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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전 세계적으로 만성질환과 정신질환의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은 부각되

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의 복합질환의 위험성 역시 

제기되고 있다. 복합질환은 단일 질환에 비해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문

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의료이용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

는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

서는 복합질환의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이들 복합

질환자들의 치료 및 개입의 첫 단계인 의료이용에 대한 연구 역시 미흡하다. 

  본 연구는 한국 성인의 복합질환 현황 및 질환 간 이환 패턴을 분석한 

연구로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복합질환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들의 노력을 치하하며, 

외부연구진으로 참여해주신 손선주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또한 보고서

가 나오기까지 바쁘신 중에도 고견을 주신 강상경 교수님, 김남순 연구위

원 외 학계 및 실천 현장에 근무하고 계신 여러 자문위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본 연구 결과가 한국의 복합질환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이와 관

련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임을 밝힌다. 

201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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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revalence of Multimorbidity and Transitional Patterns of 
Chronic Diseases among Korean Adults

    This study aimed to estimate the prevalence of multi-

morbidity and examine the transitional patterns of chronic dis-

eases among Korean adults. Firstly, using the cross-sectional 

data, this study examined the prevalence and the patterns of 

multimorbidity among Korean adults. To provide in-depth in-

formation, this study specifically focused on the prevalence of 

multimorbidity of people with hypertension, diabetes, mood 

disorders, and substance use disorders. Secondly, from the 

findings of the prevalence of multimorbidity among Korean 

adults, this study compared th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the 

length of inpatient stay, and medical costs between individuals 

with a single disease and individuals with multimorbidity. 

Thirdly, using the longitudinal data, this study examined the 

transitional patterns of chronic diseases, especially focusing on 

hypertension and diabetes.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com-

prehensive and integrated health care policies and/or pro-

grams for people with multimorbidity. 





요 약 <<

  만성질환과 정신질환은 질병부담이 높은 질환으로서, 이에 대한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의 복합질환의 위험성 역시 제기되고 있다. 복합질환은 단일 질

환에 비해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의료이용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 

  이러한 복합질환의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복합질환의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이들 복합질환자들의 치료 

및 개입의 첫 단계인 의료이용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미비하다. 복합질환

의 현황 파악 및 의료이용실태에 대한 분석은 질병중심의 예방이 아닌 환

자 중심의 예방, 진단, 치료, 및 사후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

다. 또한 이러한 분석은 향후 복합질환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하

고, 질병의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

는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만성질환과 정신질환의 복합질환 현황 및 의료서비

스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복합질환 이환 패턴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복합질환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비

용 추계를 위한 사전 연구로서 의의를 가지며, 복합질환자의 보건복지 수

요와 필요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첫째, 복합질환 현황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2개 이상의 만성질환 혹은 

정신질환을 보유하거나 만성질환과 정신질환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를 복

합질환 유병자로 정의하였다. 복합질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1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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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험심사평가원의 외래 및 입원 환자표본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약 45%의 외래환자가 복합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약 11%의 입원환자가 

복합질환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단일 질환자와 복합 질환자간 의료서비스 이용실태는 의료이용일

수와 의료비용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의료이용일수와 관련하여, 복합질

환자들의 의료이용일수가 단일질환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외래환자에

서는 정신질환과 만성질환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가, 입원환자에서는 복

합정신질환자의 이용일수가 가장 길게 나타났다. 의료 비용을 본인부담

금과 보험자부담금을 합산한 의료비 총액으로 살펴보면, 정신질환과 만

성질환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가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에서 모두 가장 높

게 나타났다. 

  셋째, 질환 간 이환패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 DB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자료의 한계 상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고혈압 및 당뇨 환자가 해당 질환으로 처음 

입원하기까지 걸린 기간 및 고혈압 및 당뇨의 주요 합병증으로 진단을 받

게 되기 전에 어떠한 질환이 발생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우

선 고혈압 환자의 경우, 고혈압으로 인한 입원까지의 기간은 평균 2.4년

으로 나타났으며 당뇨환자는 당뇨로 입원하기까지 평균 2.1년이 걸린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 및 당뇨환자는 주요 합병증인 

뇌졸중, 심장질환, 고도시력감퇴로 진단받기 전까지 다른 질환을 보유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근 들어 만성질환에 대한 관심이 단일 만성질환을 넘어서 

복합질환으로 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단계에서 복합질환에 초점을 둔 접

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복합질환을 관리하

는 정책이 전무하며, 향후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이와 관련한 사안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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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없는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한 가지 질환이 독보적이고, 그에 따른 

다른 질환들이 발생하게 될 경우, 예를 들어 고혈압과 고혈압 합병증과 

같이, 해당질환의 specialist가 가장 좋은 접근이라고 보고 있다(Barnet 

et al., 2012). 본 연구에서 살펴본 이환패턴분석에서도 이와 같은 접근

을 지지하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또한 다양한 만성질환 간, 정신질환 간 및 만성질환과 

및 정신질환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다. 즉, 합병증이 아

닌 다양한 질환 간 조합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같은 경우 

specialist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환자 중심적 접근의 관점에

서, 다영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으로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케어 서비

스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차의료가 활성화되

지 않고, 각 해당 질환 간 전문가들 간 연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

황에서,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증가하는 복합질환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

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역 사회차원에서,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다영역의 공조를 기반으로 한 

사례관리 체계가 이루어져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

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복합질환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요용어: 복합질환, 질환 간 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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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만성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질병부담이 높은 질환이며(WHO, 2011), 국

내 사망의 주요 원인 중 자살과 운수사고를 제외하고 지난 10년간 만성질

환 중심의 사망양상이 유지되고 있다(통계청, 2013)(표 1-1 참조). 

순위
2002 2011 2012 2013

사망원인 사망률 사망원인 사망률 사망원인 사망률 사망원인 사망률

1 악성신생물(암) 130.1 악성신생물 142.8 악성신생물(암) 146.5 악성신생물(암) 149.0

2 뇌혈관 질환 77.0  뇌혈관 질환 50.7 심장 질환 52.5 뇌혈관 질환 50.3

3 심장 질환 36.9  심장 질환 49.8 뇌혈관 질환 51.1 심장 질환 50.2

4 당뇨병 25.1  고의적자해(자살) 31.7 고의적자해(자살) 28.1 고의적 자해(자살) 28.5

5 만성하기도질환 22.6  당뇨병 21.5 당뇨병 23.0 당뇨병 21.5

6 간 질환 21.9  폐렴 17.2 폐렴 20.5 폐렴 21.4

7 운수 사고 19.1  만성하기도질환 13.9 만성하기도질환 15.6 만성하기도 질환 14.0

8 고의적자해(자살) 17.9  간 질환 13.5 간 질환 13.5 간의 질환 13.2

9 고혈압성 질환 10.6  운수 사고 12.6 운수 사고 12.9 운수 사고 11.9

10 호흡기 결핵 6.6  고혈압성 질환 10.1 고혈압성 질환 10.4 고혈압성 질환 9.4

〈표 1-1〉 사망원인 순위 추이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주: 심장 질환에는 허혈성 심장 질환 및 기타 심장 질환이 포함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결과, 각 년도

  만성질환 중심의 사망양상이 유지됨과 더불어 만성질환 유병률 역시 시

간에 따라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났다(그림 1-1 참조).  

고혈압, 당뇨병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뇌졸중과 

고콜레스테롤혈증은 정체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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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만성질환 유병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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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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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40.0 

45.0 

1998 2001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비만(19+)

고혈압(30+)

당뇨병(30+)

고콜레스테롤혈증(30+)

고중성지방혈증(30+)

만성콩팥병(중등도이상)(30+)

폐쇄성폐질환(40+)

영구치우식(19+)

빈혈(10세+)

뇌졸중(50+)

천식(19+)

알레르기성비염(19+)

자료: 질병관리본부(2013). 2012 국민건강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만성질환 중심의 사망 및 최근의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추세와 더불어,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만성질환과 더불어 정신질환 역

시 질병부담이 높은 질환으로서,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에는 10개 주요 

장애 원인 중에 정신장애가 5개가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WHO, 

2008). 특히 우울증으로 야기되는 부담이 다른 정신질환에 비해 높으며, 

2030년에는 질병부담이 가장 큰 질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WHO, 

2008). 

  우리나라에서도 정신질환은 유병률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2011년 정

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서 우리나라 성인 중 약 25%는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장애를 앓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16% 지난 1년 동안 한 

번 이상 정신장애를 앓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맹제 외, 2011). 

알코올 사용장애와 니코틴 사용장애를 제외하더라도, 그 이외의 정신질

환을 지난 1년 동안 한 번 이상 앓은 유병률이 12.3%로 나타났다(조맹제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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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19세 이상 성인의 연도별 정신장애 일년 유병률, 2001~2011

자료: 김남순 외 (2013). 한국 여성의 건강통계 p.318. 

  최근 복합질환에 대한 의료계 및 학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내외 연구들 역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복합질환은 만성질환 

간, 정신질환 간, 정신질환과 만성질환간의 복합질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 개인이 2개 이상의 질환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1). 최근 

국내에서도 복합질환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정영호 외(2013)의 

연구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의 복합질환 현황에 대

한 연구 결과, 65세 이상의 집단의 경우 대부분이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다수인 70.9%가 복합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복합정신질환과 관련하여, 김장규(2006)의 연구는 정신질

환 중 주요 우울장애의 다른 정신질환과의 동반이환율이 약 73%로, 강한 

동반이환의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복합질환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Hunt 

et al., 2002; Kessler et al., 1994). 복합질환은 단일 질환에 비해 다양

1) 복합질환의 개념에 대한 내용은 본 연구의 제2장 제1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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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이러한 광범위한 개인 및 사회적 문

제들은 곧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Kessler and Frank, 1997; 

Kessler and Forthofer, 1996). 예를 들어, 복합질환자들은 음주, 흡연, 

식습관 문제, 불규칙한 운동, 자살 등 건강행동에서의 문제를 보이기도 

하며(Hunt et al., 2002), 별거 및 이혼, 사회적 고립, 대인관계악화 등 

사회적 기능에서의 문제 역시 보고된다(Forthofer et al., 1996). 그 외

에도 교육수준 저하, 실업, 재정적 곤란 등 직업적 및 경제적 기능에서의 

문제 역시 보고되고 있다(Kessler and Frank, 1997). 또한 복합질환은 

미치료 혹은 낮은 치료참여도(treatment attendance), 치료 불순응

(treatment noncompliance), 높은 재입원율 등의 의료이용과 관련해

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Hunt et al., 2002). 

  이러한 복합질환의 건강, 사회적 기능, 의료이용에서의 부정적 영향에

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복합질환의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

지 않으며, 이들 복합질환자들의 치료 및 개입의 첫 단계인 의료이용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미비하다. 복합질환의 현황 파악 및 의료이용실태에 

대한 분석은 질병중심의 예방이 아닌 환자 중심의 예방, 진단, 치료, 및 

사후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또한 이러한 분석은 향후 복합

질환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하고, 질병의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선행되어야하는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복합질환 현황 및 복합질환자

들의 의료이용실태를 분석하고, 질환 간 이환 패턴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복합질환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을 포함한 사회경제

적 비용 추계를 위한 사전 연구로서 의의를 가지며, 복합질환자의 보건복

지 수요와 필요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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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의 

복합질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만성질환 간, 정신질환 간, 만성질환

과 정신질환의 복합질환 현황 파악과 더불어, 성별, 연령, 보험종별에 따

른 복합질환의 차이 역시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파악된 복합질환자와 단일질환자 간 의료서비스 이용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의료이용은 외래 및 입원 의료이용 일수, 의료

이용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보험자 부담금을 포함한 총 의료비로 분석

하고자 한다. 이 역시 만성질환 간, 정신질환 간, 만성질환과 정신질환의 

복합질환자들과 단일질환자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성별, 연령, 보

험종별에 따른 차이 역시 포함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종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

과 당뇨를 중심으로 질환 간 이환패턴을 보고자 한다. 고혈압과 당뇨 신

환자들이 시간에 따라 어떠한 질환을 갖게 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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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 복합질환 개념 이해 및 선행연구 고찰

○ 복합질환 개념 이해

○ 복합질환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국내외 복합질환 현황, 복합질환 위험요인 및 문제점 검토

2. 복합질환 현황 파악

○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간, 정신질환 간, 만성질환

과 정신질환 간 복합질환 현황 파악

－ 성별, 연령, 보험종별에 따른 복합질환 현황 파악

－ 복합질환 유형별(만성질환 간, 정신질환 간, 만성질환과 정신

질환 간 복합질환) 다(多)빈도 복합질환 패턴 파악

－ 입원 및 외래 환자 분석

○ 19세 이상 성인 중 고혈압, 당뇨, 기분장애, 알코올사용장애 환자

를 대상으로, 이들의 복합질환 현황 파악

－ 성별, 연령, 보험종별에 따른 복합질환 현황 파악

－ 각 질환별 다(多)빈도 복합질환 패턴 파악

－ 고혈압, 당뇨, 기분장애의 경우 외래환자 분석

－ 알코올사용장애의 경우 입원환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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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합질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분석

○ 복합질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분석

－ 의료이용일수, 의료비용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분석

－ 성별, 연령, 보험종별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차이 분석

－ 입원 및 외래 환자 분석

○ 19세 이상 성인 중 고혈압, 당뇨, 기분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분석

－ 의료이용일수, 의료비용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분석

－ 성별, 연령, 보험종별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차이 분석

－ 고혈압, 당뇨, 기분장애의 경우 외래환자 분석

－ 알코올사용장애의 경우 입원환자 분석 

4. 복합질환의 질환 간 이환패턴 분석

○ 고혈압, 당뇨 외래 신(新)환자들의 질환 간 이환패턴 분석 

－ 해당질환으로 첫 입원까지 걸린 기간 분석

－ 고혈압, 당뇨 환자의 다(多)빈도 질환 종단 분석

－ 고혈압, 당뇨 환자의 질환별 평균 이환 기간 분석

－ 고혈압, 당뇨 환자의 주요 합병증 진단까지의 질환 간 이환 패

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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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외 복합질환 대응 현황 검토

○ 국내외 복합질환 대응 현황  검토 

－ 노인 복합만성질환에 대한 국외의 대응 검토

－ 복합질환 대응체계에 대한 미국 사례연구 

－ 복합질환에 대한 국내 대응 체계 검토 

6. 연구 결과 요약 및 함의 논의

○ 연구 결과 요약 및 결과가 복합질환 예방, 관리 방안 및 접근

법 모색에 주는 함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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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복합질환 현황 및 의료서비스 이용실

태 분석, 질환 간 이환 패턴 분석을 통해 복합질환 예방 및 관리에의 함의

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의 방법들을 활용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해 복합질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국

내외의 복합질환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여 복합질환의 문제점 등을 검토

하였다. 또한 국내외 복합질환 대응체계에 대한 검토 및 고찰이 이루어졌다. 

  둘째, 본 연구는 만성질환 간, 정신질환 간, 만성질환과 정신질환 간 복

합질환의 현황 및 복합질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실태를 분석하기 위

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및 외래 환자표본자료를 활용하였다. 복

합질환 현황 파악은 2009~2011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의료서비스 

이용 실태는 2011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

혈압과 당뇨, 대표적인 정신질환인 기분장애와 알코올사용장애 환자를 

중심으로, 이들의 복합질환 현황 및 의료서비스 이용 실태 분석이 추가적

으로 수행되었다. 

  셋째, 본 연구는 고혈압과 당뇨를 중심으로 고혈압 및 당뇨 복합질환자

들의 질환 간 이환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종단으로 구축된 건강보험공단

의 표본코호트 DB자료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합질환 

예방 및 관리에 본 연구가 주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과의 수차례의 자문회의

를 수행하였으며, 만성질환관리사업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들을 방문하여 현재의 상황과 수행 가능한 방향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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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복합질환의 개념

  복합질환은 ‘공존하는 또는 연구대상인 기준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

의 임상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모든 개별적인 추가적인 임상적 실체’

라고 정의한다(Feinstein, 1970). 복합질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며, 그에 따라 동반상병(co-morbidity)와 복합상병

(multimorbidity)으로 구분되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동시성

(concurrent)와 연속성(successive) 기준에서 가장 큰 차이를 가진다.  

  예를 들어, OECD(2003)에서는 동반상병(co-morbidity)와 복합상병

(multimorbidity)이 2가지 이상의 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개념이라는 

데에는 동일하지만, 복합상병이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 한꺼

번에 발생한 상태라고 정의하는 반면, 동반상병은 한 가지 주된 질환이 

있으면서, 부속적으로 다른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

한다. 

  국립약물남용국(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NIDA)은 이 두 

가지의 개념을 포괄하여, 두 가지의 장애 혹은 질병이 같은 사람에게 동

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발생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복합질환이라고 정

의하고 있으며, 복합질환은 질환의 진행과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간 

상호작용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NIDA, 2010). 최근 국내

의 연구에서도, 동반상병을 “환자 1명이 2개 이상의 질환을 동시에 보유

하고 있는 복합적인 병리상태로 정의하고, 질환을 동시에 보유하게 되는 

복합질환의 개념 및 
선행연구 검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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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우연하게 발생하거나 질병간의 연관성에 따라 발생한 것일 수 있다”

고 보고 있다(정영호 외, 2013, p.69). 

  일반적으로 복합질환은 둘 이상의 정신장애와 신체장애를 포괄하는 의

미로 사용되나(Hall et al., 2001), 정신건강 부분에서 복합질환은 때로 

정신분열증(schizophrenia)과 물질사용장애(substance use disorde

r)2), 정신장애와 물질사용장애와 같은 좁은 의미로 정의되기도 한다

(Teesson and Byrnes, 2001). 

  본 연구는 만성질환 간, 정신질환 간, 만성질환과 정신질환 간 복합질환 

현황을 파악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횡단자료를 중심으로 파

악하고자 하므로, 각 질환의 동시발생여부를 파악하기에는 제한점이 있

다. 또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질환의 동시발생(co-occur-

rence)에 초점을 둔 복합 상병만을 살펴보지 말고, 여러 질환의 조합, 진

행과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고 있다(Nobili et 

al.,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환 발생의 동시성 및 연속성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에서 복합질환을 정의하고자 한다. 

2) 물질사용장애(substance use disorder)에는 알코올 사용장애, 니코틴 사용장애, 약물
(drug)사용장애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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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복합질환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1. 복합질환의 현황 관련 연구

  최근 국내외에서는 만성질환 간, 정신질환 간, 만성질환과 복합질환 간 

복합질환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정영호 외, 2013; 

Katon, 2003). 최근의 한 연구는 기존연구들에 대한 Systemic review 

분석을 바탕으로 복합질환 패턴을 살펴보았는데, 크게 car-

diovascular/metabolic 질환, 정신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이 다른 질환

과 복합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Proados-Torres et al., 2014)

(표 2-1 참조).  

