·청소년기 행동 및 정서장애(109,546원), 기분장애

(101,845원)이다. 조현병은 전체 환자에서 내원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9%인 반

면, 기분장애와 소아·청소년기 행동 및 정서장애는 각각 3,5%, 0.7%로 내원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평균 내원일수는 조현병(9.2일)이 가장 많으며, 그 뒤를 발달

장애(7.5일), 소아·청소년기 행동 및 정서 장애(7.0일), 기분장애(6.8일) 등의 순으

로 평균 내원일수가 많다. 그러나 평균 내원본인부담금보다 평균 입원본인부담금이 

현저히 많기 때문에, 정신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입원치료에서 나올 수밖에 없

다. 입·내원을 합산한 전체 평균 본인부담금은 치매(678,734원), 알코올 및 약물 사

용장애(665,952원) 및 조현병(434,310원) 순으로 많았으며, 이는 입원치료 시 평균 

본인부담금이 높기 때문이다. 

<표 Ⅲ-5> 건강보험 정신질환자 1인당 평균 내원일수, 평균 내원총급여, 내원본인부담금

상병 평균 내원일수 평균 총급여 평균 본인부담금

치매 5.0일 205,503원 79,433원 

약물 사용장애 3.4일 199,429원 74,676원 

조현병 9.2일 664,376원 118,190원 

기분장애 6.8일 297,176원 101,845원 

불안장애 4.4일 148,551원 50,754원 

생리적 장애 3.9일 97,258원 30,374원 

인격장애 4.9일 231,059원 90,921원 

지적장애 5.1일 225,386원 77,502원 

발달장애 7.5일 264,702원 86,033원

소아청소년장애 7.0일 324,565원 109,546원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년 건강보험 청구자료 전체환자 1%샘플

정신질환 관련 내원 진료를 다른 진료과목과 비교하여 정신질환의 진료비 부담을 

살펴보면, 정신과 진료의 환자 1인당 평균 내원본인부담금은 155,419원으로 가장 높

은 편이다. 종합병원이나 병원 및 의원급으로 내려가면 본인부담금은 현저히 낮아지

지만,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에는 본인부담금은 상승한다. 다른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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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과 비교하여도 가장 높은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에

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표 Ⅲ-6> 상급종합병원 진료과목별 평균 내원일수, 평균 내원총급여, 내원본인부담금

진료과목 평균 입원일수 평균 총급여 평균 본인부담금

피부과 3 일 105,923원 73,397원 

이비인후과 2.4 일 134,820원 80,936원 

안과 2.4 일 166,408원 90,204원 

신경과 2.9 일 165,202원 85,922원 

정형외과 3.2 일 496,420원 77,555원 

정신과 4.8 일 343,458원 155,419원 

비뇨기과 3.1 일 258,199원 96,782원 

산부인과 2.6 일 137,919원 68,277원 

재활의학과 5.6 일 212,902원 99,595원 

신경외과 2.4 일 151,495원 69,936원 

일반외과 3.2 일 496,420원 77,555원 

내과 3.5 일 373,773원 105,007원 

소아과 2.6 일 272,799원 91,122원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년 건강보험 청구자료 전체환자 1%샘플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가 고액 진료비 지출 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본다. 

의료비의 지출은 고액 의료비를 발생시키는 소수의 환자가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

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고액 의료비 환자를 분석해 왔으나, 

본고는 정신건강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고액 의료비 환자를 분석하였다. 의료비 지

출이 고액 의료비를 발생시키는 소수의 환자에 집중된다는 사실은 정신질환자에게

도 마찬가지다. 정신질환은 특성상 만성의 경과를 가지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입원

치료비의 비중이 내원치료비보다 현저히 높기 때문에 중증 정신질환자가 고액 의료

비를 사용하며, 이들이 전체 정신건강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2015년 건강보험 청구자료 전체환자 1%샘플을 이용하여 고액 정신질환 의료비 

환자의 총진료비용과 평균 진료비용을 추정해보고, 다른 질환의 고액 의료비 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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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정신질환 고액 의료비 환자의 입·내원일수를 비교해 본다. 2015년 건강

보험 또는 의료급여를 통해 정신질환과 관련된 의료이용을 했던 모든 국민을 대상으

로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행태를 분석한다. 본고는 고액 의료비 환자를 의료비 전체 

분포에서 상위 1%, 5%, 10%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상위 1%, 5%, 10% 고액 의료비 

환자 중 정신질환 고액 의료비 환자는 자신의 전체 의료비 중 정신질환 관련 의료서

비스를 50% 이상 사용하는 환자로 정의한다. 

