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들어가며

최근들어정신질환에대한보건의료계및학

계, 실천현장에서의관심이지속적으로부각되

고 있다. 정신질환은 유병률이 매우 높은 질환

으로(표 1 참조), World Health Organization

World Mental Health Survey에의하면정신질환

의평생유병률은미국의경우46.4%, 유럽국가

의경우25%로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한국은

미국이나 유럽국가보다 세부 유형별 정신질환

유병률이낮게나타지만, 평생유병률의경우유

럽국가의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1)에 의하면, 한

국성인중27.6%는평생동안한번이상정신

장애를 앓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16%

는지난1년간한번이상정신장애를앓은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코틴 사용 장애를 제

외하고는 성인의 24.7%가 평생 동안, 13.5%가

지난 1년간 한 번 이상 정신 장애를 앓은 적이

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한국성인인구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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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정신건강 현황에서의 남녀 차이를 설명하 으며, 최근 부각되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인 우울을 중심
으로횡단및종단데이터를활용하여한국성인의우울수준에서의남녀차이를살펴보았다. 그결과, 전반적인정신장애유병률을보면
남녀에게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특정 정신질환에서 그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우울을 포함한
기분장애와불안장애는여성에게서, 알코올/약물중독및반사회성인격장애는남성에게서보다높은유병률을보 다. 우울을중심으로
분석한 바를 정리해보면, 여성의 우울증상경험률 및 우울장애유병률은 남성보다 약 2배 이상 높게 보고되고 있으며, 여성의 우울수준
역시남성보다높게나타났다. 우울수준의경우, 남성의대부분은낮은우울수준을보이며, 중간이나높은우울수준을보이는남성들도
시간에따라약간씩그정도가감소하고있는경향을보인다. 하지만여성의경우, 비록대부분이낮은우울수준을보이기는하나, 시간
에 따라 지속적으로 우울수준이 증가하거나 높은 우울수준에서 정체되어있는 집단이 전체 여성에서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문헌연구및데이터분석결과를바탕으로성별차이를고려한정신건강정책및프로그램을제언하 다. 

1) 조맹제 외(2011).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보건복지부, 서울대학교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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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는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정신 장애를 앓은

적이있음을알수있다.

정신질환을 포함한 정신건강 문제는 음주나

흡연과같은건강을해치는행동과 접한연관

을갖는것뿐아니라2). 다른신체질환(예. 만성

질환) 및장애, 자살생각/계획/시도와같은자살

관련 행동, 그리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 연관

성이지속적으로보고되고있다3). 또한건강뿐

아니라 정신질환은 안정적 사회생활(예. 취업)

및 가족관계 악화 등과 같은 가족 및 사회생활

에서도부정적인 향을주고받는다.

그 뿐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는 각 질

병으로야기되는장애에대한연구를바탕으로,

정신질환에의한사회경제적비용이매우큰것

으로추산하 다. 현재전세계적으로우울증으

로 야기되는 부담이 세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

났으며, 2020년에는 10개의 주요장애 원인 중

에정신장애5개가포함될것으로보고하 다4).

국내에서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

용이2005년의경우2조1156억원으로추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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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rant et al.(2004). Nicotine dependence and psychiatric disorders in the united states: Results from the
national epidemiologic survey on alcohol and related condition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1(11),
pp.1107~1115.

3) 강상경(2010). 우울이 자살을예측하는가?: 우울과 자살태도관계의성별·연령차이, 사회복지연구, 41(2), pp.67~100.
Colton et al(2006). Congruencies in increased mortality rates, years of potential life lost, and causes of death
among public mental health clients in eight states, Preventing Chronic Disease, 3(2), p.A42.

4) Murray, J.L., and Lopez, A.D.(1996).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mortality 

표 1. 각국의 정신장애 평생유병률 비교
(단위: %)

구분
알알코코올올사사용용장장애애

기기분분장장애애

주요우울장애

기분부전장애

양극성장애

불불안안장장애애

강박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공황장애

사회공포증

범불안장애

특정공포증

모모든든정정신신장장애애((니니코코틴틴사사용용장장애애제제외외))