〈표 2-1〉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에 포함된 상위 20개 질환1)

연구, 연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

당뇨병 고혈압
암(악성
종양)

뇌졸중 치매 우울증 관절증
불안
장애

심부전

Cornell et al., 2007
Freund et al., 2012
Garcia-Olmos et al., 2012
Goldstein et al., 2008 2)

Holden et al., 2011 2)

John et al., 2003 2)

Kirchberger et al., 2012 2)

Maregoni et al., 2009
Maregoni et al., 2010
Newcomer et al., 2011
Parados-Torres et al., 2012
Schafer et al., 2010
Van den Bussche et al., 2011
Wong et al., 2011

주: 1) 선택된 14개 연구 중 최소 7개 연구에서 위 질환들 모두가 언급됨.
     2) 위 연구들에서 ‘심장질환’이라는 일반 용어가 사용됨.
자료: Alexandra Prados-Torres, Amaia Calderon-Larranaga, Jorge Hancco-Saavedra, 

Beatriz Poblador-Plou, Marjan van den Akker(2014). Multimorbidity patterns: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Clinical Epidemiology. 67. p.262. tabl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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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만성질환 간 복합질환을 다룬 연구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의 인구

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50대 이상 인구의 과반수가 만성질

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정영호 외, 2011)3). 이들 연구들은 50대 

만성질환자들이 평균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60대 이상

의 만성질환자들은 평균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한

다(정영호 외, 2013). 해외에서도 노인 중 복합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들의 비율이 약 55~98%에 이른다는 연구보고가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

수록, 여성일수록,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을 가질수록 복합질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Marengoni et al., 2011)

  둘째, 만성질환 간 복합질환에 대한 연구 이외에도, 정신질환 간 복합질

환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조맹제 외, 2011; Kessler 

et al, 1997). 예를 들어, 미국은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NCS)와 10년 뒤에 이루어진 NCS-Replication을 통해 정신질

환 진단 및 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Third Edition, DSM-Ⅲ)을 기준으로 정신질환 간 복합질환

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 조사 결과 중, 여성의 정신장애와 물질사용장

애 중 알코올 의존 및 남용간의 복합질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정영호 외(2011) 연구는 50대의 68,7%가, 60대의 83.7%가, 70대 이상의 91.3%가 만성
질환 보유자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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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장애 알코올남용(%) 알코올의존증(%)

불안장애
  범불안장애 8.4 15.7
  공황장애 7.3 12
  광장공포증 9.3 18.5
  사회공포증 24.1 30.3
  단순공포증 28.2 30.7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10.5 26.2
  기타 48.8 60.7
정동장애
  우울증(depression) 30.1 48.5
  기분변조(dysthymia) 10.1 20.9
  조병 3.8 6.8
  기타 34.5 53.5
약물
  약물남용 15.5 12.4
  약물의존증 17.8 34.7
  기타 33.3 47.1
다른 정신장애
  기타 청소년 품행장애 13.5 22.8
  성인 반사회적 행동(adult antisocial behavior, AAB) 8.0 13.9
  반사회적 인격장애(ASPD) 2.1 7.8
  기타 19.6 28.9

〈표 2-2〉 여성의 알코올남용·의존증과 다른 DSM-Ⅲ-R 장애 간 평생 동반 발생률

자료: Kessler, R. C., Crum, R. M., Warner, L. A., Nelson, C. B., Schulenberg, J., & 
Anthony, J. C. (1997). Lifetime co-occurrence of DSM-Ⅲ-R alcohol abuse and 
dependence with other psychiatric disorders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4, p.316. table2의 일부를 발췌함. 

  국내 연구의 경우에도 주요우울장애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장

애, 범불안장애와 같은 불안장애 질환과 높은 동반이환율을 보이며, 알코

올사용장애 및 신체화 장애와도 높은 동반이환율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조맹제 외, 2011; 김장규 2006). 

  셋째, 만성질환과 정신질환 간 복합질환 역시 최근 들어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Katon, 2003; Jonas et al., 1997). 우선, Jonas 등(1997)의 

연구는 높은 우울수준을 보이는 사람일수록 고혈압 발생률이 높게 나타

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Katon(2003)의 연구는 만성질환자에게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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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유병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면서 만성질환과 관련된 신체기

능의 감소가 우울을 초래한다고 설명하였다. 최근의 연구는 당뇨와 관상

심장병(coronary heart disease)을 가진 환자에게서 주요우울증은 흔

하게 발견되는 질환으로, 이들 복합질환자들은 자가 관리가 안 되고, 사

망과 연관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Katon et al., 2010). 또한 

Bogner 등(2005)의 연구는 우울증 환자에게서 급성심근경색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당뇨, 암, 치매, 요실금 등의 질환이 동반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Luber 등(2001)의 연구에서는 우울증이 없는 사람

보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서 고혈압, 울혈성 심부전, 경색성 심장질환

의 동반이환율이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만성질환과 정신

질환 간 복합질환에 대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복

합질환유병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한다(Barnett et al., 2012). 

  또한 최근 Medicaid적용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의 질환에 대해 복합질

환패턴을 분석한 결과, 만성질환의 대표적 유형인 천식/COPD, 울혈성 

심부전, 관상 동맥성 심장 질환, 당뇨, 고혈압 중 한 가지 질환을 가진 대

상자들의 약 2/3가 정신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oyd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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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Medicaid 수혜자들의 만성질환과 정신질환의 복합질환 현황
Prevalence of Behavioral Health Comorbidities among Medicaid-Only Beneficiaries with Disabilities

자료: Boyd, C., Leff, B., Wolff, J., Hamblin, A., & Martin, L. (2010). Clarifying 
multimorbidity patterns to improve targeting and delivery of clinical services for 
Medicaid populations. CHCS report retrieved from 
http://www.chcs.org/media/clarifying_multimorbidity_patterns.pdf. page 4>

  국내 연구들 중에서 이미숙(2010) 연구는 도시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이

들의 만성질환과 우울증세의 상관성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노인의 

70%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노인의 우울 증

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만성질환이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전진아(2014) 연구는 주요우울장애를 포함하는 기분

장애의 경우 주로 만성위염, 만성요통, 알레르기와 복합질환 유병률이 높

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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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합질환의 중요성

  가. 복합질환의 위험요인 

  기존 연구들은 복합질환의 위험요인을 다양한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 

대부분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복합질환을 가질 확률이 높다는 점을 언급

하면서, 인구 고령화를 복합질환 증가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Nobili et 

al., 2011; Barnett et al., 2012). 하지만 일부는 동시에 복합질환이 꼭 

노인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며, 복합만성질환자의 약 절반 이상, 정

신과 만성질환의 복합질환자의 약 2/3 정도가 65세 이하인 청년, 중장년

층이라고 보고한다(Taylor et al., 2010).  

  또한 일부 연구들은 빈곤을  복합질환의 원인으로 보기도 하며, 빈곤 지

역에 사는 개인의 경우 복합질환 발생(onset)이 그렇지 않은 개인보다 약 

10~15년 빨리 일어난다고 보고한다(Barnett et al., 2012). 특히 

Barnett 등의 연구(2012)는 부유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빈곤

(socioeconomic deprivation)한 지역에 사는 경우 복합질환 양상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그림 2-2 참조). 빈곤한 지역에 사는 개인의 복합

질환 보유 가능성이 높은 것과 관련하여, 연구들은 그 원인을 빈곤한 지

역의 사람들이 흡연과 같이 건강을 해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소

득, 거주환경 등의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되어 예방적 노력을 기울이는 데

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Mercer and Wat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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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지역의 빈곤 수준별 복합질환 양상

자료: Barnett K, Mercer SW, Norbury M, Watt G, Wyke S, Guthrie B.(2012). 
Epidemiology of multimorbidity and implications for health care, research, and 
medical education: a cross-sectional study. The Lancet, 380, pp.37-43.

  그 외에도 일부 연구들은 복합질환의 증가 및 부정적 결과를 기존의 단

일질환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에서 찾고 있기도 하다(Prados-Torres et 

al., 2014). 두 가지 장애를 동시에 경험하는 인구에게 단일 질환 중심의 

접근을 강화할 경우, 복합질환의 증상들이 오히려 증폭되어 나타나거나 

혹은 복합질환을 앓지 않는 환자들에 비해 재발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는 기존의 단일

질환 중심의 분절화 된 서비스가 복합질환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

키기에 부족하며, 이러한 체계가 복합질환자들이 가지는 어려움이라고 

보고 있다(Barnett et al., 2012; Tinetti et al., 2004). 

  나. 복합질환의 문제점

  복합질환의 위험성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Hunt et al., 2002; 

Kessler et al., 1994). 구체적으로, Hunt 등(2002)의 연구는 복합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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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음주, 흡연, 식습관, 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살과도 연관성

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Kessler 등(1994)의 연구는 복합질환이 교육수

준 저하, 실업 및 재정적 곤란을 야기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Forthofer(1996)는 복합질환이 별거 및 이혼, 대인관계 악화 등 사회적 

기능에서의 문제를 초래한다고도 하였다.

  복합질환은 건강과 사회적 기능뿐 아니라, 의료이용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치료 혹은 낮은 치료참여도, 치료 불

순응, 높은 재입원율과 같은 의료이용 특성을 보인다고 한다(Hunt et 

al., 2002; Najt et al., 2011). 예를 들어 기존 연구들은 복합정신질환으

로 인해 결근(work loss)과 같은 실질적인 역할 손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하였으며(Kessler and Frank, 1997), 낮은 정신질환 치료율을 보인

다고 하였다(Kesser et al., 1999). 또한 기존 보건의료체계가 단일질환 

중심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복합질환자들은 각 질환에 대한 치료 권고사

항을 따라가는 것이 어려워 치료율이 낮다고 언급하기도 한다

(Prados-Torres et al., 2014).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합질환 연구들은 노인들의 경우 상당수가 

복합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게

(Polypharmacy)된다는 점과 관련하여 복합질환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Nobili et al., 2011). 구체적으로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들의 

경우 다수의 약을 복용함으로서, 약물남용의 가능성뿐 아니라, 약물 간 

및 약물과 질병간의 상호작용의 위험성 및 약물부작용 등의 문제를 겪는

다고 한다(Steinman et al., 2006). Nobili 등의(2011, p.33) 연구는 고

혈압(hypertension), 2형 당뇨, COPD, 골관절염, 골다공증을 가진 79

세 여성의 예를 들면서, 이 환자는 매일 12종류의 약을 하루 5번 복용하

는데, 이 여성은 낮은 약물순응과 더불어, 약물들 간 및 약물과 질병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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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한다. 

  또한 복합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신체장애 및 기능 감소, 낮은 삶의 질 

및 높은 의료비용 등의 문제를 가진다(Marengoni et al., 2011; 

Prados-Torres et al., 2014; Ciechanowski et al., 2000). 특히 복합

질환은 의료서비스 지출과도 관련성이 높은데, 최근 Medicaid 수혜자들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Boyd et al., 2010) 복합질환의 위험성과 지출

이 가장 많은 대상자들을 추출해 본 결과, 의료서비스 관련 지출이 상대

적으로 가장 높은 Medicaid 수혜자들은 의과적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

면서 정신질환과 (또는) 물질사용장애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신질환이나 물질사용장애를 동시에 가질 경우 

그렇지 않은 대상자들에 비해 의료서비스비용이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75% 높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정신질환과 물질

사용장애 중 어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모두 공존할 경우, 그렇지 않은 케

이스에 비해 의료비용이 2~3배 더 많게 지출됨을 알 수 있었고, 입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았다(Boyd et al., 2010). 예를 들어, 당

뇨병과 정신질환 또는 물질사용장애를 동시에 경험하는 대상자들에게 소

요된 연평균 의료비용 지출은 당뇨병만을 가지고 있는 Medicaid 수혜자

에 비해 약 3.5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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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Medicaid 수혜자의 복합질환 유형별 의료비용
Impact of Behavioral Health Comorbidities on Per Capita Costs among 

Medicaid-Only Beneficiaries with Disabilities

자료: Boyd, C., Leff, B., Wolff, J., Hamblin, A., & Martin, L. (2010). Clarifying 
multimorbidity patterns to improve targeting and delivery of clinical services for 
Medicaid populations. CHCS report retrieved from 
http://www.chcs.org/media/clarifying_multimorbidity_patterns.pdf. pag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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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분석데이터의 구성 및 분석방법

1.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의 범위

  본 연구에서 살펴본 만성질환, 정신질환, 복합질환의 개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만성질환은 정영호 외(2013)의 만성질환 분류기준4)을 참고로 

하여, 정영호 외(2013)에서 제시된 46개 만성질환 분류와, 298 질병분

류, 심평원의 만성질환 범위, 자문회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총 41개 유형

군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정신질환은 DSM-Ⅳ의 정신질환 분류기준을 

참고로 하여 17개 정신질환 군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개 이상의 만성질환, 정신질환을 보유하거나, 만성질환

과 정신질환을 동시에 보유한 사람을 복합질환 유병자로 정의하였다. 다

만, 동일 만성질환 혹은 정신질환 군에서 2개 이상의 질환에 이환되었을 

경우는 복합질환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당뇨병과 당뇨병내 당

뇨발궤양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복합질환으로 간주하지 않고 당뇨

병으로 정의하였다. 유사하게, 불안장애군 내에 공항장애와 범불안 장애

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 복합질환으로 간주하지 않고 불안장애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의한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은 총 58개 군으로서, 

4) 원래 정영호 외(2013) 연구에서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 분류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만성질환은 신체질환 중심으로 분류하였으며, 우울증 등 F코드로 이루어진 
질환의 경우 정신질환 파트에서 다루었음.

복합질환 현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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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질환명 ICD-10 코드

1 암

C00-C14, C15, C16, C18, C19-C21, C22, C25, C17, 
C23-C24, C26, C32, C33-C34, C30-C31, C37-C39, C40, 
C41, C43, C44, C45-C49, C50, C53, C54-C55, 51-C52, 
C56-C58, C61, C60, C62-C63, C67, C64-C66, C68, 69, 
C71, C70, C72, C73-C80, C97, C81, C82-C85, 91-C95, 
C88-C90, C96, D06, D22-D23, D24, D25, D27, D30, 
D33, D00-D05, D07-D21, D26, D28-D29, D31-D32, 
D34-D48

2 빈혈증
D50, D51, D52, D53, D55, D56, D57, D58, D59, D60, 
D61, D63, D64, D65

3 갑상선이상 E01, E06, E07 

4 당뇨병 E10, E11, E12, E13, E14 

5 비만 E66 

6 지질대사장애 E78 

7 대사교란/통풍 E79, M10, 

8 파킨슨씨병 G20, G21, G22 

9 편두통/만성두통 G43, G44, 

10 신경장해
G50, G51, G52, G53, G54, G55, G56, G57, G58, G59, 
G60, G61, G62, G63, G64 

11 알레르기 H01, J30, K52, K90, L23, L27(L27.2), L56, T78, T88 

12 고도시력감퇴
H17, H18, H25, H26, H27, H28, H31, H33, H34, H35, 
H36, H40, H43, H47, H54 

13 어지럼증 I81, I82, R42 

14 고도청각손실 H90, H91

15 고혈압 I10, I11, I12, I13, I15 

16 만성허혈성심질환 I20, I21, I23, I24, I25 

17 심장판막질환 I34, I35, I36, I37

18 심부정맥 I44, I45, I46, I47, I48, I49

19 심부전증 I50 

20 뇌졸중 G45, I60, I61, I62, I63, I64, I69 

21
죽상동맥경화증/말초동맥
폐색질환

I65, I66, I67, I70, I73 

각 군별 코드는 다음의 <표 3-1>에 제시되어있다.

〈표 3-1〉 58개 질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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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질환명 ICD-10 코드

22 하지정맥류 I83, I87(I87.2)

23 치핵 I84 

24 저혈압 I95 

25 만성폐쇄성폐질환 J40, J41, J42, J43, J44, J47

26 천식 J45 

27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K21, K25, K26, K27, K28, K29

28 장게실증 K57 

29 간질환 K70, K71, K72, K73, K74, K76

30 만성담낭염/담석 K80, K81

31 건선 L40 

32 류마티스관절염 M05, M06, M79 

33 무릎관절증 M15, M16, M17, M18, M19 

34 만성요통
M40, M41, M42, M43, M45, M47, M48, M50, M51, 
M53, M54 

35 골다공증 M80, M81, M82 

36 신기능부전 N18, N19

37 요로결석 N20 

38 요실금 N39, R32

39 전립선비대증 N40 

40 비염증성부인과질환 N81, N84, N85, N86, N87, N88, N89, N90, N93, N95

41 간질 G40, G41

42
유아기, 소아기, 청소년기
에 처음으로 진단되는 장애

F70(F70.9), F71(F71.9), F72(F72.9), F73(F73.9), 
F79(F79.9), F80(F80.0, F80.1, F80.2, F80.9), F81(F81.0, 
F81.2, F81.8, F81.9), F82, F84(F84.0, F84.2, F84.3, F84.5, 
F84.9), F90(F90.0, F90.9), F91(F91.3, F91.8, F91.9), 
F93.0, F94(F94.0, F94.1, F94.2), F95(F95.0, F95.1, F95.2, 
F95.9), F98(F98.0, F98.1, F98.2, F98.3, F98.4, F98.5, 
F98.8, F98.9), R15

43
섬망, 치매, 그리고 기억상
실 및 기타 인지장애

F00.0(F00.00, F00.01, F00.03), F00.1(F00.10, F00.11, 
F00.13), F0.18(F01.80, F01.81, F01.83), F02(F02.0, F02.1, 
F02.2, F02.3, F02.4, F02.8), F03, F04, F05(F05.0, F05.9), 
F06(F06.9), R41.3

44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않는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정신 장애

F06(F06.1), F07(F07.0), F09

45
물질 관련 장애(알코올 사
용장애, 니코틴 사용장애, 

F10, F11(F11.0, F11.1, F11.2, F11.3, F11.5, F11.8, F11.9), 
F12(F12.0, F12.1, F12.2, F12.5, F12.8, F12.9), F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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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질환명 ICD-10 코드

약물 사용장애)

F14(F14.0, F14.1, F14.2, F14.3, F14.5, F14.8, F14.9), 
F15(F15.0, F15.1, F15.2, F15.3, F15.5, F15.8, F15.9), 
F16(F16.0, F16.1, F16.2, F16.5, F16.7, F16.8, F16.9), 
F17(F17.2, F17.3, F17.9), F18(F18.0, F18.1, F18.2, F18.5, 
F18.7, F18.8, F18.9), F19(F19.0, F19.1, F19.2, F19.3, 
F19.5, F19.6, F19.7, F19.8, F19.9)

46
조현병과 기타 정신증적 
장애

F06(F06.0, F06.2), F20(F20.0, F20.1, F20.2, F20.3, F20.5, 
F20.8), F22(F22.0), F23(F23.8), F24, F25(F25.0, F25.1), 
F29

47 기분장애
F06(F06.3), F30, F31(31.0, F31.6, F31.8, F31.9), F31, F32, 
F33, F34(F34.0, F34.1), F39

48 불안장애
F06(F06.4), F40(F40.0, F40.1, F40.2), F41(F41.0, F41.1, 
F41.9), F42(F42.8), F43(F43.0, F43.1)

49 신체형 장애
F44(F44.4, F44.5, F44.6, F44.7), F45(F45.0, F45.1, F45.2, 
F45.4, F45.9)

50 허위성 장애 F68(F68.1)

51 해리성 장애 F44(F44.0, F44.1, F44.8, F44.9), F48(F48.1) 

52 성장애 및 성정체감 장애

F52(F52.0, F52.1, F52.2, F52.3, F52.4, F52.5, F52.6, 
F52.9), F64(F64.0, F64.2, F64.9), F65(F65.0, F65.1, F65.2, 
F65.3, F65.4, F65.5, F65.8, F65.9), N48(N48.4), 
N50(N50.8), N94(N94.1, N94.8)

53 섭식장애 F50(F50.0, F50.2, F50.9)

54 수면장애
F51(F51.0, F51.1, F51.2, F51.4, F51.5, F51.8, F51.9), 
G47(G47.0, G47.1, G47.3, G47.4, G47.8)

55
분류되지 않은 충동조절장
애

F63(F63.0, F63.1, F63.2, F63.3, F63.8, F63.9)

56 적응장애 F43(F43.2, F43.9)

57 성격장애 F21, F60

58
임상적 관심의 초점이 될 
수 있는 기타 장애

F54, F93(F93.3, F93.8), G24(G24.0), G25(G25.1, 
G25.9), R41(R41.8), T74(T74.0, T74.1, T74.2), 
Z55(Z55.8), Z56(Z56.7), Z60(Z60.0, Z60.3), Z63(Z63.0, 
Z63.4, Z63.7, Z63.8, Z63.9), Z71(Z71.8), Z72(Z72.8), 
Z76(Z76.5), Z91(Z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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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본 연구는 복합질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 외래 및 입원 환자표본 자료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였으며, 다음의 기준

으로 분석 자료를 구성하였다. 첫째, 19세 이상 사람 중 2011년 한 해 동

안 한번이라도 의료이용을 한 사람이면서, 둘째, 본 연구에서 정의한 58

개 질환군으로 입원 1일 이상, 외래 3회 이상 이용한 사람을 연구에 포함

하였다. 