2015년도 HIRA-NPS(건강보험 청구자료 전체환자 1%샘플)의 1,454,249명을 대

상으로 고액 진료비 환자와 이중 정신질환 관련 고액 진료비 환자의 의료이용행태를 

분석하였다. 정신질환 관련 환자들은 2015년 1년 동안 정신질환 상병 코드인 

F00~F99까지에 해당하는 코드를 주상병으로 입원 또는 내원치료를 한 사람들로 규

정한다. 이들 총 1,464,675명 중 정신질환 관련 입원 또는 내원치료를 받은 사람은 

90,595명으로 약 6.2%를 차지한다. 전체 환자들의 1년 평균 진료비는 1,053,054원

이며, 반면에 정신질환 관련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의 1년 평균 진료비는 

3,320,480원으로 전체 환자보다 약 3배가량 높다. 2015년 진료비 상위 10%에 해당

하는 고액 진료비 환자의 1년 평균 진료비는 4,081,347원으로 전체 환자들의 평균 

진료비 1,053,054원의 4배에 이른다. 진료비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액 진료비 환

자 중 정신질환 진료비에 자신의 진료비 50% 이상을 사용하는 정신질환 관련 고액 

진료비 환자는 13,419명으로 이들의 총진료비 평균은 7,846,718원이다. 이는 진료비 

상위 10% 해당하는 전체질환에 대한 환자들의 진료비(4,081,347원)를 상회한다. 총진료

비뿐만 아니라 본인부담금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상위 10% 전체 고액 진료비 환

자의 평균 본인부담금은 757,940원인데 반해, 정신질환 관련 고액 진료비 환자의 평

균 본인부담금은 1,287,577원으로 크게 상회한다. 즉, 정신질환 관련 고액 진료비 환

자는 총진료비, 본인부담금 모두 다른 질환과 관련된 고액 진료비 환자들보다 더 큰 

부담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입·내원일수를 비교해보면, 2015년 전체 환자들의 평균 

입·내원일수는 20.1일이다. 반면 정신질환 관련 의료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받아본 

환자들의 평균 입·내원일수는 57.5일이다. 고액 진료비 환자에 논의를 좁혀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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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전체 질환 고액 진료비 환자의 입·내원일수는 57.5일인 반면, 이들 중 정

신질환 관련 고액 진료비 환자는 130.7일로써 약 2배가량 입·내원일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7> 정신질환별 건강보험, 의료급여 내원환자 수

구분 샘플 수 평균 진료비 평균 입·내원일수

전체 환자 1,464,675명 1,053,054원 20.1일

전체 고액 진료비 환자 292,933명 4,081,347원 57.5일

정신질환 고액 진료비 환자 13,419명 7,846,718원 130.7일

비정신질환 고액 진료비 환자 242,191명 3,773,741원 50.7일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년 건강보험 청구자료 전체환자 1%샘플

2. 정신질환자의 사회인구학적, 연령, 성별 분포

가. 사회인구학적 분포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영양상태 및 생활수준의 향상은 1970년에 62.3세이던 

기대수명을 2015년 82.1세로 증가시켰다. 이러한 경제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으로 인

한 건강증진의 혜택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분배되는 것은 아니다. 건강은 유전

적으로 타고난 개인적인 속성인 동시에 사회적으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성별, 연령, 소득, 직업, 교육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 요인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외 연구는 많

다. 소득수준별로 신체건강상태에 차이가 나며, 운동·흡연·음주 및 건강검진과 같

은 건강행태에도 영향을 주며, 의료행태에도 영향을 준다(이미숙 2005; 서남규 

2011; 김혜련 2009). 정신건강도 예외는 아니어서 소득수준이 정신건강의 차이를 

불러일으키고, 정신질환과 같은 문제가 심화되기도 한다(김도영 2012; 송인한 외 

2011; 황선재 2015). 소득 이외에 교육수준도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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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변수로 인식된다(강상경 외 2008; 김동배 외 2012; 성준모 2013). 