한국
13.4

7.5

6.7

0.8

0.2

8.6

0.7

1.6

0.3

0.5

1.8

5.2

24.7

18.6

20.8

16.6

2.5

3.9

28.8

1.6

6.8

4.7

12.1

5.7

12.5

46.4

5.2

14.0

12.8

4.1

-

13.6

-

1.9

2.1

2.4

2.8

7.7

25.0

15.4

20.2

16.0

2.1

3.8

24.9

1.2

6.0

2.7

9.4

6.0

10.8

39.5

5.7

3.6

3.5

0.1

0.1

4.8

-

0.3

0.4

0.5

0.8

2.6

13.2

미국 유럽 뉴질랜드 중국

자료: Demyttenaere 등(2004), Alonso 등(2004), 조맹제 외(2011)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었다.5)

정신질환을포함한정신건강에대한기존연

구들은 개인의 성별, 혼인상태, 교육수준 및 직

업, 소득수준과 같은 인구사회경제학적특성에

따른차이를보고하고있다6). 예를들어, 우울의

경우, 여자일수록, 무배우자일수록, 낮은 교육

수준이나낮은소득수준을가진사람일수록우

울장애유병률, 우울증상경험률 및 우울수준이

더높게나타나고있다7). 하지만대부분의정신

질환을포함한정신건강관련연구들은우울수

준이높게나타나는노인을대상으로이들의우

울수준 파악 및 정책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8).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건강에서의 생애

주기적접근은연령별차이를보여준다는점에

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정신건강에서의 남녀

차이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국내에서는정신건강에서의남녀차이를살

펴본연구는제한적이다. 

따라서본연구는문헌연구를바탕으로정신

건강현황에서의남녀차이를설명하 으며, 최

근부각되고있는정신건강문제인우울을중심

으로 횡단 및 종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 성

인의 우울수준에서의 남녀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문헌연구 및 데이터 분석 결

과를바탕으로성별차이를고려한정신건강정

책및프로그램을제언하 다. 

2. 정신건강에서의 남녀차이9)

WHO는건강에서의남녀평등과여성건강의

중요성을강조하고있으며10), 정신건강및정신

질환수준, 정신건강위험에의노출정도및정

신건강결과에서의성별차이를젠더(gender)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즉, 젠더를 정신건강

에서의 차이를 가져오는 구조적 결정요인으로

보고 있다. 젠더는 단순히 생물학적 성에 그치

는 것이아니라남녀가가지는소득, 고용(혹은

실업), 사회적 위치와 같은 중요한 사회경제적

요소들의 차이(disparities 혹은 inequality)와

접한연관을갖는것을의미한다11). 일반적으로

여성은소득수준, 교육수준및고용과같은사

회경제적수준이남성보다낮고12), 전통적인성

역할(gender roles)에따라수동적이고외부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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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건강 형평성 현황과 과제 (2)

and disability from diseases, injuries and risk factors in 1990 and projected to 2020. World Health
Organization.

5) 정 호(2009). 질병의 사회경제적비용과건강친화적재정정책, 보건복지포럼, pp.50~61.
6) 강상경·권태연(2008). 사회경제적지위가우울수준에미치는 향과생애주기별차이에대한탐색적고찰,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0, pp.332~355.
7) 김남순 외(2013). 한국여성의 건강통계, 질병관리본부.
8) 장미희·김윤희(2005). 노인의 스트레스, 우울 및자살생각간의관계, 정신간호학회지, 14(1), pp.33~42.
9) 정신장애유병률을중심으로정신건강에서의남녀차이를살펴봄.
10) World Health Organization(2002). WHO gender policy. Integrating gender perspectives in the work of WHO.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11) World Health Organization(2001). Gender disparities in mental health.
12) Leach et al(2008).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and anxiety across the adult lifespan: The role of

psychosocial mediators. Soc Pscyhiatry Epidemiol. 43. pp.983~998.



에 향을 받기 쉬운 취약한 특성(susceptibility)

을보이기도한다11). 기존연구는여성과남성의

사회경제적지위및성역할등에서의차이가남

녀의 정신건강 수준 및 정신건강 치료 및 프로

그램의참여정도와 접한연관을갖는다고보

고한다.10) 11)

정신건강에서의 남녀차이를 논의할 때 유념

해야할 것은, 정신건강의 모든 측면에서 남녀

차이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존

연구들은 전반적인 정신장애유병률에서 남녀

차이가거의없다고보고한다13). 이와같은특성

은 보건복지부가 수행한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14)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림 1〕에

서나타난것처럼최근 1년간모든정신장애의

유병률은 남자가 16.2%, 여자가 15.8%로 차이

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정신질환 유

형 중 조현병(schizophrenia)과 양극성정동장애

(bipolar disorder)의경우도남녀차이가거의없

는것으로나타났다. 이특성은한국뿐아니라

해외의연구에서도나타난바있다.13)