  우선 2011년 외래환자표본자료를 통해 추출한 연구샘플은 1,068,822

명(그림 3-1 참조)으로, 이들 중 본 연구에서 정의한 58개 질환군에 해당

하는 성인은 509,476명이다. 이 가운데 정신질환을 보유한 사람은 

31,118명, 만성질환을 보유한 사람은 499,623명으로 나타났다5). 

  그리고 2011년 입원환자표본자료를 통해 추출한 연구샘플은 667,906

명(그림 3-1 참조)이나, 58개 질환군에 해당하는 성인은 354,90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정신질환을 보유한 사람은 23,726명, 만성질환을 보

유한 사람은 336,606명으로 나타났다. 

5) 정신질환과 만성질환을  모두 보유한 경우가 있으므로, 정신질환 보유자의 수와 만성질환 
보유자 수의 합은 58개 질환군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보다 크게 나타남. 이는 외래 및 입
원 모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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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입원>

〔그림 3-1〕 데이터 구성도(201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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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장에서 다룰 내용은 복합질환 현황, 복합질환 패턴 및 복합질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실태로 2011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외래 및 입원환

자표본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필요시 복합질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2009~2010년 외래환자표본자료 및 2010년의 입

원환자표본자료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였다6). 또한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와 대표적인 정신질환인 기분장애와 알코올사용장애를 선택

하여 이들 질환자들이 어떠한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복합질환 현황 및 의료서비스 이용실태까지 분석함에 따라 

자료 활용에 있어 주상병을 중심으로 복합질환 보유여부를 파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상병을 고려하지 않아 복합질환 현황을 과소 추정했

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질환을 정의하는 데 있어 약처방 자료와 의

료기기 이용 자료를 연계하지 않아, 일부질환에 있어 유병률이 과대 추정

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한계를 줄이기 위해, 본 장에

서는 고혈압, 당뇨, 기분장애 및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복합질환 현

황 파악 시 환자표본자료의 제1부상병(20T) 및 청구상병기호(40T)

를 모두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유병률은 2010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정신질환과 같이 청

구 자료를 기반으로 한 유병률 산출 결과가 실제보다 과소 추정될 가능성

을 고려하여 19세 이상 수진자 전체를 분모로 한 수진자유병률7) 결과도 

추가로 제시하였다(표 3-2 참조).

6) 외래환자표본자료의 경우 2009~2011년의 3년간의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였으나, 입원환
자표본자료의 경우 2010~2011년의 2년간의 데이터 이용만 가능하여, 외래와 입원환자
의 복합질환 추이를 살펴보는 기간이 다름.

7) 각 질환별 수진자 수 / 19세 이상 전체 수진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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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유병률 및 의료이용률 산출을 위한 인구 기준

(단위: 명)

구분
2010년 
추계인구 

2011년 외래수진자 2011년 입원수진자

Crude Weighted Crude Weighted

성별

 남 19,521,399 505,504 16854553 283,696 2182367
 여 19,126,102 563,318 18781384 384,210 2955445
연령

 19~24세 3,889,215
 25~34세 7,658,337
 35~44세 8,502,380
 45~54세 8,151,926
 55~64세 4,993,153
 65세 이상 5,452,490

보험종별

 건강보험 48,906,795
 의료급여 1,674,396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2011년 환자표본자료(NPS, NIS) 

  마지막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실태의 경우, 외래와 입원 모두 1인당 연간 

평균 의료이용일수와 평균 의료이용비용(본인부담금, 보험자부담금, 의

료이용총금액)을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 살펴보는 복합질환 현황 및 의료서비스 이용실태는 위의 <표 

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 연령별, 보험종별 구분에 따른 분석이 추

가적으로 이루어졌다. 보험종별 구분은 소득수준을 대체하는 변수로 활

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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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복합질환 현황 및 패턴

1. 복합질환 현황 

  가. 복합질환 현황

  2011년 외래 및 입원환자표본자료를 통해 분석한 복합질환 현황은 다

음과 같다(그림 3-2와 그림 3-3 참조). 외래환자의 경우, 복합질환자의 

비율이 45.1%로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원환자의 

경우, 전체 입원환자의 약 10.7%만이 복합질환자로 나타났다. 복합질환

자들의 복합질환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외래 및 입원한 복합질환자들

의 대부분이 만성복합질환자들로 나타났으며(외래=90.5%, 입원=83.2%), 

만성과 정신질환의 복합질환자들의 경우 외래는 9.3%로, 입원은 14.3%

로 나타났다.  

〔그림 3-2〕 외래환자의 복합질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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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입원환자의 복합질환 현황

  전체 외래 및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복합질환 유형별 분포를 구

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3-3>과 같다. 우선 2011년 외래 의

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의 복합질환 유병 현황을 살펴보면, 단일한 만성

질환을 가진 ‘만성비복합’ 환자가 전체 외래환자의 53.0%로 절반을 차지

하며,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만성복합’ 환자가 40.9%로, 나머지 

절반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나 만성질환과 정신질

환을 복합하여 가진 ‘만성+정신복합’ 환자, ‘정신비복합’ 환자, ‘정신복

합’ 환자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011년 입원 환자도 외래환자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 만성비복합 및 만

성복합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입원환자의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외래에 비해서 만성비복합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외래 만성비복합환자 비율=53.0%, 입원 만성비복합환자 비율=84.4%). 

또한 정신비복합 및 정신복합 환자의 비율이 외래에 비하여 입원에서 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만성과 정신질환 모두를 가진 복합질환자의 

경우 외래 환자에서 비율이 4.2%로 더 높게 나타나며, 입원환자에서는 

1.5%로 낮게 나타났다.



제3장 복합질환 현황  45

구분 빈도 빈도(weighted) 구성비

외래

만성비복합 270,302 9,013,958 53.0

정신비복합 9,381 312,897 1.8

만성복합 208,056 6,947,592 40.9

정신복합 472 15,744 0.1

만성+정신 21,265 710,447 4.2

전체 509,476 17,000,638 100.0

입원

만성비복합 299,623 2,304,874 84.4

정신비복합 17,348 133,446 4.9

만성복합 31,557 242,745 8.9

정신복합 952 7,323 0.3

만성+정신 5,426 41,738 1.5

전체 354,906 2,730,126 100.0

〈표 3-3〉 외래 및 입원환자의 복합질환현황(2011년)
(단위: 명, %)

  이와 같은 외래 및 입원의 복합질환 유형별 환자수 추이를 살펴보면 다

음 [그림 3-4]와 같다. 입원의 경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해 비복

합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이용자수가 가장 많으며, 그 수가 매해 증가하

였다. 나머지 복합질환 유형의 환자수도 증가하는 양상이나, 그 증가율은 

매우 미미하다. 

  외래도 입원과 마찬가지로 2010년과 2011년 모두 만성질환만을 보유

한 환자의 의료이용이 가장 많으며, 2010년 대비 2011년 만성 비복합 환

자수가 약 10만 명 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외래와 입원 간 의료이용 경향 차이가 두드러지는 유형은 만성질환 간 

복합유형으로, 외래에 비하여 입원에서의 만성 복합질환자의 구성비가 

상당량 감소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일반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입

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점, 단일 만성질환보다는 복합 만성질환의 중증도

가 높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와 같은 경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가

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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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외래 및 입원환자의 복합질환 유형별 추이
(단위: 명)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표본자료 NIS(2009~2011년), NPS(2010~2011)  

  외래 및 입원환자의 질환수를 바탕으로 복합질환 유병률을 추산한 결과

는 다음 <표 3-4>와 같다8).

  외래환자의 복합질환 유형별로 유병률을 살펴보면, 정신질환 없이 만성

질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평균 1.74개의 질환을 가지며, 질환의 

수는 1~12개의 질환 분포를 가진다. 이들 중 2개 이상 만성질환을 가지

는 사람의 수는 208,056명(weighted: 6,947,59명)으로, 만성질환 전체 

유병률은 41.3%, 복합만성질환 유병률은 18.0%이다. 

  만성질환 없이 정신질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평균 1.05개의 질

환을 가지며, 질환의 수는 1~4개 질환의 분포를 가진다. 이들 중 2개 이

상 정신질환을 가지는 사람의 수는 472명(weighted: 15,744명)으로, 정

신질환 전체 유병률은 0.85%, 복합정신질환 유병률은 0.04%이다. 

8) 외래환자의 경우, 2개 이상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복합질환자는 총 229,793명으로, 복합
질환 유병률은 21.3%임. 입원환자의 경우, 2개 이상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복합질환자는 
총 37,935명으로, 복합질환 유병률은 0.8%임. 이는 외래 및 입원 복합질환자 전체에 대
한 것으로, 관련 내용은 <표 3-3>에 제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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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수 유병자수(Cr
ude)

유병자수
(Weighted) 구성비 유병률1) 수진자유병률2)

만성질환 수
  1개 270,302 9,013,958 56.5 23.3 25.3
  2개 117,916 3,935,677 24.7 10.2 11.0
  3개 53,428 1,784,624 11.2 4.6 5.0
  4개 22,824 762,817 4.8 2.0 2.1
  5개 이상 13,888 464,473 2.9 1.2 1.3
  전체 478,358 15,961,549 100.0 41.3 44.8
정신질환 수
  1개 9,381 312,897 95.21 0.8096 0.8780
  2개 453 15,111 4.60 0.0391 0.0424
  3개 18 600 0.18 0.0016 0.0017
  4개 1 33 0.01 0.0001 0.0001
  5개 이상 - - - - -
  전체 9,853 328,641 100.0 0.8504 0.9222
만성+정신질환 수
  2개 7,398 246,989 34.8 0.6 0.7
  3개 5,549 185,376 26.1 0.5 0.5
  4개 3,699 123,633 17.4 0.3 0.3
  5개 이상 4,619 154,450 21.7 0.4 0.4
  전체 21,265 710,448 100.0 1.8 2.0

  마지막으로 만성질환과 정신질환을 동시에 보유한 복합질환자는 평균 

3.46개의 질환을 가지며, 질환의 수는 2~14개의 분포를 가진다. 이들의 

만성 및 정신질환의 복합질환 유병률은 1.8%이다. 

〈표 3-4〉 외래환자 질환 수 및 복합질환 유병률(2011년)
(단위: 명, %)

주: 1) 2010년 추계인구와 가중치적용 유병자수를 바탕으로 유병률을 산출하였음. 
     2) 한 해 동안 의료이용을 한 19세 이상 전체 외래 수진자와 가중치 적용 유병자수를 바탕으로 

산출하였음.

  입원환자의 복합질환 유형별로 유병률을 살펴보면(표 3-5 참조), 정신

질환 없이 만성질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평균 1.11개의 질환을 가

지며, 질환의 수는 1~8개 질환의 분포를 가진다. 이들 중 2개 이상 만성

질환을 가지는 사람의 수는 31,557명(weighted: 242,744명)으로, 만성

질환 전체 유병률은 7.1%, 복합만성질환 유병률은 0.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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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질환 없이 정신질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평균 1.06개의 질

환을 가지며, 질환의 수는 1~4개 질환의 분포를 가진다. 이들 중 2개 이

상 정신질환을 가지는 사람의 수는 952명(weighted: 7,323명)으로, 정

신질환 전체 유병률은 0.4%, 복합정신질환 유병률은 0.02%이다. 

  마지막으로 만성질환과 정신질환을 동시에 보유한 복합질환자는 평균 

2.37개의 질환을 가지며, 질환의 수는 2~7개 질환의 분포를 가진다. 이

들의 만성과 정신질환의 복합질환 유병률은 0.1%이다. 

〈표 3-5〉 입원환자 질환 수 및 복합질환 유병률(2011년)
(단위: 명, %)

질환 수
유병자수
(Crude)

유병자수
(Weighted)

구성비 유병률1) 수진자유병률2)

만성질환 수
  1개 299,623 2,304,874 90.47 5.964 44.86
  2개 27,227 209,437 8.22 0.542 4.08
  3개 3,573 27,484 1.08 0.071 0.53
  4개 620 4,769 0.19 0.012 0.09
  5개 이상 137 1,054 0.04 0.003 0.02
  전체 331,180 2,547,618 100.00 7.1 49.6
정신질환 수
  1개 17,348 133,446 94.80 0.34529 2.59733
  2개 890 6,846 4.86 0.01771 0.13325
  3개 60 462 0.33 0.00120 0.00899
  4개 2 15 0.01 0.00004 0.00029
  5개 이상 - - -
  전체 18,300 140,769 100.00　 0.36424 2.73986
  만성+정신질환 수
  2개 3,864 29,723 71.2 0.077 0.579
  3개 1,191 9,161 21.9 0.024 0.178
  4개 303 2,331 5.6 0.006 0.045
  5개 이상 68 523 1.3 0.001 0.010
  전체 5,426 41,738 100.0 0.108 0.812

주: 1) 2010년 추계인구와 가중치적용 유병자수를 바탕으로 유병률을 산출하였음. 
     2) 한 해 동안 의료이용을 한 19세 이상 전체 입원 수진자와 가중치 적용 유병자수를 바탕으로 

산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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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외래 및 입원환자의 복합질환 유형별 보유 질환 분석 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외래와 입원환자 모두에서 복합만성질환자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만성과 정신질환 간 복합질환자, 복합정신질환자 

순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외래의 경우 복합 만성질환자 유병률이 

18.0%에 달하였으나 입원에서는 0.6%로 크게 감소한 것과, 만성 및 정

신복합질환자의 유병률이 외래에서 1.8%였으나, 입원에서 0.1%로 감소

한 점이다. 일반적으로 단일질환보다는 복합질환이 중증도가 높다는 점

을 고려하였을 때(정영호 외, 2013), 외래보다는 입원이용에서 복합질환 

유병률이 높아야 할 것이나 실제는 이와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

러한 결과가 나타난 데에는 기존의 만성질환 관리가 단일질병중심의 접

근방식으로(정영호 외, 2013; Barlow et al., 2005), 복합 질환의 치료가 

배제되었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해석해야 한다. 

  나. 인구특성별 복합질환 현황

  인구특성별 복합질환 현황 및 유병률을 성별, 연령별, 보험종별로 살펴

본 결과는 다음의 <표 3-6>과 같다. 우선 외래환자의 경우, 만성 및 정신

질환의 복합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성복합 및 만성·정신 복합의 경우 연

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증가하였으나, 정신비복합 및 정신복합에서는 

25~44세 군에서 유병률이 가장 높았다가 이후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 이는 상호배타적으로 질환복합 유형을 구분하면서 만성질환과의 

복합 유병 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의 특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

다. 즉, 중장년 및 노년층의 경우, 만성질환 보유비율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정신질환만을 보이는 비율은 오히려 25~44세 집

단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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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종별로는 복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유형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외래이용이 높았다. 다만 표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건강보험가입자 중

에서는 만성비복합질환자의 비중이 54.1%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의

료급여자 중에서는 만성복합질환자의 비중이 50.6%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또한 건강보험가입자의 정신복합질환자의 비율이 0.09%, 만성+정신 

복합질환자의 비율이 3.8%로 나타난 반면, 의료급여자 중에서는 정신복

합질환자의 비율이 0.17%, 만성+정신 복합질환자의 비율이 11.2%로 나

타났다. 즉 건강보험가입자 보다는 의료급여 가입자 집단에서 복합질환

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입원환자의 경우, 만성비복합, 만성복합, 만성·정신 복합질환에서 남성

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정신비복합 및 정신복합에

서는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연령 증가에 따라 각 

유형별 비율이 높아졌으며, 6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가장 높았다. 단, 복

합정신질환에서는 중년층까지 입원이용이 증가하다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외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판단된다. 

  외래환자와 유사하게, 입원환자에서도 복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유형

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입원이용이 높았다.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자 집단 내에서의 복합질환 유형별 현황을 보면, 두 집단 모두에게서 만

성비복합질환자의 비율이 각 86.7%, 61.5%로 높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만성복합질환자가 8.4%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한 반면, 의료급여자의 경우 정신비복합질환자가 18.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가입자보다 의료급여자에게서 

만성복합(8.4% vs 13.6%), 정신복합(0.17% vs 1.25%), 만성과 정신복

합(1.1% vs 5.5%)의 복합질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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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만성비복합 정신비복합 만성복합 정신복합 만성+정신 전체

외래

계 9,013,958 53.0 312,897 1.8 6,947,592 40.9 15,744 0.1 710,447 4.2 17,000,638 100.0

성별
  남 4,304,257 47.8 140,804 45.0 2,675,612 38.5 6,470 41.1 248,143 34.9 7,375,287 43.4
  여 4,709,701 52.2 172,093 55.0 4,271,980 61.5 9,274 58.9 462,304 65.1 9,625,351 56.6
연령별
  19~24세 380,904 4.2 29,098 9.3 46,841 0.7 1,631 10.4 9,718 1.4 468,191 2.8
  25~34세 1,135,874 12.6 57,815 18.5 211,202 3.0 3,959 25.1 33,492 4.7 1,442,343 8.5
  35~44세 1,825,079 20.2 84,609 27.0 558,113 8.0 3,446 21.9 75,720 10.7 2,546,967 15.0
  45~54세 2,463,774 27.3 67,586 21.6 1,412,862 20.3 2,955 18.8 139,736 19.7 4,086,913 24.0
  55~64세 1,744,406 19.4 34,158 10.9 1,803,952 26.0 1,369 8.7 152,631 21.5 3,736,516 22.0
  65세이상 1,463,921 16.2 39,631 12.7 2,914,620 42.0 2,384 15.1 299,151 42.1 4,719,708 27.8
보험종별
  건강보험 8,714,197 96.7 270,967 86.6 6,493,392 93.5 14,177 90.0 610,291 85.9 16,103,024 94.7
  의료급여 299,761 3.3 41,930 13.4 454,200 6.5 1,567 10.0 100,157 14.1 897,614 5.3

입원

계 2,304,874 84.4 133,446 4.9 242,745 8.9 7,323 0.3 41,738 1.5 2,730,126 100.0
성별
  남 1,021,330 44.3 74,423 55.8 106,615 43.9 4,792 65.4 21,008 50.3 1,228,168 45.0
  여 1,283,545 55.7 59,023 44.2 136,130 56.1 2,531 34.6 20,731 49.7 1,501,959 55.0
연령별
  19~24세 55,776 2.4 5,131 3.8 1,338 0.6 362 4.9 308 0.7 62,915 2.3
  25~34세 186,616 8.1 12,746 9.6 5,931 2.4 700 9.6 1,154 2.8 207,147 7.6
  35~44세 314,559 13.6 24,754 18.5 15,992 6.6 1,369 18.7 3,946 9.5 360,620 13.2
  45~54세 481,768 20.9 33,754 25.3 39,646 16.3 2,115 28.9 7,746 18.6 565,030 20.7
  55~64세 444,552 19.3 20,746 15.5 45,092 18.6 1,369 18.7 6,631 15.9 518,390 19.0
  65세이상 821,604 35.6 36,315 27.2 134,745 55.5 1,408 19.2 21,954 52.6 1,016,026 37.2
보험종별
  건강보험 2,150,721 93.3 87,830 65.8 208,576 85.9 4,185 57.1 27,961 67.0 2,479,274 90.8
  의료급여 154,153 6.7 45,615 34.2 34,169 14.1 3,138 42.9 13,777 33.0 250,853 9.2

〈표 3-6〉 외래 및 입원환자의 인구특성별 복합질환현황(2011년)
(단위: 명(weighted), %)

    

2. 복합질환 다빈도 패턴 

  가. 복합질환 다빈도 패턴

  복합질환의 조합을 살펴본 기존 연구들은 각 질환의 유병률 자체가 복

합질환 조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Prados-Torres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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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일부 연구들은 상관성이 낮은 질환들의 조합, 즉 상관성이 없지만 

각 질환의 유병률이 높아 복합질환이 되는 경우를 질환 간 random as-

sociation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복합질환의 패턴을 볼 때, 이 같은 조

합은 제외하고 질환 간 상관성이 있는 non-random association을 중

심으로 살펴보는 연구도 있다(Prados-Torres et al., 2014).  