2016년 정신질환실태 조사에 의하면 알코올과 니코틴 사용장애를 포함한 모든 정

신장애 일년유병률은 18~29세 구간에서 18.6%, 30대에서 12.7%, 40대에서 10.9%, 

50대에서 11.1%, 60대에서 8.1%, 70세 이상은 5.7%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18~29세 

연령 구간에서 정신질환 유병률이 각각 17.2%, 20.3%로 가장 높았고, 70세 이상의 연

령 구간에서는 유병률이 가장 낮았다. 알코올과 니코틴 사용장애를 제외한 모든 정신

장애 일년유병률은 18~29세 구간에서 11.9%, 30대에서 8.1%, 40대에서 5.5%, 50대

에서 5.4%, 60대에서 6.3%, 70세 이상 구간에서 5.2%로, 50대까지는 나이가 증가함

에 따라 유병률이 감소하다가 60대에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자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70대 이상에서 다시 유병률이 증

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40대에서 최저점을 이루고 60대에서 다시 

증가한 후 70대로 넘어가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발병률은 10대, 20대

에 높아지다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감소하지만, 60대에 접어들면서 다시 높아지는 

현상을 보인다. 이는 고령층이 정신건강에 취약하다는 연구들과 일치하는 견해를 보

이는데, 고연령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노동생산력 감소, 은퇴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 인관관계의 축소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Mirowsky & 

Ross 1992; 김진영 2007; 강은나 외 2014; Blazer 2005; VanDerHorst et al. 2005). 

알코올과 니코틴 사용장애를 포함한 모든 정신장애 일년유병률은 미혼 집단에서 

18.1%로 나타나 이혼, 별거, 사별 집단과 기혼에 비해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남녀 

모두에게서 발견되었다. 알코올과 니코틴 사용장애를 제외한 모든 정신장애 일년유

병률 또한 미혼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 수준과 취업 상태에 따라 일년유병률 또한 다르게 나타나는데, 알코올과 니

코틴 사용장애를 포함한 모든 정신장애 일년유병률은 10~12년의 교육을 받은 집단

에서 가장 높았다. 취업 상태의 경우, 미취업 집단에서 알코올과 니코틴 사용장애를 

포함한 모든 정신장애 일년유병률이 가장 높았다. 반면, 알코올과 니코틴 사용장애

를 제외한 모든 정신장애 일년유병률의 경우, 7~9년의 교육을 받은 집단에서, 그리

고 미취업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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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월 소득수준에 따라 알코올과 니코틴 사용장애를 포함한 모든 정신장

애 일년유병률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녀 모두 월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집단에

서 일년유병률이 가장 높았다. 알코올과 니코틴 사용장애를 제외한 모든 정신장애의 

일년유병률 또한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이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저소득층의 

정신장애 일년유병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정신질환실태 조사에 의해 정신질환 역시 신체질환과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지

위와의 관련성을 알 수 있었다.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정신질환의 발병률이 높

았으며, 저연령층이 정신질환에 취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미혼층, 미취업 상

태에 있을수록 정신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정신건강 정책 수

립 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Ⅲ-8> 정신질환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구분 남성 여성 전체

교육수준

무학 14.3 19.6 18.6

초졸 8.7 18.1 14.7

대졸 5.0 15.0 9.6

취업상태

전일제 4.6 12.1 7.2

부분제 4.6 16.8 10.7

미취업 8.9 15.2 13.0

소득

하 10.1 16.7 13.6

중 5.2 13.0 8.8

상 4.5 12.3 8.3

자료: 이동우 외(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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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신질환별 연령 분포

발병연령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적절한 연령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신질환의 최초 발병연령 분포에 대한 정보는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일반 성인의 정신질환 유병률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정신질

환실태 조사가 유일하나 정신질환실태 조사의 대상 연령은 18세 이후로 한정되어 있

기 때문에, 정신질환별로 최초 발병연령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

서 차선책으로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이용하여 각 질환별로 치료연령에 대한 정보를 

통해 최초 발병연령에 대해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이

용하여 치료환자 수를 연령별로 정리하여 연령 분포를 각 정신질환별로 알아보았다. 

먼저, 치매를 포함한 증상성을 포함하는 기질성 정신장애(F00~F09)에 대한 치료연

령은 50대에 치료하는 환자들이 생기고, 60대에 계속 증가하다 70대, 80대 이상에서 

급격하게 증가한다. 2012년 전국 치매 역학조사에 의하면 65세를 기준으로 5세가 

증가할 때 마다 거의 2배씩 증가하여, 65~69세 사이에 1.3%에 불과하지만, 85세 이

상에서는 33.9%로 급격히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에, 지적장애·정신발달

장애 및 소아기 행동 및 정서장애는 10대 이전에 발병하여, 10대, 20대까지 발병하

다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치료인원은 감소한다. 