하지만특정정신질환의경우여성과남성에

게서 차이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양극성장애

를 제외한 기분장애(주요우울장애, 기분부전장

애)와불안장애(강박장애, 범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장애 등)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는반면, 남성은여성보다알코올/약물중

독과반사회성인격장애의유병률이높게나타

난다15). 한국성인에게서도세부정신장애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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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Kessler et al(1994). Lifetime and 12 month prevalence of DSM-111-R psychiatric disorders in the United
State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1, pp.8~19.

14) 조맹제 외(2011).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보건복지부, 서울대학교의과대학.
15) Kendler et al(2003). The structure of environmental risk factors for common psychiatric and substance use

disorders in men and women. Arch Gen Psychiatry, 60, pp.929~937.

그림 1. 한국 성인의 성별 정신장애 유병률(최근 1년)

자료: 조맹제 외(2011)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률을 살펴보면, 남자에게서는 알코올 사용장애

가여자보다약3배이상높게나타나고, 기분장

애와불안장애는여자가남자보다약 2배이상

높게나타남을알수있다. 그외에도여성은남

성보다 섭식장애 유병률이 높으며, 정신장애들

간의복합상병(예: 우울과불안) 역시높게보고

되고있다.13) 14)

정신장애유병률외에도, 정신장애의발병시

기 및 증상,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도움추구행

위(help seeking behaviors) 등에서도 남녀 차이

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선 정신장애

발병 시기 및 증상과 관련하여 구체적 예를 살

펴보면, 같은조현병을겪는다고하더라도남성

은여성보다빠른발병시기를보이지만16), 여성

은 남성보다 조현병 증상에서의 환각

(hallucination)의빈도가더높게나타난다17). 그

리고정신건강문제에대한도움추구행위와관

련하여, 기존연구들은 여성이 primary health

care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의 정신

건강 문제를 잘 공유하는 반면, 남성은 정신건

강 문제보다 음주와 같은 문제를 더 잘 공유한

다고보고한다18). 이는남녀의사회적인식혹은

기대에기인하는것으로여성은감정적문제를

공유하기가 더 용이하고, 남성은 음주에 대한

문제를공유하는것이더용이한사회적분위기

에서기인한다고할수있다.

3. 우울에서의 남녀 차이

다양한 정신장애 및 정신건강 중 우울은 질

병 부담이 높은 질환이다, WHO는 2030년에

우울증이 질병부담이 가장 큰 질환으로서, 1위

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9). 또한 우울

은 여성의 정신건강에서 가장 흔하게 보고되

는, 남녀 차이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정신

건강 문제이다. 우울은 세계적으로 여성이 남

성보다 항상 높게 보고되고 있으며, 그 정도는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이 같은 결과는 임상집단(clinical sample)이

나지역사회(community) 샘플모두에게서공통

적으로 보고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경우 인종

간 조사에서도 동일한 남녀 차이를 보이는 것

으로나타난다20).

한국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볼 수 있다. 비록

조사에따라, 우울을어떻게측정하느냐21)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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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bel et al.(2010). Sex differences in schizophrenia. International Review of Psychiatry, 22(5), pp.417~428.
17) Lindamer et al.(1999). Gender-related clinical differences in older patients with schizophrenia.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0, pp.61~67.
18) Allen et al.(1998). Gender differences in factor structure of the Self Administered Alcoholism Screening Test.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4, pp.439~445.
19) Murray, J.L., and Lopez, A.D.(1996).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mortality

and disability from diseases, injuries and risk factors in 1990 and projected to 2020. World Health
Organization.

20) Kessler et al(1994). Lifetime and 12 month prevalence of DSM-111-R psychiatric disorders in the United
State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1, pp.8~19.

21) 국민건강 양조사에서는 우울증상경험률을 매년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라비율이다르기는하지만우울증상경험률및

우울장애유병률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여성

이남성보다약2배이상높게나타난다(그림2

참조). 국민건강 양조사에서 나타난 우울증상

경험률(지난1년동안연속적으로2주이상일상

생활에지장이있을정도로슬프거나절망감을

느낀사람의분율)의성별 차이를보면, 여성은

2007~2009년도우울증상경험률이18.3%로나

타나고, 남자는 9.7%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2001년에비해우울증상경험률이2005년에크

게 증가하 다가 2007~2009년에 약간 감소하

는것으로나타났으나, 여전히여성의우울증상

경험률이높게나타난다. 