  외래 및 입원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들의 다빈도 복합질환을 분석한 결

과, 본 연구에서도 질환 간 상관성이 낮으나 각 질환의 유병률이 높아 동

반되어 나타나는 경우와 질환 간 상관성이 높아 동반되는 경우 모두가 발

견되었다. 이는 실제 어떠한 질환이 서로 조합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므

로 그대로 밝히되, 연관성이 높은 질환 간 조합인지 아니면 각 질환의 유

병률이 높아 우연히 복합된 것인지를 해석해 기술에 포함하였다.   

  우선 외래환자의 복합질환 다빈도 조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성

질환 간 복합질환의 경우, 만성요통, 만성위염, 무릎관절증, 만성요통, 알

레르기 등이 서로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개별 질환의 유

병률이 높은 것에서 기인한 결과로, 두 질환 간 상관성이 높다고 해석하

기는 어렵다. 반면 무릎관절증 및 만성요통, 류마티스관절염 및 만성요

통, 당뇨병 및 고혈압, 고도시력감퇴 및 고혈압 등은 서로 유사한 질환이

거나, 한 질환이 나머지 질환의 임상학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두 질환 간 상관성은 매우 높다. 

  정신질환 간 복합질환의 경우, 기분장애, 수면장애, 조현병, 물질관련장

애 등 유병률 및 상관성이 높은 정신질환 간 복합 경향이 두드러진다. 

  만성질환과 정신질환 간 복합질환의 경우, 두 질환 간 상관성 혹은 인과

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복합질환으로 고혈압 및 섬망·치매·기억상

실·기타 인지장애, 당뇨병 및 기분장애,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및 수

면장애, 암 및 기분장애, 무릎관절증 및 기분장애의 순위가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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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복합만성질환 복합정신질환 만성+정신복합질환

1 고혈압, 만성요통 기분장애, 수면장애9)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기분장애

2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만성요통 

조현병, 기분장애
고혈압,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3 무릎관절증, 만성요통 불안장애, 수면장애 고혈압, 만성요통, 기분장애

4 고혈압, 무릎관절증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기분장애

당뇨병, 기분장애 

5 류마티스관절염, 만성요통 물질관련장애, 기분장애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수면장애

6
고혈압,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조현병, 불안장애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만성
요통, 기분장애

7 알레르기, 만성요통 조현병, 수면장애 암, 기분장애

8
고혈압, 무릎관절증, 
만성요통

물질관련장애, 불안장애 무릎관절증, 기분장애

9 당뇨병, 만성요통 불안장애, 신체형장애 만성요통, 조현병

10 알레르기, 고혈압 수면장애, 적응장애 알레르기, 수면장애

11 당뇨병, 고혈압
유아기·소아기·청소년기에 
처음으로 진단되는 장애, 
기분장애

비염증성부인과질환, 기분장애 

12
알레르기,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조현병

류마티스관절염, 기분장애

13 고도시력감퇴, 고혈압 신체형장애, 수면장애 무릎관절증, 만성요통, 기분장애

14 암, 고혈압 기분장애, 섭식장애
당뇨병,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15 암, 만성요통
유아기·소아기·청소년기에 
처음으로 진단되는 장애, 
조현병

고혈압, 만성요통, 수면장애

〈표 3-7〉 외래환자 다빈도 패턴(2011년)

9) 기분장애와 수면장애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DSM-Ⅳ에 제시된 코드로 정의함에 따라 복
합질환으로 보고되지만, 기분장애의 주요 증상이 수면장애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복합질환으로 볼 수 있는 가에 대한 의문은 존재함. 이러한 진단의 경우가 특정 치료나 
약 처방에 있어 필요하여 나타나는 행정적 이슈들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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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복합만성질환 복합정신질환 만성+정신복합질환

1 암, 만성요통 물질관련장애, 기분장애 간질환, 물질관련장애

2 무릎관절증, 만성요통 조현병, 기분장애
뇌졸중,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3 암, 고도시력감퇴 물질관련장애, 조현병
고혈압,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입원환자에서도 외래와 마찬가지로, 질환 간 상관성이 낮으나 각 질환

의 유병률이 높아 동반되는 경우와 질환 간 상관성이 높아 동반되는 경우

가 모두 나타난다. 

  만성질환 간 복합질환의 경우, 암, 치핵, 만성위염, 만성요통 등이 서로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개별 질환의 유병률이 높은 것에

서 기인한 결과로, 두 질환 간 상관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암 

및 만성요통, 무릎관절증 및 만성요통, 뇌졸중 및 죽상동맥경화증, 당뇨

병 및 고도시력감퇴 등은 서로 유사한 질환이거나, 한 질환이 나머지 질

환의 임상학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두 질환 간 상관성

은 매우 높다. 

  정신질환 간 복합질환의 경우, 기분장애, 물질관련장애, 조현병, 섬

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등 정신질환 내에서 발생 

빈도가 높고, 중증도가 높아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 간 복합 경

향이 나타난다.  

  만성질환과 정신질환 간 복합질환의 경우, 두 질환 간 상관성 혹은 인과

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복합질환으로 간질환 및 물질 관련 장애, 뇌

졸중 및 섬망·치매·기억상실·기타 인지장애, 고혈압, 섬망·치매·기억상

실·기타 인지장애, 만성요통 및 기분장애, 파킨슨씨병 및 섬망·치매·기억

상실·기타 인지장애 등의 순위가 높게 나타난다. 

〈표 3-8〉 입원환자 다빈도 패턴(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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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복합만성질환 복합정신질환 만성+정신복합질환

4 고도시력감퇴, 만성요통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물질관련
장애

만성요통,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5
뇌졸중, 죽상동맥경화증(말초
동맥폐색질환)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않는 일
반적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정신장애, 기분장애

만성요통, 기분장애

6 암, 치핵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조현병과 
기타 정신증적 장애

당뇨병, 물질관련장애

7 당뇨병, 고도시력감퇴 기분장애, 불안장애
파킨슨씨병,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8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만성요통

물질관련장애, 성격장애 암, 물질관련장애

9 암, 만성허혈성심질환 기분장애, 수면장애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물질관련장애

10 고도시력감퇴, 무릎관절증 기분장애, 성격장애
만성폐쇄성폐질환, 
물질관련장애

11 고도시력감퇴, 만성허혈성심질환
유아기·소아기·청소년기에 
처음으로 진단되는 장애, 조
현병

뇌졸중, 다른 곳에 분류
되지 않는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정신장애

12 뇌졸중, 만성요통 물질관련장애, 불안장애
만성요통,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않는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정신장애

13 암, 간질환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않는 일반적인 의학
적 상태로 인한 정신장애

무릎관절증,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14 빈혈증, 고도시력감퇴 기분장애, 적응장애 뇌졸중, 기분장애

15 암, 당뇨병
물질관련장애, 조현병, 기분
장애

요실금,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외래 및 입원환자의 복합질환 패턴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외래

환자의 경우, 고혈압,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근골격계질환, 알레르

기, 수면장애 등 중증도가 낮아 외래에서의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거나, 

외래에서 잘 관리되었을 때 입원율을 낮출 수 있는 외래 민감성질환(고혈

압이 여기에 해당됨)간 복합이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반면 입원환자의 

경우, 암, 뇌졸중, 섬망·치매·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그리고 물질관

련 장애 등 중증도가 높아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 간 복합 순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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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인구특성별 복합질환 다빈도 패턴

  외래 및 입원 환자의 복합질환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성, 연령, 보험종류 등 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다빈도 복합질

환 조합을 파악하였다. 

1) 외래환자의 인구특성별 복합질환 다빈도 패턴

  우선 외래복합질환자들을 살펴보면, 복합만성질환의 경우 남녀 모두 고

혈압 및 만성요통,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및 만성요통 등 유병률이 높

은 질환이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였으나, 남성에서는 당뇨병과 

타 질환과의 동반유병이, 여성에서는 근골격계 질환(무릎관절증, 만성요

통 등)과 타 질환과의 동반유병 순위가 높았다. 외래 복합 정신질환의 경

우 남녀 모두 유병률이 높은 기분장애, 불안장애, 수면장애와 타 정신질

환과의 복합질환 경향이 강하였다. 외래 만성·정신 복합질환의 경우 만성

질환에서 유병률이 높은 고혈압, 만성요통과 정신질환에서 유병률이 높

은 기분장애, 수면장애와 타 질환과의 복합질환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만

성요통 및 수면장애,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및 수면장애,  고혈압 및 

섬망·치매·기억상실·기타 인지장애 등 상관성이 높은 질환 간 복합 빈도

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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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환자의 연령별 복합질환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3-10>과 같

다. 외래 복합 만성질환의 경우 19세에서 44세까지는 만성위염/위식도

역류질환, 알레르기, 근골격계 질환 간 복합질환 순위가 높으나 45세부터

는 고혈압, 당뇨병 등과 타 질환 간 동반 양상이 두드러진다. 복합 정신질

환의 경우 전 연령층에서 기분장애와 불안장애, 수면장애 간 복합질환 빈

도가 꾸준하게 높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섬망·치매·기억상실․기타 인

지장애와 타 질환 간 동반 유병 빈도가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정신․만성 

간 복합질환의 경우 19~34세까지의 젊은 연령층에서는 만성위염/위식

도역류질환과 기분장애, 알레르기와 기분장애 간 복합 빈도가 높으며, 연

령이 증가할수록 고혈압성 질환 혹은 근골격계 질환과 기분장애, 수면장

애 간 복합 유병 빈도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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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건강보험 의료급여

복합만성질환 복합정신질환 만성+정신복합질환 복합만성질환 복합정신질환 만성+정신복합질환

1
고혈압,
만성요통

기분장애,
수면장애

만성요통,
기분장애

고혈압,
만성요통

조현병,
기분장애

만성요통,
기분장애

2
만성위염/위식도
역류질환,
만성요통

기분장애,
불안장애

고혈압,
기분장애

무릎관절증,
만성요통

기분장애,
불안장애

고혈압,
조현병

3
무릎관절증,
만성요통

조현병,
기분장애

만성위염/위식
도역류질환,
기분장애

만성위염/위식
도역류질환,
만성요통

물질관련장애,
기분장애

당뇨병,
조현병

4
고혈압,
무릎관절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만성요통,
수면장애

고혈압,
무릎관절증,
만성요통

조현병,
불안장애

고혈압,
섬망·치매·그
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인지장애,

5
류마티스관절염,
만성요통

섬망·치매·그리
고 기억상실 및
기타인지장애, 
기분장애

고혈압,
섬망·치매·그
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인지장애,

고혈압,
무릎관절증

기분장애,
신체형장애

고혈압,
기분장애

6
고혈압,
만성위염/위식
도역류질환

물질관련장애,
기분장애

알레르기,
기분장애

당뇨병,
만성요통

다른 곳에 분류
되지 않는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정신장애,
기분장애

만성위염/위
식도역류질환,
기분장애

  외래환자의 보험종별 복합질환의 다빈도 패턴의 경우, 건강보험과 의료

급여 간 차이가 크지 않다(표 3-11 참조). 두 집단 모두 고혈압, 만성위

염, 근골격계 질환 등 유병률이 높은 만성질환 간 복합유병 양상이 두드

러지며, 기분장애, 수면장애, 조현병,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 내에서 유병

률이 높은 질환 간 동반 양상이 잘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정신․만성 간 복

합질환의 경우 유병률이 높은 만성위염, 근골격계 질환과 기분장애, 수면

장애 간 복합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과 섬망·치매·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등 상호 연관성이 높은 질환 간 복합 양상도 확인할 수 있다. 

〈표 3-11〉 외래환자 건강보험종별 복합질환 다빈도 패턴(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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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건강보험 의료급여

복합만성질환 복합정신질환 만성+정신복합질환 복합만성질환 복합정신질환 만성+정신복합질환

7
알레르기,
만성요통

조현병,
불안장애

고혈압,
불안장애

고혈압,
만성위염/위
식도역류질환

유아기·소아기·
청소년기에 처음
으로 진단되는 장애,
조현병 

만성요통,
조현병

8
고혈압,
무릎관절증.
만성요통

기분장애,
적응장애

고혈압,
수면장애

고도시력감퇴,
고혈압

섬망·치매·그
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인지장애,
다른 곳에 분류
되지 않는 일반
적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정신장애

만성위염/위식
도역류질환,
조현병

9
당뇨병,
만성요통

기분장애,
신체형장애

만성요통,
불안장애

류마티스관절염,
만성요통

조현병,
불안장애,
수면장애

당뇨병,
기분장애

10
알레르기,
고혈압

물질관련장애,
불안장애

고혈압,
만성요통,
기분장애

알레르기,
만성요통

기분장애,
적응장애

알레르기,
조현병

11
당뇨병,
고혈압

섬망·치매·그리
고 기억상실 및
기타인지장애, 
수면장애

만성위염/위
식도역류질환,
수면장애

당뇨병,
고도시력감퇴

유아기·소아기·
청소년기에 처음
으로 진단되는 장애,
수면장애

만성요통,
수면장애

12
알레르기,
만성위염/위
식도역류질환

조현병,
수면장애

만성위염/위
식도역류질환,
불안장애

당뇨병,
고혈압

물질관련장애,
조현병

무릎관절증,
기분장애

13
고도시력감퇴,
고혈압

기분장애,
불안장애,
수면장애

당뇨병,
기분장애

알레르기,
고혈압

조현병,
수면장애

고혈압,
수면장애

14
암,
고혈압

불안장애,
신체형장애

암,
기분장애

알레르기,
만성위염/위
식도역류질환

-
고혈압,
만성요통,
기분장애

15
암,
만성요통

기분장애,
성격장애

만성위염/위
식도역류질환,
만성요통,
기분장애

빈혈증,
고혈압

-
무릎관절증,
만성요통,
기분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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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남 여

복합만성질환 복합정신질환 만성+정신복합질환 복합만성질환 복합정신질환 만성+정신복합질환

1
암, 
만성요통

물질관련장애, 
기분장애

간질환, 
물질관련장애

무릎관절증, 
만성요통

조현병, 
기분장애

고혈압,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2
암, 
빈혈증 

조현병, 
기분장애

뇌졸중,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암, 만성요통
물질관련장애, 
기분장애

뇌졸중,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3
암, 
전립선비대증

물질관련장애, 
조현병

당뇨병, 물질관련
장애

고도시력감퇴, 
만성요통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기분장애

만성요통,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4
암, 
만성허혈성심질환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만성위염/위식도
역류질환, 

고도시력감퇴,
무릎관절증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당뇨병, 
섬망·치매·그리고 

2) 입원환자의 인구특성별 복합질환 다빈도 패턴

  입원환자의 경우 중증도가 높은 질환, 유병률이 높은 질환, 상호 연관성

이 높은 질환 간 복합 경향이 혼재되어있다. 우선 복합 만성질환의 경우, 

남성에서는 암과 타 질환 간 복합질환이, 여성에서는 근골격계 질환과 타 

질환 간 복합질환 순위가 두드러지게 높다. 한편 남성에서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던 뇌졸중, 죽상동맥경화증 등 심뇌혈관계 질환의 복합질

환이 여성에서도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복합 정신질환

의 경우, 물질관련 장애, 기분장애, 조현병, 섬망·치매·기억상실․기타 

인지장애 간 복합질환 빈도가 남녀 모두에서 높다. 정신․만성 간 복합

질환의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고혈압, 뇌졸중, 섬망·치매·기억상실․
기타 인지장애 등 연관성이 높은 질환 간 복합 빈도 순위가 높게 나

타난다. 한편 남성에서는 물질 관련 장애와 타 질환 간 복합유병 경

향이, 여성에서는 섬망·치매·기억상실․기타 인지장애와 타 질환 간 

복합유병 경향이 보다 두드러진다.

〈표 3-12〉 입원환자 성별 복합질환 다빈도 패턴(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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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남 여

복합만성질환 복합정신질환 만성+정신복합질환 복합만성질환 복합정신질환 만성+정신복합질환

인지장애, 
물질관련장애

물질관련장애
기타인지장애,
조현병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5
암, 
간질환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조현병

뇌졸중, 
물질관련장애

암, 
고도시력감퇴

기분장애, 
불안장애

만성요통, 
기분장애

6
뇌졸중, 
죽상동맥경화증

물질관련장애, 
기분장애

간질, 
물질관련장애

만성위염/위식도
역류질환, 
만성요통

기분장애, 
수면장애

파킨슨씨병,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7
암, 
치핵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기분장애

고혈압,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인지장애

암, 
치핵

기분장애, 
성격장애

무릎관절증,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인지장애 

8
고도시력감퇴, 
만성요통

물질관련장애, 
불안장애

만성요통, 
물질관련장애

당뇨병, 
고도시력감퇴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물질관련장애

간질환, 
물질관련장애

9
암, 
당뇨병

기분장애,
불안장애

암,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뇌졸중, 
만성요통

기분장애, 
적응장애

요실금,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10
고도시력감퇴, 
만성허혈성심질환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다른 곳에 분류되
지 않는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로 인
한 정신장애

당뇨병,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뇌졸중, 
죽상동맥경화증

물질관련장애,
수면장애

뇌졸중, 
기분장애

11
암, 
만성위염/위식도
역류질환

유아기·소아기·청
소년기에 처음으
로 진단되는 장애, 
정신분열

고혈압, 
물질관련장애

암, 
빈혈증

기분장애, 
신체형장애

만성폐쇄성 폐질환,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12
당뇨병, 
고도시력감퇴

기분장애,
수면장애

고도시력감퇴, 
물질관련장애 

암, 
당뇨병

물질관련장애,
조현병,
기분장애

심부전증,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13
암, 
만성폐쇄성폐질환

조현병, 
성격장애

만성폐쇄성 폐질환,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인지장애

빈혈증, 
고도시력감퇴

유아기·소아기·
청소년기에 처음
으로 진단되는 
장애, 조현병

고도시력감퇴,
기분장애

14
무릎관절증, 
만성요통

다른 곳에 분류되
지 않는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로 인
한 정신장애, 
물질관련장애

만성요통, 
기분장애

치핵, 
만성요통

조현병, 
수면장애

만성위염/위식도
역류질환,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인지장애  

15 당뇨병, 빈혈증 
기분장애, 
성격장애

암, 
기분장애

만성허혈성
심질환,
만성요통

물질관련장애,
조현병,
성격장애

고혈압, 
기분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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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환자의 연령별 복합질환 다빈도 패턴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3-13>과 같다. 복합 만성질환의 경우, 암, 근골격계질환, 만성위염, 알레

르기, 치핵 등 유병률이 높은 만성질환 간 복합질환의 순위가 높게 나타

나며,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복합 정신질환도 앞선 만성

질환과 마찬가지로, 기분장애, 조현병, 물질 관련 장애 등 유병률이 높은 

질환 간 복합질환 빈도가 연령에 관계없이 높게 나타난다. 다만 섬망·치

매·기억상실․기타 인지장애와 타 정신질환 간 복합질환 유병 경향은 45세 

이후로 두드러진다. 정신․만성질환 간 복합질환의 경우, 25세부터 간질환

과 물질 관련 장애의 복합질환 순위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고혈압, 당뇨병 등의 생활습관병이나 섬망·치매·기억상실․기
타 인지장애와 타 질환 간 복합질환 순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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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순위

건강보험 의료급여

복합
만성질환

복합
정신질환

만성+정신복합질
환

복합
만성질환

복합
정신질환

만성+정신복합질
환

1 암, 만성요통
물질관련장애
기분장애

간질환,
물질관련장애

무릎관절증,
만성요통

물질관련장애
기분장애

간질환,
물질관련장애

2
무릎관절증,
만성요통

조현병
기분장애

뇌졸중,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빈혈증,
고혈압

조현병,
기분장애

뇌졸중,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3
암,
고도시력감퇴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기분장애

고혈압,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뇌졸중,
죽상동맥경화증

물질관련장애
조현병

고혈압,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4
고도시력감퇴
만성요통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물질관련장애

만성요통,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암, 
만성요통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물질관련장애

당뇨병,
물질관련장애

5
암,
치핵

물질관련장애
조현병

만성요통,
기분장애

암,
빈혈증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조현병

고혈압,
조현병

6
뇌졸중,
죽상동맥경화증

기분장애,
불안장애

암,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뇌졸중,
만성요통

유아기·소아기·
청소년기에 
처음으로 진단
되는 장애,
조현병

당뇨병,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7
고도시력감퇴
무릎관절증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조현병

파킨슨씨병,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암,
당뇨병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기분장애

만성요통,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입원환자의 보험종별 다빈도 복합질환 경향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서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복합 만성질환에서는 암, 근골격계질환, 심뇌혈

관질환 간 복합질환 순위가 높으며, 복합 정신질환에서는 기분장애, 

물질 관련 장애, 조현병, 섬망·치매·기억상실․기타 인지장애 간 복합질환 

순위가 높다. 정신․만성 간 복합질환의 경우 물질 관련 장애와 간질환, 뇌

졸중 및 고혈압과 섬망·치매·기억상실․기타 인지장애 등 질환 간 상관성

이 높은 질환의 복합 순위가 높게 나타난다. 