조현병의 경우 치료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10대에 발병하여 40대까지 치료인원이 

증가하다 40대 이후에는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조현병을 포함하는 정신병적 장애

(Psychotic Disorder)는 대개 14세 이전에는 발병하지 않다가, 15~17세 사이에 발

병이 급격히 증가하고, 조현병의 경우 대개 15~35세에 최초 발병된다는 해외 연구결

과가 있다.10)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조현병 치료연령 분포 현황도 

이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기분장애의 경우는 치료환자는 50대에 가장 많으며, 50대까지 꾸준히 상승하다 

10) Thomsen PH(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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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이후에 감소하게 된다. 치료환자는 10대부터 생기고, 20대와 50대에 급격히 상

승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10대에는 낮은 발병률을 보이다가 40

대, 50대에 급격히 증가하고 감소한다는 해외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25~45세까지 

발병연령이 집중되어 있고, 기분장애 발병자 중 25~75%는 치료연령이 17~65세까지

에 이른다. 불안장애도 기분장애와 비슷한 치료연령 패턴을 갖는다. 50대까지 지속

적으로 치료환자가 증가하다 50대 이후에 감소한다. 10대에 불안장애 환자가 치료

받기 시작하며, 50대까지 계속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알코올 사용장애의 경우는 치매, 기분장애, 불안장애보다 치료환자 수

는 현저히 적지만, 2016년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받은 환자는 약 8만 명에 이른다. 음

주에 관대한 문화 때문에 알코올 사용장애의 경우 치료받는 환자 수는 추정환자 수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연령 분포는 10대부터 치료환자가 생기며, 40대에 가장 많은 환

자가 치료받는다. 40대 이후 계속 감소하는 패턴을 갖는다. 

<그림 Ⅲ-4> 정신질환별 치료환자 연령 분포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20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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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신질환별 성별 분포

WHO는 건강에서 남녀평등과 여성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수준, 정신건강 위험 노출 정도 및 정신건강 결과에서의 성별 차이를 성

별(Gender)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즉, 성별을 정신건강에서 차이를 가져오는 

구조적 결정요인으로 보고 있다. 성별은 단순히 생물학적 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녀가 가지는 소득, 고용(실업), 사회적 위치와 같은 중요한 사회경제적 요소들의 

차이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소득수준, 교육수준 

및 고용과 같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남성보다 낮고,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라 수동적

이고 외부자극에 영향을 받기 쉬운 취약한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특히 유의

할 점은 정신건강의 모든 측면에서 남녀차이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기존 연구들

은 전반적인 정신장애유병률에서 남녀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고한다. 2016년 정신질

환실태 조사에 의하면 섭식장애와 신체형 장애를 제외하고 약물 사용장애가 포함된 

17개 정신질환에 대한 유병률 조사에 의하면, 일년유병률은 남자 12.2%, 여자 

11.5%로 남녀가 비슷한 유병률을 갖는 것으로 보고한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특정 정신질환의 경우 남녀의 유병률 차이가 나타난다. 남자는 알코올 사용장

애, 여성은 불안장애가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 알코올 사용장애의 경우 남자는 

5.0%, 여자는 2.1%로 남자가 거의 2배가량 높은 유병률을 보이며, 불안장애의 경우 

남자가 3.8%, 여자가 7.5%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 불안장애의 유병률이 휠씬 높다.

건강보험통계를 이용하여 남녀 치료환자 수를 통해 정신질환별 치료환자 수의 차

이를 알아볼 수 있다. 남녀 치료환자 수(입·내원환자 수) 차이가 가장 큰 정신질환

은 치매를 포함한 증상성을 포함하는 기질성 정신장애(F00~F09)로 총 입·내원환

자 수는 총 705,176명이며, 이 중 남자가 약 30%를 차지한다. 치매와 같이 치료환자

가 여성이 현저히 많은 정신질환은 기분장애, 불안장애, 생리적 장애 등이 있다. 남

성의 경우 알코올 사용장애, 인격장애, 지적장애, 발달지체, 소아기 행동 및 정서장애

의 치료환자가 여성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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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 정신장애 일년유병률
 (단위: %)

진단
남자 여자

유병률 SE 유병률 SE

알코올 사용장애 5.0 0.6 2.1 0.4

조현병 0.2 0.1 0.2 0.1

기분장애 1.3 0.3 2.5 0.3

불안장애 3.8 0.5 7.5 0.6

모든 정신장애 12.2 0.9 11.5 0.7

모든 정신장애

*니코틴 사용장애 제외
9.3 0.8 11.1 0.7

모든 정신장애

*니코틴/알코올 사용장애 제외
5.0 0.6 9.5 0.7

자료: 이동우 외(2017)

<그림 Ⅲ-5> 정신질환별 치료환자 성별 분포
 (단위: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2017a)

정신질환의 유병률과 치료환자 수의 성별 차이가 존재하며, 정신질환 예방·효과적

인 치료에 대한 정책 수립 시 성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여전히 남성보다 낮으며,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정신질환의 위험(Risk)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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