우울증상경험률이나 우울장애유병률 뿐 아

니라, 우울수준에서도 남녀차이를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우울수준의 변화궤적에서의

남녀차이가있음을기술하 으나22), 남녀각집

단에서의 우울수준 변화궤적을 살펴본 연구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차~5차년도의 복지패널

을 활용하여, 남녀 각 집단에서의 우울수준 변

화궤적을잠재계층성장모형(Latent class growth

22 _ 보건복지포럼 (2014. 4.)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사람의 분율로 측정되고 있음.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는 5년마다 한국어판
CIDI를 활용하여, 주요우울장애유병률을보고함.

22) 전진아 외(2012). Trajectories of Korean adults’depressive symptoms and its associations with smoking and
drinking: Using latent class growth modeling,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3), pp.65~88.

그림 2. 19세 성인의 우울증상 경험률 추이(2001~2009년)

주: 2005년 추계인구로 표준화함.
자료원: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 양조사.



model)으로 종단분석하 다. 잠재계층성장모

형은 개인중심(person-centered) 모형으로서,

일반적인잠재성장모형과달리, 개인의변화양

상이서로다를수있다는가정에기반을둔모

형이다. 즉 잠재계층성장모형은 한국 성인 중

일부는높거나낮은우울수준이시간에따라변

화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일부는 시간에 따라

우울수준이증가하거나감소할수있음을가정

한다. 본연구에서는Mplus 6.12를사용하여한

국성인남녀의우울수준의변화궤적을분석하

으며. 잠재계층성장 모형의 수는 모형치23)

(log-likelihood, BIC, LMR-LRT p values24),

posterior probabilities 등), 명료성(Parsimony) 및

해석용이성(interpretability)을 바탕으로 선정하

다25). 그결과, 남성의경우3개의잠재계층성

장모형, 여성의경우4개의잠재계층성장모형

이 도출되었으며, 남녀 각 집단의 우울수준 변

화궤적결과는다음의〔그림3과4〕와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우울수준은 11문항으로

이루어진한국형CES-D 척도26)로측정되었다.

잠재계층성장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19세 이상

한국 성인 남녀의 우울수준을 살펴보면, 한국

남성의 대부분(79.8%)은 우울수준이 지속적으

로 낮은 집단(초기값=3.1, p<.001; 기울기=-

0.24, p<.001)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6.5%가 중간수준에서 감소하는 집단(초기값

=9.4, p<.001; 기울기=-0.73, p<.001), 3.7%가

지속적으로 우울수준이 높은 집단(초기값

=16.2, p<.001; 기울기=-0.33, p=.263)에속하

는것으로나타났다. 즉, 한국성인남성의대부

분은우울수준이지속적으로낮은집단에속해

있으며, 전반적으로 시간에 따른 큰 변화를 보

이지는않으나, 초기수준에서약간씩감소하는

경향성을보인다.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시간에 따른 역동

적인 우울수준 변화를 보인다. 남성과 유사하

게, 여성의대부분(76.0%)은우울수준이지속적

으로 낮은 집단(초기값=3.75, p<.001; 기울기

=-0.28, p<.001)에속하고, 12.3%의여성이우

울수준이높은수준에서감소하는집단(초기값

=14.27, p<.001; 기울기=-2.20, p<.001)에 속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성과 달리, 우

울수준이 중간수준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집단(전체 여성의 8.1%; 초기값=6.25, p<.001;

기울기=1.42, p<.001)과 높은 우울수준에서 정

체되어 있는 집단(전체 여성의 3.5%; 초기값

=16.23, p<.001; 기울기=0.19, p=.539)이 여성

에게서 발견되었다. 즉, 남성과 유사하게 여성

의대부분도우울수준이지속적으로낮은집단

에속해있는경우가많지만, 여성은시간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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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반적으로 log-likelihood,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값은 작을수록, posterior probabilities는 높을수록 좋은
모형을의미함.

24) LMR-LRT(The Lo, Mendell, and Rubin Likelihood Ratio Test) ｐ 값은 k개 계층(class)의 모형과 k-1개 계층의 모델의
모형치를 비교한 것으로서, p<.05이면 k개 계층의 모형이 k-1개 계층의 모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의미함.
만약 p 값이 유의미하지않으면, k개 계층모형과 k-1개 계층모형간차이가없음을의미함.