〈표 3-14〉 입원환자 건강보험종별 복합질환 다빈도 패턴(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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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순위

건강보험 의료급여

복합
만성질환

복합
정신질환

만성+정신복합질
환

복합
만성질환

복합
정신질환

만성+정신복합질
환

8
암,
만성허혈성심질환

기분장애,
성격장애

당뇨병,
물질관련장애

만성위염/위
식도역류질환,
만성요통

물질관련장애,
성격장애

만성요통,
물질관련장애

9
당뇨병,
고도시력감퇴

기분장애,
수면장애

암,
기분장애

당뇨병,
신기능부전

물질관련장애,
수면장애

만성위염/위식
도역류질환,
물질관련장애

10
고도시력감퇴
만성허혈성심질환

기분장애,
적응장애

만성폐쇄성
폐질환,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암,
간질환

물질관련장애,
조현병,
기분장애

암,
물질관련장애

11
만성위염/위식도
역류질환,
만성요통

물질관련장애
성격장애

요실금,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고혈압,
만성요통

물질관련장애,
불안장애

만성요통,
기분장애

12
빈혈증,
고도시력감퇴

물질관련장애
불안장애

고도시력감퇴,
기분장애

만성폐쇄성
폐질환,
천식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다른 곳에 분류
되지 않는 일반
적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정신장애

암,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13
암,
만성위염/위식도
역류질환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다른 곳에 분류되
지 않는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로 인
한 정신장애

뇌졸중,
물질관련장애

당뇨병,
간질환

다른 곳에 분류
되지 않는 일반
적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정신장애,
물질관련장애

당뇨병,
조현병

14
암,
간질환

조현병,
성격장애

만성위염/위식
도역류질환,
물질관련장애

당뇨병,
고도시력감퇴

조현병,
수면장애

무릎관절증,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15
치핵,
만성요통

기분장애,
분류되지 않은 충
동조절장애

무릎관절증,
섬망·치매·그리고 
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당뇨병,
만성요통

기분장애,
수면장애

뇌졸중,
물질관련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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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혈압, 당뇨, 기분장애,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복합질환 현황

  고혈압, 당뇨, 기분장애, 알코올사용장애는 대표적인 만성질환 및 정신

질환이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는 심뇌혈관 질환의 선행질환으로서(박민

정 외, 2010), 치료지속률이 약 25% 정도로 낮게 나타나는 질환이다. 또

한 2007년 건강보험청구자료를 바탕으로 질병부담을 측정한 결과, 남성

에서는 고혈압성심질환(I10~I13)이 9위, 당뇨병(E10~E14)이 3위, 여성

에서는 고혈압성심질환이 7위, 당뇨병이 2위를 차지하는 등 남녀 모두에

게 질병부담이 높은 질환으로(오인환 외, 2011),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의 

우선순위가 높은 질환이라 할 수 있다.  

  기분장애 역시 질병부담이 높은 질환으로, 2030년에는 질병부담이 가

장 높은 질환으로 예상되고 있으며(WHO, 200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정신질환 및 만성질환과 복합되는 양상이 자주 관찰된다. 또한 알코

올 사용 장애의 경우, 외래 환자에서는 복합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드물지

만, 입원 환자에서는 다른 질환과의 복합이 자주 보고된다. 

  이들 질환자들은 합병증 등 복합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높고, 

기존 연구들에서도 복합질환 현황 및 패턴을 파악할 때, 이들 질환을 중

심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Prados-Torres et al., 2014; Kessler 

et al., 1997). 특히 당뇨의 경우, 당뇨질환자의 대부분은 한 가지 동반 만

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약 40% 정도는 적어도 3개의 동반질환을 가지

고 있다고 한다(Piette and Kerr, 2006). 또한 고혈압, 당뇨, 기분장애, 

알코올사용장애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자기관리가 필요한 질환인데, 이

들 질환자가 다른 정신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게 되는 경우, 자기

관리(self-care) 능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 기능상에 문제가 생기게 되

고, 질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심각한 합병증 등의 문제를 가



제3장 복합질환 현황  73

지게 된다고 한다(Piette and Kerr, 2006).

  앞서 살펴본 다빈도 패턴에서도 보면, 당뇨와 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

의 조합이 꽤나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고(정신․만성 간 다빈도 복합 

패턴: 외래 4위), 고혈압 역시 기분장애나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와 복합

되는 패턴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정신․만성 간 다빈도 복합 패턴: 외래 2

위 및 3위, 입원 3위). 또한 기분장애와 수면장애(복합정신질환 다빈도 패

턴: 외래1위), 만성위염과 기분장애(정신․만성 간 다빈도 복합 패턴: 외래 

1위)의 조합이 높게 나타나며,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경우 입원환자에

서 기분장애(복합정신질환 다빈도 패턴: 입원1위) 및 간질환(정신 만성 

간 다빈도 복합 패턴: 입원 1위)과의 조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

로  고혈압, 당뇨, 기분장애, 알코올사용장애 환자들 중 복합질환을 가지

는 사람이 국내에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들이 어떠한 의료이용

을 하는 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 외래 환자표본자료의 주상병을 중심으로 고혈압 

환자, 당뇨병 환자, 기분장애 환자를 정의10)하였다. 또한 알코올사용장애

가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고 앞서 살펴본 복합질환 패턴에서 입원 환

자자료에서 높은 비율을 보여, 이들의 경우 2011년 입원 환자표본자료의 

주상병을 중심으로 정의하였다. 이때 환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질

환을 정의하기 위하여 환자표본자료 20table의 제1부상병 및 40table의 

전체 진단상병을 모두 연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혈압, 당뇨, 기분장애,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인구학적 특성

을 파악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보유 복합질환 순위 및 복합질환 유병 

위험도 등을 살펴보았다.    

10) 질환자 정의를 위하여 사용한 ICD-10 code는 앞선 절에서 정의한 것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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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고혈압의 복합질환 현황

  2011년 외래환자표본에서 분석된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유병률은 14.1%로, 65세 이상 고령인구에서는 43.6%의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11). 

  고혈압 유병자의 구성비를 보면, 비율은 남녀 비슷하나 여성이 남성보

다 약 9%p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비율이 증가해 65세 이상 연령군

은 전체 고혈압 환자의 43.6%를 차지하였고, 이들의 고혈압 유병률은  

43.6%으로 나타났다. 보험종별로 보면, 구성비에서는 전체 고혈압 환자

의 대다수가 건강보험가입자로 나타났으나, 유병률을 보면 건강보험가입

자보다 의료급여자의 유병 비율이 높았다(표 3-15 참조). 

〈표 3-15〉 고혈압 환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유병자수(CRUDE) 유병자수(WEIGHTED) 구성비 유병률1)

계 163,209 5,451,495 100.0 14.1

성별
  남 74,410 2,484,578 45.6 12.7
  여 88,799 2,966,917 54.4 15.5
연령별
  19~24세 229 7,627 0.1 0.2
  25~34세 1,681 56,028 1.0 0.7
  35~44세 10804 361,566 6.6 4.3
  45~54세 34,910 1,160,257 21.3 14.2
  55~64세 44,549 1,487,091 27.3 29.8
  65세이상 71027 2,378,626 43.6 43.6
보험종별
  건강보험 153,424 5,123,909 94.0 10.5
  의료급여 9,785 327,587 6.0 19.6
주: 1) 2010년 추계인구와 가중치적용 유병자수를 바탕으로 유병률을 산출하였음. 

11)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보고한 2012년 30세 이상 남성 고혈압 유병률은 33.3%, 여성 고
혈압 유병률은 29.8%(국민건강영양조사, 2013)로, 본 연구에서 산출한 유병률보다 높음. 
이는 본 연구와의 다른 연령범위로 인한 것일 수 있으며, 실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고혈
압 환자를 대상으로만 산출한 유병률이 아닌,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기준 및 고혈압약물
을 복용한 사람 모두를 고혈압 유병자로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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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전체 고혈압 환자 중 다른 질환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복합질환

자는 전체의 95.6%를 차지해, 고혈압 환자의 경우 고혈압만을 단일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극히 낮음을 확인하였다. 복합질환자들의 특성으로

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복합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그림 3-5 참조). 

〔그림 3-5〕 고혈압 복합질환자의 일반적 특성

  고혈압 환자가 동시에 가장 많이 가지는 질환은 만성위염으로, 성별, 연

령, 보험종류에 관계없이 만성위염의 복합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고도시

력감퇴, 지질대사장애는 고혈압과 연관성이 높은 질환들로, 복합 빈도 순

위권 내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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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순위
전체

성별 보험종별

남 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1
만성위염/위식도역
류질환

만성위염/위식도역
류질환

만성위염/위식도역
류질환

만성위염/위식도역
류질환

알레르기

2 알레르기 알레르기 알레르기 알레르기
만성위염/위식도역
류질환

3 류마티스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4 고도시력감퇴 고도시력감퇴 고도시력감퇴 고도시력감퇴 간질환

5 지질대사장애 간질환 간질환 지질대사장애 지질대사장애

6 간질환 지질대사장애 불안장애 간질환 만성요통

7 만성요통
알레르기,
만성위염/위식도역
류질환

만성요통 만성요통 고도시력감퇴

8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요통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불안장애

9 무릎관절증 만성폐쇄성폐질환 골다공증 무릎관절증 천식

10 불안장애 무릎관절증 무릎관절증 불안장애 만성폐쇄성폐질환

구분

순위

연령별

19~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1 알레르기
만성위염/위식
도역류질환

만성위염/위식
도역류질환

만성위염/위식
도역류질환

만성위염/위식
도역류질환

알레르기

2
만성위염/위식
도역류질환

알레르기 알레르기 알레르기 알레르기
만성위염/위식
도역류질환

3 류마티스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4
알레르기,
만성위염/위식
도역류질환

알레르기,
만성위염/위식
도역류질환

알레르기,
만성위염/위식
도역류질환

고도시력감퇴 고도시력감퇴 고도시력감퇴

5 고도시력감퇴
만성위염/위식
도역류질환
류마티스관절염

고도시력감퇴 만성요통 간질환 지질대사장애

6 간질환 만성요통 만성요통 간질환 지질대사장애 간질환

7
알레르기,
만성요통

간질환 간질환 지질대사장애 만성요통 골다공증

8
만성위염/위식
도역류질환, 
류마티스관절염

지질대사장애 지질대사장애
알레르기,
만성위염/위식
도역류질환

무릎관절증 만성폐쇄성폐질환

9 만성요통 고도시력감퇴
만성위염/위식
도역류질환
류마티스관절염

무릎관절증 만성폐쇄성폐질환 불안장애

10 어지럼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무릎관절증

〈표 3-16〉 고혈압 유병자의 복합질환 이환 현황: 성별, 보험종별

〈표 3-17〉 고혈압 유병자의 복합질환 이환 현황: 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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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으나, 단일 고혈압 환자에 비하

여 다른 질환을 동반하여 가지고 있는 복합 고혈압 환자가 건강 및 삶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의료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도 더 부정적

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노지영 외, 2014). 따라서 고혈압

과 타 질환과의 복합질환에 취약한 집단을 파악하고자, 어떠한 인구사회

학적 특성을 지닌 개인에게서 고혈압과 타 질환과의 복합질환 유병 위험

도가 높은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복합질환 위험도가 2.2배 높았으며, 연

령의 증가에 따라 위험도도 함께 증가해, 19~24세에 비하여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복합질환 위험도가 4.1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험

종별로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하여 의료급여대상자의 고혈압과 다른 질

환의 복합질환 위험도가 2.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8〉 고혈압 복합질환 이환 위험도

구분 유병자수(WEIGHTED) Odds ratio1) 95% C.I.

성별
  남 74,410 ref.
  여 88,799 2.2 2.1 ~ 2.3
연령별
  19~24세 229 ref.
  25~34세 1,681 1.3 0.8 ~ 1.9
  35~44세 10804 1.3 0.9 ~ 2.0
  45~54세 34,910 1.5 1.0 ~ 2.3
  55~64세 44,549 2.2 1.5 ~ 3.3
  65세이상 71027 4.1 2.8 ~ 6.1
보험종별
  건강보험 153,424 ref.
  의료급여 9,785 2.2 1.9 ~ 2.5

주: 1) bivariate level odds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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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당뇨의 복합질환 현황

  2011년 외래환자표본에서 분석된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5.8%로 나타났으며12), 당뇨병 유병률은 남녀 간 큰 차이가 없

었다. 또한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증가해 65

세 이상 고령층의 당뇨병 유병률이 17.2%, 전체 당뇨병 환자 중에서는 

절반인 4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종별로는 건강보험가입

자보다 의료급여자의 유병자수가 많았으나, 유병률은 의료급여에서 약 

6%p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3-19 참조). 

〈표 3-19〉 당뇨병 환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유병자수(CRUDE) 유병자수(WEIGHTED) 구성비 유병률1)

계 67,512 225,4052 100.0 5.8
성별
  남 35,316 1,178,843 52.3 6.0
  여 32,196 1,075,210 47.7 5.6
연령별
  19~24세 238 7,922 0.4 0.2
  25~34세 1,194 39,780 1.8 0.5
  35~44세 5,091 170,365 7.6 2.0
  45~54세 14,151 470,274 20.9 5.8
  55~64세 18,796 627,397 27.8 12.6
  65세이상 28,022 937,647 41.6 17.2
보험종별
  건강보험 62,488 2,086,139 92.6 4.3
  의료급여 5,024 167,913 7.4 10.0

주: 1) 2010년 추계인구와 가중치적용 유병자수를 바탕으로 유병률을 산출하였음. 

12)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보고한 2012년 30세 이상 남성 당뇨병 유병률은 10.1%, 여성 
당뇨병 유병률은 8.0%(국민건강영양조사, 2013)로, 본 연구에서 산출한 유병률보다 높
음. 이는 실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당뇨 환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유병률이 아닌, 공
복혈당 기준·의사진단·혈당강하제 복용여부·인슐린주사 투여 여부에 따른 유병자 모두
를 분석 대상에 포함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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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전체 당뇨병 환자 중 다른 질환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복합질환

자가 전체의 97%를 차지해,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당뇨병에서도 당뇨병

만을 단일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과 

다른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특성으로는, 성별 간 차이가 

크지 않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복합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6 참조). 

〔그림 3-6〕 당뇨병 복합질환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당뇨병 환자가 가장 많이 가지는 질환은 만성위염이며, 남성 및 건

강보험가입자는 만성위염을, 여성 및 의료급여대상자는 알레르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순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각 연령군에 따라 복합질환 순위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고도시력감퇴, 지질대사장애, 근골격계 질환 등 당뇨병의 대표적 합병증

이 순위권 내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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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순위
전체

성별 보험종별

남 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1
만성위염/위식도역
류질환

만성위염/위식도
역류질환

알레르기
만성위염/위식도역
류질환

알레르기

2 알레르기 알레르기
만성위염/위식도
역류질환

알레르기
만성위염/위식도역
류질환

3 류마티스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4 간질환 간질환 간질환 고도시력감퇴 간질환
5 고도시력감퇴 고도시력감퇴 지질대사장애 간질환 지질대사장애
6 지질대사장애 지질대사장애 고도시력감퇴 지질대사장애 빈혈증
7 만성요통 만성요통 골다공증 만성요통 고도시력감퇴

8 만성폐쇄성폐질환
알레르기,
만성위염/위식도
역류질환

불안장애 만성폐쇄성폐질환 골다공증

9 무릎관절증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무릎관절증 만성요통

10 불안장애 무릎관절증 무릎관절증
알레르기
만성위염/위식도역
류질환

어지럼증

〈표 3-20〉 당뇨 유병자의 복합질환 이환 현황: 성별, 보험종별

〈표 3-21〉 당뇨 유병자의 복합질환 이환 현황: 연령별

구분

순위

연령별

19~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1
만성위염/위식
도역류질환

만성위염/위식
도역류질환

만성위염/위식
도역류질환

만성위염/위식
도역류질환

만성위염/위식
도역류질환

알레르기

2 알레르기 알레르기 알레르기 알레르기 알레르기
만성위염/위식
도역류질환

3 고도시력감퇴 류마티스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4 류마티스관절염 고도시력감퇴 고도시력감퇴 고도시력감퇴 고도시력감퇴 간질환

5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질환 만성요통 지질대사장애 간질환 지질대사장애

6
지질대사장애
간질환

알레르기,
만성위염/위식
도역류질환

알레르기,
만성위염/위식
도역류질환

간질환 지질대사장애 고도시력감퇴

7
알레르기
만성위염/위식
도역류질환

류마티스관절염 지질대사장애 만성요통 만성요통 골다공증

8 만성요통 지질대사장애 간질환
알레르기,
만성위염/위식
도역류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9
류마티스관절염
만성요통

만성위염/위식
도역류질환
류마티스관절염

만성위염/위식
도역류질환
류마티스관절염

무릎관절증 무릎관절증 무릎관절증

10 간질환 빈혈증
알레르기,
류마티스관절염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불안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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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병도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복합질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여

성이 남성에 비하여 복합 질환의 위험도가 2.5배 높았으며, 19~24세에 

비하여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복합질환 위험도가 8.7배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보험종별로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하여 의료급여대상자의 

당뇨병 및 다른 질환의 복합 유병 위험도가 2.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표 3-22〉 당뇨병 복합질환 이환 위험도

구분 유병자수(WEIGHTED) Odds ratio1) 95% C.I.

성별
  남 1,178,843 ref.
  여 1,075,210 2.5 2.3 ~ 2.8
연령별
  19~24세 7,922 ref.
  25~34세 39,780 1.6 1.0 ~ 2.5
  35~44세 170,365 1.7 1.1 ~ 2.6
  45~54세 470,274 2.1 1.4 ~ 3.2
  55~64세 627,397 3.9 2.6 ~ 5.9
  65세이상 937,647 8.7 5.7 ~ 13.2
보험종별
  건강보험 2,086,139 ref.
  의료급여 167,913 2.3 1.8 ~ 2.9

주: bivariate level odds ratio

  다. 기분장애의 복합질환 현황

  오늘날 정신질환은 문제 자체가 갖는 심각성뿐만 아니라 질환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 서울대학교에서 실시한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분장애 평생유병률은 2001년 

4.6%에서 2006년 6.2%, 2011년 7.5%로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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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조맹제 외, 2011). 또한 정신질환으로 소요되는 직접비(치료비 등)와 

더불어 간접비용까지 계산하였을 때, 2005년 우울증으로 인한 사회경제

적 비용은 4조 이상으로 추정되었으며(조맹제 외, 2011; Chang et al., 

2011), 주요 우울증의 질병 부담은 암보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조맹제 

외, 2011; Park et al., 2006). 이에 따라, 다른 신체질환들과 복합되어 

잘 나타나며, 정신질환 가운데서도 유병률이 높은 편인 기분장애의 복합

질환 유병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2011년 외래환자표본조사 분석 결과, 기분장애 유병자수는 여성이 

남성의 2배 이상을 차지하며, 연령 증가에 따라 유병률도 함께 증가해, 

65세 이상 연령군에서 3.7%의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13). 보험종별로는 

건강보험에서 기분장애 환자수가 압도적으로 많으나, 유병률 자체는 의

료급여자가 건강보험가입자보다 3.3%p 더 높다(표 3-23 참조). 

  한편 전체 기분장애 환자 가운데 다른 질환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복

합질환자는 전체 환자의 98%를 차지해, 기분장애만을 단일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기분장애와 다른 질환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

는 환자들은 남성(30%)에 비하여 여성(70%) 비율이 훨씬 높으며, 65세 

이상 고령군이 33%로 전체 기분장애 환자 중 가장 큰 분포를 차지하였다

(그림 3-7 참조). 

13) 201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외래 이용을 한 환자의 기분장애 유병률이므로, 평생유병률을 
산출한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장애 환자의 유병률로, 조
사 당시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 입소 중인 환자는 포함하지 않음)와 같
이 비교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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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기분장애 환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유병자수(CRUDE) 유병자수(WEIGHTED) 구성비 유병률1)

계 20,255 675,973 100.0 1.7

성별
  남 6,227 207,870 30.8 1.1
  여 14,028 468,103 69.2 2.4 
연령별
  19~24세 924 30,751 4.6 0.8 
  25~34세 2,142 71,259 10.6 0.9 
  35~44세 3,088 103,354 15.3 1.2 
  45~54세 4,181 138,848 20.6 1.7 
  55~64세 3,858 128,809 19.1 2.6 
  65세이상 6,013 201,318 29.9 3.7 
보험종별
  건강보험 18,003 600,791 88.9 1.2 
  의료급여 2,252 75,182 11.1 4.5 

주: 1) 2010년 추계인구와 가중치적용 유병자수를 바탕으로 유병률을 산출하였음. 

〔그림 3-7〕 기분장애 복합질환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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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기분장애 환자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질환은 알레르기, 만성위

염이며, 두 질환 모두 전체 신체질환 가운데 유병률이 상위를 차지하는 

질환인 점에서 기분장애와의 복합 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신질

환 중에는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이 기분장애 환자가 많이 가지고 있는 

질환으로 나타난다. 

  남녀 간 복합질환의 순위는 크게 다르지 않으나, 정신질환 중 불안장애

의 경우, 기분장애와의 복합 순위가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높다. 보험종

별로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간 복합질환의 종류와 순위가 크게 다르지 

않다(표 3-24 참조). 

〈표 3-24〉 기분장애 환자의 복합질환 이환 현황: 성별, 보험종별

구분

순위
전체

성별 보험종별

남 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1 알레르기
만 성 위 염 /위 식 도
역류질환

알레르기 알레르기 알레르기

2
만성위염/위식도역
류질환

알레르기
만 성 위 염 /위 식 도
역류질환

만 성 위 염 /위 식 도
역류질환

만 성 위 염 /위 식 도
역류질환

3 류마티스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4 간질환 간질환 간질환 간질환 간질환

5 고도시력감퇴 지질대사장애 불안장애 고도시력감퇴 갑상선이상

6 불안장애 만성폐쇄성폐질환 고도시력감퇴 불안장애 만성폐쇄성폐질환

7 만성폐쇄성폐질환 고도시력감퇴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수면장애

8 수면장애 수면장애 수면장애 지질대사장애 빈혈증

9 지질대사장애 불안장애 지질대사장애 수면장애 어지럼증

10 만성요통 만성요통 어지럼증 만성요통 고도시력감퇴

  연령별로는 19~34세까지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서는 신체질환 위주로 

기분장애와 복합되는 경향을 보이며, 복합 질환 간 순위 차이가 크게 나

타나지 않는다14). 반면 35세 이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수면장애, 불안

14) 25~34세 연령군에서 수면장애와의 복합질환이 10순위 안으로 나타나나, 가장 낮은 순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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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 정신질환과의 복합 순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

이다(표 3-25 참조). 

〈표 3-25〉 기분장애 환자의 복합질환 이환 현황: 연령별

구분

순위

연령별

19~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1
만 성 위 염 / 위 식
도역류질환

만 성 위 염 / 위 식
도역류질환

만 성 위 염 / 위 식
도역류질환

알레르기 알레르기 알레르기

2 알레르기 알레르기 알레르기
만 성 위 염 / 위 식
도역류질환

류마티스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3 류마티스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만 성 위 염 / 위 식
도역류질환

간질환

4
알레르기,
만 성 위 염 / 위 식
도역류질환

알레르기,
만 성 위 염 / 위 식
도역류질환

간질환 간질환 간질환
만 성 위 염 / 위 식
도역류질환

5 고도시력감퇴
만성폐쇄성폐질
환

고도시력감퇴 고도시력감퇴 불안장애 지질대사장애

6
만성폐쇄성폐질
환

간질환 수면장애 불안장애 수면장애 불안장애

7
만 성 위 염 / 위 식
도역류질환
류마티스관절염

불안장애 천식 지질대사장애 고도시력감퇴 고도시력감퇴

8 만성요통 고도시력감퇴 만성요통 수면장애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9
알레르기,
류마티스관절염

만성요통 지질대사장애 만성폐쇄성폐질환 지질대사장애 수면장애

10 간질환 수면장애 만성폐쇄성폐질환 어지럼증 어지럼증 골다공증

  앞서 살펴본 고혈압, 당뇨병과 마찬가지로 기분장애도 여성일수록, 연

령이 높을수록, 의료급여대상자에서 다른 질환과의 복합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5~64세 연령군은 19~24세 군에 비하여 10.7

배,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서는 20.7배의 높은 복합질환 위험도를 보여, 

기분장애를 앓고 있는 고령층 인구를 대상으로 한 복합질환 예방·관리 정

책이 매우 중요한 이슈임을 보여주고 있다(표 3-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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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병자수(WEIGHTED) Odds ratio15) 95% C.I.

성별
  남 207,870 ref.
  여 468,103 1.8 1.5 ~ 2.1 
연령별
  19~24세 30,751 ref.
  25~34세 71,259 1.5 1.1 ~ 1.9 
  35~44세 103,354 2.0 1.6 ~ 2.7 
  45~54세 138,848 4.3 3.2 ~ 5.8 
  55~64세 128,809 10.7 7.2 ~ 15.8 
  65세이상 201,318 20.7 13.6 ~ 31.4 
보험종별
  건강보험 600,791 ref.
  의료급여 75,182 1.9 1.3 ~ 2.7 

〈표 3-26〉 기분장애 복합질환 이환 위험도

  라. 알코올사용장애16)의 복합질환 현황

  알코올 의존과 남용 모두를 아우르는 알코올사용장애의 경우, 평생유병

률 14.0%, 일년유병률 4.7%로, 정신장애 가운데서는 높은 유병률을 보

이고 있으며17), 질환의 특성상 여성(2.1%)보다는 남성의 유병률(6.6%)

이 더 높다(조맹제 외, 2011). 최근 도박·인터넷·약물과 함께 중독 문제

로 이슈화되는 알코올중독은  질환 자체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질병부담

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높다. 

  2011년 입원 환자표본자료의 분석 결과, 알코올사용장애 유병자수는 

남성이 여성의 6배 이상을 차지하며, 45~54세 연령군에서 가장 높은 유

15) bivariate level odds ratio
16) DSM-Ⅳ 물질사용장애(Substance-related disorders)로 정의되는 하위코드 가운데 니

코틴관련장애(Nicotine-related disorders)를 제외하였음. 또한 앞서 살펴본 질환(고혈
압, 당뇨병, 기분장애)과는 달리, 외래보다는 입원을 통한 의료이용이 주가 되는 질환이
므로, 입원자료를 활용해 분석하였음.  

17) 알코올사용장애 유병률: 4.4%, 기분장애 유병률: 3.6%, 불안장애 유병률: 6.8% 등임(정
신질환실태역학조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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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률을 보인다(45~54세: 0.24%)18). 보험종별로는 의료급여자의 유병률

이 건강보험가입자보다 1.12%p 더 높았다(표 3-27 참조). 

  한편 전체 알코올사용장애 입원 환자 가운데 다른 질환을 동시에 보유

하고 있는 복합질환자는 전체 환자의 93%를 차지해, 앞서 살펴본 다른 

질환과 유사하게 알코올사용장애 문제만으로 입원서비스를 이용하는 환

자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사용장애와 다른 질환을 동시에 보유

하고 있는 환자는 질환 특성상 (단일과 복합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패턴

과 마찬가지로 여성(13%)에 비하여 남성(87%) 환자수가 약 6배 이상 많

았으며, 45~54세 연령군이 전체 알코올사용장애 복합질환자 중 가장 큰 

분포인, 37.8%를 차지하였다(그림 3-8 참조). 

〈표 3-27〉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유병자수(CRUDE) 유병자수(WEIGHTED) 구성비 유병률1)

계 6,604 50,800 100.0 0.17

성별
  남 5766 44,354 87.3 0.23 
  여 838 6,446 12.7 0.03 
연령별
  19~24세 67 515 1.0 0.01
  25~34세 356 2,738 5.4 0.04
  35~44세 1,295 9,961 19.6 0.12
  45~54세 2,498 19,215 37.8 0.24
  55~64세 1,504 11,569 22.8 0.23
  65세이상 884 6,800 13.4 0.12
보험종별
  건강보험 4,032 31,015 61.1 0.06 
  의료급여 2,572 19,785 38.9 1.18 

주: 1) 2010년 추계인구와 가중치적용 유병자수를 바탕으로 유병률을 산출하였음. 

18) 201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의 알코올사용장애 유병률이므로, 평생
유병률을 산출한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장애 환자의 유
병률로, 조사 당시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 입소 중인 환자는 포함하지 
않음)와 같이 비교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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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알코올사용장애 복합질환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알코올사용장애 환자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질환은 알레르기, 

만성위염, 류마티스관절염, 간질환 등이며, 전체 신체질환 가운데 유병률

이 높은 질환들과 복합되는 정도가 높다. 단, 이 중 간질환은 신체질환 중

에서도 알코올사용장애로 인하여 파생된 질환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신질환 중에는 기분장애,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이 알코올사

용장애 환자가 많이 가지고 있는 질환으로 나타난다.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남녀 간 복합질환 순위는 크게 다르지 않으나, 

기분장애는 여성보다 남성이, 불안장애는 남성보다 여성의 복합 이환 순

위가 더 높다. 보험종별로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간 복합질환의 종류와 

순위가 크게 다르지 않다(표 3-28 참조). 

  연령별로는 분석 대상 중 가장 젊은 연령대인 19~24세 연령군에서 만

성위염, 알레르기, 류마티스관절염 등 신체질환 위주로 알코올사용장애

와 복합되는 경향을 보이나, 25~34세부터 기분장애, 불안장애, 수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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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순위

연령별

19~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1
만성위염/위식도

역류질환

만성위염/위식도

역류질환

만성위염/위식도

역류질환
알레르기 알레르기 알레르기

2 알레르기 알레르기 알레르기
만성위염/위식도

역류질환
류마티스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3 류마티스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만성위염/위식도

역류질환
간질환

4
만성위염/위식도

역류질환, 알레르기

만성위염/위식도

역류질환,

알레르기

기분장애 간질환 기분장애 기분장애

5 고도시력감퇴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질환 기분장애 간질환
만성위염/위식도

역류질환

6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질환 고도시력감퇴 고도시력감퇴 불안장애 지질대사장애

7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류마티스관절염
기분장애 수면장애 불안장애 수면장애 불안장애

8 만성요통 불안장애 천식 지질대사장애 고도시력감퇴 고도시력감퇴

9 알레르기, 무릎관절증 고도시력감퇴 만성요통 수면장애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10 간질환 만성요통 지질대사장애 만성폐쇄성폐질환 지질대사장애 수면장애

등 주요 정신질환과의 복합 순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3-29 참조). 

〈표 3-28〉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복합질환 이환 현황: 성별, 보험종별

구분

순위
전체

성별 보험종별

남 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1 알레르기
만성위염/위식도역
류질환

알레르기 알레르기 알레르기

2
만성위염/위식도역
류질환

알레르기
만성위염/위식도역
류질환

만성위염/위식도역
류질환

만성위염/위식도역
류질환

3 류마티스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4 간질환 기분장애 간질환 기분장애 간질환

5 기분장애 간질환 기분장애 간질환 기분장애

6 고도시력감퇴 지질대사장애 불안장애 고도시력감퇴 갑상선이상

7 블인징에 만성폐쇄성폐질환 고도시력감퇴 불안장애 만성폐쇄성폐질환

8 만성폐쇄성폐질환 고도시력감퇴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수면장애

9 수면장애 수면장애 수면장애 지질대사장애 빈혈증

10 지질대사장애 불안장애 지질대사장애 수면장애 어지럼증

〈표 3-29〉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복합질환 이환 현황: 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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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병자수(WEIGHTED) Odds ratio19) 95% C.I.

성별
  남 44,354 ref.
  여 6,446 2.7 1.8 ~ 2.1 
연령별
  19~24세 515 ref.
  25~34세 2,738 0.6 0.2 ~ 1.9 
  35~44세 9,961 0.6 0.2 ~ 1.9 
  45~54세 19,215 0.6 0.2 ~ 2.1 
  55~64세 11,569 0.9 0.3 ~ 2.9 
  65세이상 6,800 1.1 0.3 ~ 3.6 
보험종별
  건강보험 31,015 ref.
  의료급여 19,785 2.3 1.8 ~ 2.9 

  알코올사용장애는 여성, 의료급여대상자에서 다른 질환과의 복합 위험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알코올사용장애 환자는 단일 환자 및 

복합질환자 모두 여성보다 남성의 빈도가 높으나, 복합질환자가 될 위험

도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은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다른  만성질환과

는 다르게 연령 증가에 따른 복합질환 이환 위험도 증가 경향이 두드러지

지 않았으며, 의료급여자일수록 복합질환 이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표 3-30 참조).

〈표 3-30〉 알코올사용장애 복합질환 이환 위험도

19) bivariate level odds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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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복합질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본 절에서는 복합질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실태를 외래와 입원환자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외래와 입원 모두 1인당 연간 평균 의료이용일

수와 평균 의료이용비용(본인부담금, 보험자부담금, 의료이용총금액)을 

분석하였다. 또한 앞선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혈압, 당뇨, 기분장애 

및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경우 이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실태를 추가적으

로 분석하였다. 

1. 복합질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가. 복합질환자의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연간 1인당 평균 외래 의료이용일수는 정신질환 및 만성질환 간 복합질

환자가 34.9일로 가장 높으며, 만성질환 간 복합(26.0일), 정신질환 간 

복합(18.8일), 단일 정신질환(10.2일), 단일 만성질환 (8.0일) 순으로 높

게 나타난다. 

  의료이용 일수의 성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으며, 단일 정신질환, 정

신복합질환을 제외하고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이용 일수도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인다. 단, 단일 및 복합 정신질환에서는 타 유형과는 다르게 

고령층의 의료이용 일수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고령층의 만성질환과 

동반되어 잘 나타나는 정신질환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현상으로 해석된

다. 또한 전반적으로 의료급여 대상자가 건강보험가입자보다 의료 이용

을 더 길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종별 간 차이가 가장 큰 유형은 만

성질환 간 복합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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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신+만성　 정신비복합　 정신복합　 만성비복합　 만성복합　

계 34.9 10.2 18.8 8.0   26.0   

성별 　 　 　
  남 34.0 10.2 17.7 8.2   24.6   
  여 35.4 10.1 19.6 7.9   27.0   
연령별 　 　 　
  19~24세 18.3 10.2 15.9 5.6   13.0   
  25~34세 21.9 10.3 20.9 6.2   14.8   
  35~44세 25.9 10.7 21.4 7.0   17.1   
  45~54세 28.6 10.3 17.8 8.0   20.0   
  55~64세 34.1 9.8 16.4 8.8   23.8   
  65세이상 42.6 8.7 16.3 10.5   33.1   
보험종별 　 　 　
  건강보험 34.2 10.0 18.8 7.9   25.4   
  의료급여 38.9 11.1 19.1 12.4   35.4   

〈표 3-31〉 외래 환자의 복합질환 유형별 연간 1인당 평균 의료이용일수(2011년)

(단위: 일)

  연간 1인당 평균 외래 본인부담금은  정신질환 및 만성질환 간 복합질환

자가 가장 높으며(232,009원), 정신질환 간 복합(209,726원), 만성질환 

간 복합(152,480원), 단일 정신질환(118,506원), 단일 만성질환(57,529

원) 순으로 높다. 