25) Andruff et al(2009). Latent class growth modelling: A tutorial. Tutorials in Quantitative Methods for
Psychology, 5(1), pp.11~24.

26) 11문항으로이루어진한국형 CES-D 척도는 0-33점의 점수분포를가지며, 점수가높을수록우울수준이높은것을의미함. 



라다양한우울수준변화궤적을보인다. 남성과

달리 여성에게서는 우울수준이 증가하고 있는

집단및높은우울수준에서정체되어있는집단

이 전체 여성의 11.6%로 나타나, 이들 집단에

대한개입이필요함을시사한다.

24 _ 보건복지포럼 (2014. 4.)

그림 3. 한국 성인 남성의 우울수준 변화궤적(2006~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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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한국 성인 여성의 우울수준 변화궤적(2006~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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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가며

본 연구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문제의남녀차이를현황을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문헌연구를 통해 정신장애유병률

현황으로 정신건강에서의 남녀 차이를 검토하

으며, 가장 흔하고 질병부담이 높은 우울을

중심으로 횡단 및 종단 분석 연구를 통해 남녀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반적인 정신장

애유병률을보면남녀에게서큰차이가나타나

지 않았으나, 특정 정신질환에서 그 차이는 뚜

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우

울을 포함한 기분장애와 불안장애는 여성에게

서, 알코올/약물중독 및 반사회성 인격장애는

남성에게서보다높은유병률을보 다. 

우울을중심으로분석한바를정리해보면, 여

성의 우울증상경험률 및 우울장애유병률은 남

성보다약2배이상높게보고되고있으며, 여성

의 우울수준 역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

울수준의경우, 남성의대부분은낮은우울수준

을 보이며, 중간이나 높은 우울수준을 보이는

남성들도시간에따라약간씩그정도가감소하

고있는경향을보인다. 하지만여성의경우, 비

록 대부분이 낮은 우울수준을 보이기는 하나,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우울수준이 증가하거

나높은우울수준에서정체되어있는집단이전

체여성에서꽤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비록본연구에서자세히살펴보지는못했지

만,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에서의 남녀 차이는

단순히 유병률이나 정신건강 수준 뿐 아니라,

정신건강의위험성, 진단및치료에서도나타난

다. 따라서 성별차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정신건강 증진 전략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

리고최근우울에대한질병부담이증가하고있

는 상황에서, 우선 우울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

는여성을대상으로하는접근이시급하게이루

어져야 한다. WHO도 여성의 대표적 정신건강

을우울로보고, 여성을타겟화한우울감소정

책은우울의질병부담을완화시키는데효과적

이라고보고하고있다27). 

이 같은 젠더 센서티브 정책 및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신 장애 그 자체를 바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험 요소들을 완화하고 정신장애

와 관련된 잘못된 부정적 인식(stigma)을 개선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논의되

고 있는 건강 불평등이나 부정적인 생활사건

(예. 성폭력등)들과같이특히여성의정신건강

에부정적인 향을미치는요인들을파악하고

이들 요인의 감소 전략들이 필요하다. 그 외에

도 정신보건 실천가들은 정신건강에서의 남녀

차이를 인지하고, 이에 맞추어 남녀에게 적합

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해야할

필요성이있다. 

이처럼 젠더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 및 정책

들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

질적인문제는이러한높은정신건강문제에도

불구하고 남녀 모두 의료적 접근을 잘 하지 않

는다는 것에 있다. 실제로 정신질환 실태 역학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정신질환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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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WHO 홈페이지: www.who.int/mental_health/prevention/genderwomen/en/



정신의료서비스를이용한비율은 15.3%로외

국에비해매우낮은수준임을알수있다(그림

5 참조). 이러한정신의료서비스이용률을높이

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케어와 관련된 장애물

들, 특히비용과접근성, 부정적인식과차별등

에 대한 보건의료 및 복지적 접근이 이루어져

야한다.

그외에도초기상담, 개입, 치료및적절한사

후관리에이르는정신보건의료및서비스전달

체계가유기적으로잘정비되는것이필요하며,

보건의료체계와 더불어 사회복지사와 심리학

자등전문가로이루어진지역사회를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스템

을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26 _ 보건복지포럼 (2014. 4.)

그림 5. 국가 간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률 비교

자료: 조맹제 외(2011)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