  성별로는 정신질환과 만성질환 간 복합, 정신질환 간 복합의 경우에서 

여성의 평균 본인부담금이 남성보다 높다.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평

균 본인부담금의 규모도 증가하나, 정신질환은 단일 및 복합의 모든 경우

에서 젊은 연령층의 본인부담금이 가장 높다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다. 보험종별로는 건강보험가입자가 의료급여대상자에 비하여 압도적으

로 높은 본인부담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크게는 약 6배의 차

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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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신+만성　 정신비복합　 정신복합　 만성비복합　 만성복합　

계 232,009 118,506 209,726 57,529 152,480

성별
  남 224,817 122,430 202,966 60,943 157,450
  여 235,869 115,297 214,441 54,409 149,367
연령별
  19~24세 182,828 157,646 246,470 48,158 105,429
  25~34세 209,637 133,364 254,221 54,692 118,285
  35~44세 198,651 123,653 204,447 56,743 128,929
  45~54세 204,087 104,672 193,019 58,331 145,297
  55~64세 256,513 101,228 182,608 63,525 169,809
  65세이상 245,095 95,593 154,600 54,655 152,980
보험종별
  건강보험 262,401 133,448 228,690 59,047 160,481
  의료급여 47,831 21,846 38,169 13,948 38,787

〈표 3-32〉 외래 환자의 복합질환 유형별유형별 연간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2011년)

(단위: 원)

  연간 1인당 평균 보험자 부담금은 의료이용 일수와 마찬가지로 정신질

환과 만성질환 간 복합, 만성질환 간 복합, 정신질환 간 복합, 단일 정신

질환, 단일 만성질환의 경우 순으로 부담액 규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다. 정신질환 간 복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서 남성의 보험자 

부담금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단일 혹은 복합 정신질환을 제외하

고 다른 복합 유형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자부담금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험종별로는 모든 경우에서 의료급여 대상자의 보험자

부담금 규모가 건강보험가입자보다 높았으며, 크게는 약 3배의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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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신+만성　 정신비복합　 정신복합　 만성비복합　 만성복합　

계 792,049 390,884 491,688 209,812 527,813
성별
  남 837,160 418,357 465,649 222,982 576,397
  여 767,835 368,405 509,855 197,775 497,384
연령별
  19~24세 467,292 377,405 444,603 111,804 258,639
  25~34세 595,502 409,138 547,107 149,157 304,382
  35~44세 712,566 449,290 567,178 182,785 397,305
  45~54세 732,177 404,321 469,590 212,297 439,836
  55~64세 836,854 345,697 468,832 240,632 505,035
  65세이상 849,828 265,489 363,288 275,164 630,064
보험종별
  건강보험 703,424 343,736 461,944 195,334 491,122
  의료급여 1,323,867 689,776 760,753 630,020 1,043,066

〈표 3-33〉 외래 환자의 복합질환 유형별 연간 1인당 평균 보험자부담금(2011년)

(단위: 원)

  연간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과 보험자 부담금을 합산한 의료비 총액은 

정신질환과 만성질환 간 복합, 정신질환 간 복합, 만성질환 간 복합, 단일 

정신질환, 단일 만성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단일 및 복합 정신질환을 제

외한 모든 경우에서 연령 증가에 따른 평균 의료비 총액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복합질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에서 의료급여대상자

의 의료비 총액이 건강보험가입자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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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외래 환자의 복합질환 유형별 연간 1인당 평균 의료비 총액(보험자부담금+

본인부담금)(2011년)

(단위: 원)

구분 정신+만성　 정신비복합　 정신복합　 만성비복합　 만성복합　

계 1,024,058 509,390 701,414 267,341 680,292

성별
  남 1,061,978 540,787 668,614 283,925 733,847
  여 1,003,704 483,702 724,296 252,185 646,750
연령별
  19~24세 650,120 535,051 691,074 159,962 364,068
  25~34세 805,139 542,503 801,328 203,849 422,667
  35~44세 911,217 572,942 771,625 239,527 526,234
  45~54세 936,264 508,993 662,610 270,628 585,133
  55~64세 1,093,367 446,925 651,440 304,157 674,844
  65세이상 1,094,923 361,083 517,888 329,818 783,044
보험종별
  건강보험 965,825 477,184 690,635 254,381 651,603
  의료급여 1,371,698 711,622 798,922 643,968 1,081,853

  나. 복합질환자의 입원 서비스 이용실태

  연간 1인당 평균 입원 의료이용일수는 정신질환 간 복합질환자가 

183.1일로 가장 높으며, 정신질환과 만성질환 간 복합(147.6일), 단일 정

신질환(131.3일), 만성질환 간 복합(52.7일), 단일 만성질환 (19.0일) 순

으로 높게 나타난다. 

  다른 복합유형과는 달리 정신질환에서 성별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

는데, 정신비복합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약 한달(22.8일) 더 길게, 

정신복합의 경우 약 두 달 가량(60.6일) 길게 입원이용을 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질환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이용 일수

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보험종별로는 모든 복합유형에서 의료급여

자의 의료이용이 건강보험가입자보다 높았으며, 두 집단 간 격차가 가장 

큰 유형은 단일 정신질환으로, 109.4일의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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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신+만성　 정신비복합　 정신복합　 만성비복합　 만성복합　

계 147.6 131.3 183.1 19.0 52.7

성별
  남 148.7 141.4 204.0 18.6 52.3 
  여 146.4 118.6 143.4 19.3 53.0 
연령별
  19~24세 56.5 53.8 95.1 8.6 34.8 
  25~34세 94.1 86.2 125.9 8.6 29.5 
  35~44세 137.1 120.9 174.0 10.9 36.4 
  45~54세 136.2 144.7 194.9 15.1 46.3 
  55~64세 146.2 149.8 218.4 18.2 50.1 
  65세이상 158.0 142.1 190.7 27.8 58.6 
보험종별
  건강보험 128.8 93.9 147.1 17.0 47.6
  의료급여 185.6 203.3 231.0 46.8 83.9

〈표 3-35〉 입원환자의 복합질환 유형별 연간 1인당 평균 의료이용일수(2011년)

(단위: 일)

 

  연간 1인당 평균 입원 본인부담금은 정신질환 및 만성질환 간 복합질환

자가 가장 높으며(1,505,894원), 이는 한 달에 약 125,490원 꼴로 본인

부담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밖에 정신질환 간 복합

(1,277,300원), 만성질환 간 복합(977,250원), 단일 정신질환(933,962

원), 단일 만성질환(423,865원) 순으로 본인부담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외래와 동일하다.

  성별로는 모든 복합 유형에서 여성의 본인부담금이 남성보다 높았다. 

남녀 모두 정신질환과 만성질환을 모두 가지고 있을 때 다른 복합유형에 

비하여 높은 본인부담금 지출을 보였으며, 남녀 간 본인부담금 차이가 가

장 큰 복합유형은 정신질환과 만성질환 간 복합(426,216원), 차이가 가

장 적은 복합유형은 만성비복합(30,562원)이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연

령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본인부담금의 규모도 증가하였으나, 정신질환

은 단일 및 복합의 모든 경우에서 25~34세 연령군을 기점으로 전후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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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신+만성　 정신비복합　 정신복합　 만성비복합　 만성복합　

계 1,505,894 933,962 1,277,300 423,865 977,250

성별
  남 1,294,200 878,431 1,257,505 406,846 947,458
  여 1,720,416 1,003,983 1,314,784 437,408 1,000,584
연령별
  19~24세 771,288 650,121 878,756 238,629 638,446
  25~34세 774,273 744,857 1,079,732 236,935 636,913
  35~44세 866,460 605,714 955,377 276,219 665,449
  45~54세 768,605 583,909 889,833 335,024 763,411
  55~64세 1,147,913 859,014 1,497,858 424,872 896,254
  65세이상 2,037,845 1,632,360 2,158,756 586,977 1,122,624
보험종별
  건강보험 2,199,108 1,385,455 2,152,574 451,616 1,127,013
  의료급여 98,954 64,629 110,269 36,699 63,067

하였다가, 이후 다시 연령증가에 따라 본인부담금 규모도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다. 고령층의 낮은 정신건강 수준과 이로 인한 의료비용이 심각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나, 젊은 연령층에서의 정신질환과 질병부담 문

제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보험종별로는 건강보험가입자가 의료급여대상자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본인부담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 격차가 가장 

큰 복합유형은 정신질환과 만성질환 간 복합으로, 건강보험가입자의 본

인부담금 지출이 의료급여자에 비하여 약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6〉 입원환자의 복합질환 유형별 연간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2011년)
(단위: 원)

  연간 1인당 평균 보험자 부담금은 정신질환과 만성질환 간 복합, 정신

질환 간 복합, 단일 정신질환, 만성질환 간 복합, 단일 만성질환의 경우 

순으로 부담액 규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남성의 평균 보험자부담금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성별 격차

가 가장 크게 나타난 복합 유형은 정신질환 간 복합유형으로, 남성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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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신+만성　 정신비복합　 정신복합　 만성비복합　 만성복합　

계 8,247,098 6,025,353 8,160,881 2,653,627 5,953,098

성별
  남 8,252,806 6,315,614 8,928,630 2,880,544 6,629,555
  여 8,241,313 5,659,358 6,707,048 2,473,068 5,423,304
연령별
  19~24세 3,956,038 2,996,638 4,824,597 1,323,131 3,404,808
  25~34세 5,360,914 4,149,881 6,369,650 1,240,749 3,564,568
  35~44세 7,221,064 5,439,505 7,723,013 1,696,498 4,227,221
  45~54세 7,707,934 6,343,775 8,539,241 2,339,860 4,903,774
  55~64세 8,382,513 6,660,443 9,344,234 3,039,161 6,267,513
  65세이상 8,792,694 6,852,082 8,614,754 3,406,694 6,491,899
보험종별
  건강보험 7,271,147 4,606,537 6,967,737 2,505,209 5,618,435
  의료급여 10,227,877 8,757,231 9,751,738 4,724,332 7,995,960

험자부담금 지출이 여성보다 2,221,582원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신질환 간 복합질환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유형에서 연령이 증가

할수록 보험자부담금의 지출 규모도 증가하였다. 보험종별로는 모든 경

우에서 의료급여자의 보험자부담금 규모가 건강보험가입자보다 높았다. 

두 집단 간 보험자부담금 차이가 가장 큰 유형은 단일 정신질환군으로, 

의료급여자에서 보험자부담금 지출이 4,150,694원 더 많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표 3-37〉 입원환자의 복합질환 유형별 연간 1인당 평균 보험자부담금(2011년)
(단위: 원)

  연간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과 보험자 부담금을 합산한 의료비 총액은 

정신질환과 만성질환 간 복합(9,752,991원), 정신질환 간 복합

(9,438,181원), 단일 정신질환(6,959,315원), 만성질환 간 복합

(6,930,348원), 단일 만성질환(3,077,493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신질환과 만성질환 간 복합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남성의 총 의료

비 지출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남녀 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복합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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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 정신질환 간 복합으로 남녀 간 총 2,164,304원의 의료비 지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의 모든 유형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총의료비 지출 규모 또한 증가

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예외적으로 정신질환 간 복합 유형의 경우 분석 

집단 내에서의 초고령군보다 이전 연령군에서의 의료비규모가 더 큰 것

으로 나타났으나, 두 집단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보험종별로는 전체 복합 유형에서 의료급여대상자의 의료비 총액이 건

강보험가입자보다 높았다. 한편 두 집단 간 차이가 가장 큰 유형은 단일 

정신질환으로, 의료급여대상자의 의료비 지출이 건강보험가입자보다 

2,829,867원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38〉 입원환자의 복합질환 유형별 연간 1인당 평균 의료비 총액(보험자부담금+본
인부담금)(2011년)

(단위: 원)

구분 정신+만성　 정신비복합　 정신복합　 만성비복합　 만성복합　

계 9,752,991 6,959,315 9,438,181 3,077,493 6,930,348

성별
  남 9,547,006 7,194,044 10,186,136 3,287,390 7,577,013
  여 9,961,729 6,663,341 8,021,832 2,910,475 6,423,888
연령별
  19~24세 4,727,325 3,646,759 5,703,352 1,561,760 4,043,254
  25~34세 6,135,187 4,894,738 7,449,382 1,477,684 4,201,481
  35~44세 8,087,524 6,045,219 8,678,390 1,972,717 4,892,670
  45~54세 8,476,539 6,927,684 9,429,074 2,674,883 5,667,186
  55~64세 9,530,426 7,519,457 10,842,092 3,464,032 7,163,767
  65세이상 10,830,539 8,484,443 10,773,510 3,993,672 7,614,523
보험종별
  건강보험 9,470,254 5,991,993 9,120,311 2,956,825 6,745,447
  의료급여 10,326,831 8,821,860 9,862,007 4,761,030 8,059,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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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혈압, 당뇨, 기분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앞 절에서의 분석 결과와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 기분장애, 

알코올사용장애는 다른 질환과의 복합질환 유병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

난다. 따라서 해당 질환을 단일하게 가지고 있는 환자와 다른 질환을 동

시에 가지고 있는 환자 간 비교를 통하여 복합질환자의 특성을 밝히고, 

의료이용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보유하고 있는 질환의 수

가 많을수록 의료이용 일수와 그에 따른 진료비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분

석을 거치지 않아도 유추할 수 있는 당연한 결과이나 복합여부에 따른 질

병부담의 심각성을 살펴보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를 아는 것

이 의미가 있다. 

  가. 고혈압 복합질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고혈압만을 단일하게 가지고 있는 환자와 고혈압과 다른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환자 간 의료이용 내용을 비교해본 결과, 고혈압만을 가지고 

있는 환자보다 고혈압과 다른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환자가 약 2.5

배 의료이용을 길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에서는 2.2배, 여성에서

는 2.6배 고혈압 복합질환자의 의료이용 일수가 길게 나타났으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2.9배의 높은 차이를 보였다. 보험종별로도 건강

보험, 의료급여 모두 고혈압 복합질환자가 단일 질환자에 비하여 

2.4~2.8배 길게 의료이용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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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9〉 고혈압 환자의 복합여부에 따른 연간 인당 평균 의료이용일수
(단위: 일)

구분 고혈압 only 고혈압 복합질환

계 9.0 22.4

성별
  남 8.8 19.1
  여 9.5 24.9
연령별
  19~24세 4.1 9.0
  25~34세 7.4 11.5
  35~44세 8.2 12.4
  45~54세 8.7 15.3
  55~64세 9.0 19.2
  65세이상 9.9 28.9
보험종별
  건강보험 8.9 21.7
  의료급여 11.3 31.6

자료: 2011년 외래환자표본자료

  평균 본인부담금의 경우, 고혈압만을 가지고 있는 환자보다 고혈압과 

다른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환자가 본인부담금 지출을 3.4배 더 많

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소한 차이이나 여성이 남성보다 본인부담금 

지출이 많았으며, 여성의 경우 단일 고혈압 환자에 비하여 복합 고혈압 

환자의 본인부담금 지출이 3.5배 높았다. 또한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

수록 단일 고혈압 환자와 복합 고혈압 환자 간 부담금 지출 규모 차이가 

크게 나타나,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단일 고혈압 환자와 복합 고혈압 환

자 간 본인부담금 차이는 4.4배로 늘어났다. 단, 보험종별로는 단일 고혈

압 환자와 복합 고혈압 환자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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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0〉 고혈압 환자의 복합여부에 따른 연간 인당 평균 본인부담금
(단위: 원)

구분 고혈압 only 고혈압 복합질환

계 33,596 112,925

성별
  남 33,379 103,505
  여 34,037 120,271
연령별
  19~24세 53,271 99,096
  25~34세 39,737 90,823
  35~44세 34,746 77,297
  45~54세 35,521 92,711
  55~64세 34,953 117,762
  65세이상 28,198  123,947
보험종별
  건강보험 34,178 118,212
  의료급여 9,513 34,177

자료: 2011년 외래환자표본자료

  평균 보험자부담금의 경우, 고혈압만을 가지고 있는 환자와 고혈압과 

다른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환자 간 차이가 본인부담금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며, 복합질환자의 보험자부담금이 단일질환자보다 4.3배 더 높

았다. 

  성별로는 단일질환자와 복합질환자 간 차이가 남녀 모두 약 4.1배 정도

로 성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연령별로는 가장 젊은 연령층에서 

높은 차이를 보이다 35~44세 연령군까지 감소, 이후 다시 차이가 벌어져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단일 고혈압 환자와 복합 고혈압 환자 간 보험자부

담금 차이가 4.4배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모두 단일 고혈압 환자에 비하여 복합 고혈압 환자의 보험자부담금 지출

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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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고혈압 환자의 복합여부에 따른 연간 인당 평균 보험자부담금
(단위: 원)

구분 고혈압 only 고혈압 복합질환

계 86,875 373,058

성별
  남 82,501 342,480
  여 95,802 396,904
연령별
  19~24세 56,430 245,065
  25~34세 72,099 248,259
  35~44세 76,203 201,793
  45~54세 79,313 254,325
  55~64세 81,241 311,986
  65세이상 110,483 486,857
보험종별
  건강보험 84,613 346,485
  의료급여 180,521 768,833

자료: 2011년 외래환자표본자료

  본인부담금과 보험자부담금을 합산한 의료비 총액은 단일 고혈압 환자

에 비하여 복합 고혈압 환자의 의료비 총액이 약 4배 정도 높았다. 또한 

연령증가에 따라 U자형의 격차를 보인 보험자부담금과 동일한 양상을 보

였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단일 고혈압 환자에 비하여 복합 고혈압 

환자의 의료비 총액이 4배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험종별로는 건강보험의 경우 3.9배, 의료급여의 경우 4.2배 복합 고

혈압 환자의 의료비총액이 단일 고혈압 환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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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 고혈압 환자의 복합여부에 따른 연간 인당 평균 의료비 총액(보험자부담금+
본인부담금)

(단위: 원)

구분 고혈압 only 고혈압 복합질환

계 120,471 485,983

성별

  남 115,880 445,985
  여 129,839 517,176
연령별
  19~24세 109,701 344,160
  25~34세 111,836 339,082
  35~44세 110,949 279,090
  45~54세 114,835 347,036
  55~64세 116,193 429,748
  65세이상 138,682 610,803
보험종별
  건강보험 118,791  464,697
  의료급여 190,034 803,010

자료: 2011년 외래환자표본자료

  나. 당뇨 복합질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당뇨병만을 단일하게 가지고 있는 환자와 당뇨병과 다른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환자 간 의료이용 내용을 비교해본 결과, 복합 질환자가 단

일 질환자에 비하여 2.6배 의료이용을 길게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성에서는 2.3배, 여성에서는 2.8배 당뇨병 복합질환자의 의료이용 일

수가 길게 나타났으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2.9배의 높은 차이를 

보였다. 또한 건강보험의 경우 2.5배, 의료급여의 경우 3.0배 복합질환자

의 의료이용 일수가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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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3〉 당뇨 환자의 복합여부에 따른 연간 인당 평균 의료이용일수
(단위: 일)

구분 당뇨 only 당뇨 복합질환

계 9.3 24.6

성별
  남 9.1 21.3
  여 10.0 28.0
연령별
  19~24세 7.6 10.4
  25~34세 7.1 12.5
  35~44세 8.4  13.6
  45~54세 8.9 16.9
  55~64세 9.7 21.7
  65세이상 11.0 32.0
보험종별
  건강보험 9.3 23.7
  의료급여 11.6 34.7

자료: 2011년 외래환자표본자료

  평균 본인부담금의 경우, 당뇨병만을 가지고 있는 환자보다 당뇨병과 

다른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환자가 본인부담금 지출을 2.7배 더 많

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소한 차이이나 여성이 남성보다 본인부담금 

지출이 많았으며, 여성의 경우 단일 당뇨병 환자에 비하여 복합 당뇨병 

환자의 본인부담금 지출이 2.8배 높았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단일 

당뇨병환자와 복합 당뇨병환자 간 부담금 지출 규모 차이가 크게 나타나,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단일 고혈압 환자와 복합 고혈압 환자 간 본인부담

금 차이는 3.7배로 늘어났다. 보험종별로는 건강보험의 경우 2.8배, 의료

급여의 경우 2.6배 복합질환자의 본인부담금 지출이 단일질환자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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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 당뇨 환자의 복합여부에 따른 연간 인당 평균 본인부담금

(단위: 원)

구분 당뇨 only 당뇨 복합질환

계 59,042 157,308

성별
  남 59,079 149,601
  여 58,918 165,337
연령별
  19~24세 149,846 164,844
  25~34세 95,353 152,794
  35~44세 63,470 116,936
  45~54세 57,328 133,558
  55~64세 59,522 166,208
  65세이상 45,813 168,546
보험종별
  건강보험 60,453 167,338
  의료급여 14,743 38,269

자료: 2011년 외래환자표본자료

  평균 보험자부담금의 경우, 당뇨병만을 가지고 있는 환자와 당뇨병과 

다른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환자 간 차이가 본인부담금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며,  복합질환자의 보험자부담금이 단일질환자보다 4.6배 더 높

았다. 

  성별로는 단일질환자와 복합질환자 간 차이가 남성 4.6배, 여성 4.5배 

정도로 성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연령증가에 따라 단일 당뇨병

환자와 복합 당뇨병환자 간 금액 차이가 벌어져,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단일 당뇨병환자와 복합 당뇨병환자 간 보험자부담금 차이가 4.4배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모두 단일 당뇨병환자에 

비하여 복합 당뇨병 환자의 보험자부담금 지출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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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5〉 당뇨 환자의 복합여부에 따른 연간 인당 평균 보험자부담금
(단위: 원)

구분 당뇨 only 당뇨 복합질환

계 111,112 516,235

성별
  남 108,972 501,744
  여 118,239 531,333
연령별
  19~24세 131,196 466,149
  25~34세 123,915 379,753
  35~44세 104,813 335,167
  45~54세 101,259 411,486
  55~64세 106,548 480,024
  65세이상 142,315 619,072
보험종별
  건강보험 106,291 470,296
  의료급여 262,489 1,061,407

자료: 2011년 외래환자표본자료

  본인부담금과 보험자부담금을 합산한 의료비 총액은 단일 당뇨병환자

에 비하여 복합 당뇨병환자의 의료비 총액이 약 4배 정도 높았다. 또한 연

령증가에 따라 복합과 단일 질환자간 의료비 격차가 심화돼,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단일 당뇨병환자에 비하여 복합 당뇨병환자의 의료비 총액이 

4.2배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험종별로는 건강보험의 경우 3.8배, 

의료급여의 경우 4.0배 복합 당뇨병환자의 의료비총액이 단일 당뇨병환

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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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6〉 당뇨 환자의 복합여부에 따른 연간 인당 평균 의료비 총액(보험자부담금+본

인부담금)

(단위: 원)

구분 당뇨 only 당뇨 복합질환

계 170,154 673,543

성별
  남 168,051 651,345
  여 177,157 696,670
연령별
  19~24세 281,042 630,993
  25~34세 219,267 532,548
  35~44세 168,283 452,103
  45~54세 158,587 545,044
  55~64세 166,070 646,232
  65세이상 188,128 787,618
보험종별
  건강보험 166,744 637,635
  의료급여 277,232 1,099,677

자료: 2011년 외래환자표본자료

  다. 기분장애 복합질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기분장애만을 단일하게 가지고 있는 환자와 기분장애와 다른 질환

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환자 간 의료이용 내용을 분석한 결과, 복합질환

자가 단일 질환자에 비하여 약 2.5배 의료이용을 길게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남성의 경우 2.6배, 여성의 경우 2.4배 복합질환자의 의료이용이 

단일질환자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군의 경우 

3.3배의 차이를 보였다. 보험종별로는 건강보험의 경우 2.4배, 의료급여

의 경우 2.8배 복합질환자의 의료이용 일수가 단일질환자보다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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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7〉 기분장애 환자의 복합여부에 따른 연간 인당 평균 의료이용일수
(단위: 일)

구분 기분장애 only 기분장애 복합질환

계 11.6 28.9 

성별
  남 10.6 27.3 
  여 12.4 29.6 
연령별
  19~24세 10.1 12.7 
  25~34세 13.0 15.6 
  35~44세 11.7 19.1 
  45~54세 11.7 23.5 
  55~64세 9.2 30.0 
  65세이상 12.4 40.8 
보험종별
  건강보험 11.5 28.0 
  의료급여 12.7 35.1 

자료: 2011년 외래환자표본자료

  평균 본인부담금의 경우, 단일 기분장애 환자보다 복합 기분장애 환자

가 본인부담금의 지출을 1.2배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일 

질환자와 복합 질환자 간 본인부담금의 차이는 남성에서 더 높게 나타나

지만, 전반적으로 본인부담금의 지출이 많은 집단은 단일·복합 여부에 관

계  없이 여성 환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복합질환자의 경우, 65세 이상 고

령군에서 본인부담금이 가장 높으며, 이때 단일 질환자와 복합질환자 간 

본인부담금 차이는 69,438원이다. 

  보험종별로는 건강보험의 경우 1.2배, 의료급여의 경우 2.1배 복합질환

자의  본인부담금 지출이 단일질환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일한 기분장애 복합질환자라 하더라도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지

출이 의료급여 대상자보다 5.3배 더 높다(표 3-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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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8〉 기분장애 환자의 복합여부에 따른 연간 인당 평균 본인부담금

(단위: 원)

구분 기분장애 only 기분장애 복합질환

계 185,238 215,057

성별
  남 174,536 210,886
  여 194,488 216,844
연령별
  19~24세 183,741 183,109
  25~34세 208,857 176,158
  35~44세 193,489 175,119
  45~54세 171,017 188,086
  55~64세 126,741 243,620
  65세이상 175,144 244,582
보험종별
  건강보험 199,591 238,118
  의료급여 21,909 45,051

자료: 2011년 외래환자표본자료

  

  평균 보험자 부담금의 경우, 기분장애만을 가지고 있는 환자보다 기분

장애와 다른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환자가 보험자부담금 지출을 약 

1.7배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자 부

담금 지출이 증가하는 양상은 복합질환자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며, 

55세 이상 고령층에서 단일질환자와 복합질환자 간 보험자 부담금 지출 

차이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다(55~64세 연령군: 약 2.6배 차이, 65세 

이상 연령군: 약 2.4배 차이). 보험종별로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모두 복

합질환자의 보험자부담금 지출이 가장 많으며, 둘 모두 단일 질환자에 비

하여 복합질환자의 보험자부담금이 1.6배 더 높다(표 3-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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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9〉 기분장애 환자의 복합여부에 따른 연간 인당 평균 보험자부담금

(단위: 원)

구분 기분장애 only 기분장애 복합질환

계 415,348 689,647

성별
  남 375,681 737,303
  여 449,636 669,228
연령별
  19~24세 349,263 359,363
  25~34세 460,907 474,704
  35~44세 446,276 550,332
  45~54세 438,183 618,768
  55~64세 296,683 762,584
  65세이상 343,544 837,710
보험종별
  건강보험 381,844 613,962
  의료급여 796,598 1,247,611

자료: 2011년 외래환자표본자료

  본인부담금과 보험자부담금을 합산한 의료비 총액은 단일질환자에 비

하여 복합질환자가 1.5배 더 높다. 성별로는 단일질환자와 복합질환자 간 

전체 의료비 차이가 남성 1.7배, 여성이 1.4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

령이 증가함에 따라 단일질환자와 복합질환자 간 의료비 차이가 크게 벌

어져, 55~64세 연령군에서 단일질환자 대비 복합질환자의 의료비 총액

이 2.4배, 6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2.1배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험종별로는 건강보험의 경우 1.5배, 의료급여의 경우 1.6배 기분장애 

복합질환자의 의료비 총액이 단일 기분장애환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표 3-50 참조). 



112 한국 성인의 복합질환 현황과 이환 패턴 분석 연구

〈표 3-50〉 기분장애 환자의 복합여부에 따른 연간 인당 평균 의료비 총액(보험자부담금

+본인부담금)

(단위: 원)

구분 기분장애 only 기분장애 복합질환

계 600,586 904,704

성별
  남 550,218 948,189
  여 644,124 886,072
연령별
  19~24세 533,004 542,473
  25~34세 669,764 650,862
  35~44세 639,764 725,451
  45~54세 609,200 806,854
  55~64세 423,424 1,006,204
  65세이상 518,688 1,082,293
보험종별
  건강보험 581,435 852,079
  의료급여 818,507 1,292,662

자료: 2011년 외래환자표본자료

  라.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알코올사용장애만을 단일하게 가지고 있는 환자와 알코올사용장애와 

다른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환자 간 입원 의료이용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단일 질환자가 복합 질환자에 비하여 약 10일 정도 의료이용을 길

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약 6일, 여성의 경우 약 14일 정도 단일질환자의 의료이용

이 복합질환자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군의 경우 

약 67일의 차이를 보였다. 보험종별로는 건강보험의 경우 약 23일, 의료

급여의 경우 약 30일 단일질환자의 의료이용 일수가 복합질환자보다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단일 질환자보다는 복합 질환자에서 의

료이용 및 그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되나, 알코올사용장애

로 인한 입원이용의 경우 예의적인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것이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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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혹은 분석 데이터 특이적으로 단일 질환자의 알

코올사용장애 중증도가 더 심각해 이러한 결과를 보이게 된 것인지는 추

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표 3-51〉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복합여부에 따른 연간 인당 평균 의료이용일수
(단위: 일)

구분 알코올사용장애 only 알코올사용장애 복합질환

계 143.9 133.2 

성별
  남 146.9 140.6 
  여 98.0 84.5 
연령별
  19~24세 34.0 48.5 
  25~34세 102.1 86.8 
  35~44세 103.7 127.2 
  45~54세 149.2 136.1 
  55~64세 163.4 144.8 
  65세이상 205.9 138.7 
보험종별
  건강보험 120.3 97.1 
  의료급여 216.8 187.2 

자료: 2011년 입원환자표본자료

  평균 본인부담금 또한 의료이용 일수와 마찬가지로 단일 질환자의 지출

이 복합질환자보다 크며, 구체적으로는 1.5배 본인부담금 지출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일 질환자와 복합 질환자 간 본인부담금의 

차이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크며, 65세 이상 고령군에서 알코올사용장애 

단일질환자와 복합질환자 간 본인부담금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보

험종별로는 건강보험의 경우 약 1.2배, 의료급여의 경우 약 1.4배 정도 

정도 단일질환자의  본인부담금 지출이 복합질환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표 3-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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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2〉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복합여부에 따른 연간 인당 평균 본인부담금

(단위: 원)

구분 알코올사용장애 only 알코올사용장애 복합질환

계 1,438,290 938,973

성별
  남 1,437,455 966,428
  여 1,451,257 758,192
연령별
  19~24세 572,872 571,067
  25~34세 1,429,459 855,666
  35~44세 1,132,737 780,667
  45~54세 1,287,818 706,469
  55~64세 1,354,763 1,144,964
  65세이상 2,873,280 1,522,474
보험종별
  건강보험 1,842,848 1,476,539
  의료급여 185,233 135,138

자료: 2011년 입원환자표본자료

  평균 보험자 부담금의 경우, 알코올사용장애만을 가지고 있는 환자와 

다른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환자 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두 군 모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자 부담금 지출이 증가하

는 양상을 보였으며, 보험종별로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모두 단일질환

자의 보험자부담금 지출이 복합질환자에 비하여 더 높았다(표 3-53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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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3〉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복합여부에 따른 연간 인당 평균 보험자부담금

(단위: 원)

구분 알코올사용장애 only 알코올사용장애 복합질환

계 6,281,997 6,278,965

성별
  남 6,387,082 6,576,179
  여 4,649,423 4,321,896
연령별
  19~24세 1,754,985 2,592,352
  25~34세 4,781,168 4,241,177
  35~44세 4,498,662 5,916,252
  45~54세 6,494,231 6,389,318
  55~64세 7,087,310 6,788,842
  65세이상 8,990,427 6,707,337
보험종별
  건강보험 5,424,892 4,877,352
  의료급여 8,936,747 8,374,829

자료: 2011년 입원환자표본자료

  본인부담금과 보험자부담금을 합산한 의료비 총액은 단일질환자에 비

하여 복합질환자가 1.1배 더 높아, 두 집단 간 차이가 크지 않다. 성별로

는 남녀 모두 단일 질환자에 비하여 복합 질환자의 의료비 총액이 다소 

크나, 마찬가지로 둘 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단일 질

환자 및 복합 질환자 모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총 의료비가 증가하며, 

보험종별로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모두 단일 질환자의 의료비 총액이 

복합질환자보다 높게 분석되었다(표 3-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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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4〉 알코올사용장애환자의 복합여부에 따른 연간 인당 평균 의료비 총액(보험자
부담금+본인부담금)

(단위: 원)

구분 알코올사용장애 only 알코올사용장애 복합질환

계 7,720,287 7,217,938

성별
  남 7,824,537 7,542,607
  여 6,100,680 5,080,088
연령별
  19~24세 2,327,857 3,163,419
  25~34세 6,210,626 5,096,843
  35~44세 5,631,399 6,696,918
  45~54세 7,782,049 7,095,787
  55~64세 8,442,072 7,933,807
  65세이상 11,863,707 8,229,812
보험종별
  건강보험 7,267,740 6,353,891
  의료급여 9,121,980 8,509,967

자료: 2011년 입원환자표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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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복합질환 이환패턴분석 목적 및 방법

1. 복합질환 이환패턴 분석 목적

  본 연구는 앞에서 살펴본 생활습관병인 고혈압, 당뇨를 중심으로 해당 

질환을 가지고 있는 질환자들의 질환 간 이환패턴을 파악하고자 한다20). 

즉, 해당 질환으로 인해 파생되는 질환이 무엇이 있는지를 종단자료를 활

용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장에서 살펴본 세부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질환으로 처음 입원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둘

째, 가장 많이 파생되는 질환은 무엇인지, 셋째, 해당 질환에서 다른 질환

으로 이환되는 평균 이환소요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넷째, 고혈압과 당뇨

의 주요 합병증으로의 이환 패턴은 어떠한지에 대한 것이다.

  특히 주요 합병증으로의 이환패턴 분석은, 고혈압 환자의 경우 뇌졸중, 

심장질환, 고도시력감퇴를, 당뇨 환자의 경우 심장질환과 고도시력감퇴, 

고혈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이유는 이들 질환을 방치할 경우, 합

병증으로 이어져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건강상태에 크게 영향을 주

는 질환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20) 본 장은 고혈압과 당뇨를 중심으로 해당 질환을 가지고 있는 질환자들의 질환 간 이환
패턴을 파악하였음. 앞선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기분장애와 알코올사용장애 역시 분석하
고자 하였으나 정신질환의 경우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분석하지 못하였음을 밝히는 
바임.

복합질환 이환패턴 분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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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2년부터 2010년까지 9년간의 표본

코호트 DB자료를 활용하였다. 표본코호트DB란 국민건강정보DB21)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을 추출한 데이터이다. 표본코호트DB는 이 모집단

에서 2002년 자격대상자 2% 정도에 해당하는 약 100만명을 2010년까

지 동일 대상자의 자격 및 소득, 진료내역, 건강검진결과를 연결한 자료

이다.

  이환패턴을 위한 분석데이터는 고혈압과 당뇨를 중심으로 2005년, 

2006년, 2007년 각각 해당 질환의 신환자로 다음의 기준에 의해 구성되

었다. 첫째, 해당 년도 당시 20세 이상 성인이면서22) 주상병으로 해당 질

환 이외에 다른 만성질환이 없는 자로 한정하였으며, 둘째, 이들의 이전 

년도(예: 2005년의 경우 2002~2004년의 3년간)의 의료이용을 분석하

여 그 기간 동안 해당 질환은 물론 다른 만성질환으로도 진료를 받지 않

았거나 진료기록이 없이 해당 질환으로 처음 외래이용을 한 자로 정의하

였다23).

  그 다음 신환자를 중심으로 자격자료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연결하

였으며, 진료비명세서 자료에서 해당 질환의 첫 번째 진료일, 해당 질환

21) 국민건강정보DB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전체에 대
한 진료명세서와 진료내역, 상병내역, 처방전내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전국
민 전향적 코호트 연구 또는 중재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국내외 거의 유일한 이차 자료
원이라고 할 수 있음.

22) 표본코호트 DB 상에서의 연령은 0세, 1~4세, 5~9세 등 5세 단위 연령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 분석에서는 앞의 3장과 달리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23) 본 분석은 사례수를 확보하기 위해 각 해당질환의 신환을 정의하기 위해 2005년, 2006
년, 2007년 신환자를 추출하였음. 따라서 본 분석에서 정의한 신환자들을 follow-up한 
기간은 3~5년까지로 차이가 있음. 고혈압과 당뇨병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추적하여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재 국가 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 제한성으로 인해 본 분석에서도 질병발생 이후 추적기간을 3~5년까지로 한정하
였으므로, 이 점을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하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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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첫 번째 입원일, 고혈압 이외 다른 만성질환 첫 진료일 등을 연결시켰다. 

  이환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해당 질환으로 처음 입원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해당 질환의 외래 첫 진료일에서 해당 질환의 첫 입원일까지

의 기간을 계산하였으며, 해당 질환에서 다른 질환으로 이환되는 기간은 

해당 질환의 외래 첫 진료일에서 다른 질환의 첫 진료일(외래 혹은 입원)

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였다. 본 분석은 외래환자를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

에 해당 질환으로 인한 첫 진료일과 첫 입원일이 동일한 경우(첫 진료일

과 입원일의 차이가 0, 1, 2일)는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요 합병증으로의 이환패턴 분석을 위해 고혈압 환자 중 

뇌졸중, 심장질환, 고도시력감퇴를, 당뇨 환자는 심장질환, 고도시력감

퇴, 고혈압을 경험하게 되는 첫 진료일 시점까지 각각의 데이터를 구성하

였다. 특히 심장질환은 본 연구의 만성질환 분류에서 만성허혈성심질환, 

심부정맥, 심부전증 등 세 가지 질환으로 정의하여, 이들 세 질환의 첫 진

료일 중 가장 빠른 진료일을 심장질환의 첫 진료일로 보았다. 

3. 특성별 정의

  해당 질환자의 질환 간 이환패턴 분석을 위해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다

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성별은 남녀로 구분하였으며, 연령은 20세부터 

34세까지, 이후 연령부터는 10세 단위로 구분하였으며, 65세 이상을 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소득분위는 직장 및 지역가입자, 의료수급권자들

의 보험료 정보를 통해 대상자의 소득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총 5

분위로 나누었다. 1분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의 20% 이하에 해당하며, 2분위는 21% 이상 40% 이하, 3분위는 41% 이

상 60% 이하, 4분위는 61% 이상 80% 이하, 5분위는 81% 이상이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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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분위는 세대단위 보험료 부과에 따라 동일 세대의 세대원은 동일 소득

분위가 적용된다(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운영실, 2014). 지역별 구분은 

16개 시도 기본코드를 이용하여, 13개로 구분하였다. 즉 충청남도와 충

청북도,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를 충청, 전라, 경상

으로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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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고혈압 환자의 질환 간 이환패턴 분석

1. 고혈압 환자 데이터 구성

  2002년부터 2010년도까지의 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DB를 이용하

여 고혈압 신환자에 대한 분석데이터를 구성한 결과, 고혈압 신환자는 

3,216명(2005년 1,437명, 2006년 964명, 2007년 815명)이었다.

〈표 4-1〉 고혈압 신환자의 질병이환 및 질병발생 추적 기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05년 신환자 → 만성질환 없는 기간 1,437명 질병발생 추적기간 →

2006년 신환자 → 만성질환 없는 기간 964명 질병발생 추적기간 →

2007년 신환자 → 만성질환 없는 기간 815명 질병발생 추적기간 →

〔그림 4-1〕 고혈압 신환자 데이터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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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명 비율

전체 3,216 100.0

성별
  남 2,255 70.1
  여 961 29.9

연령별
  20~34세 359 11.2 
  35~44세 684 21.3 
  45~54세 1117 34.7 
  55~64세 634 19.7 
  65세 이상 422 13.1 
　
소득분위
  1분위 602 18.7 
  2분위 567 17.6 
  3분위 622 19.3 
  4분위 681 21.2 
  5분위 744 23.1 

2. 고혈압 환자의 질환 간 이환패턴 분석

  가. 일반적 특성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기간 동안 고혈압 신환자 총 3,216명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가 2,255명(70.1%), 여자가 961

명(29.9%)으로 남자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45~54세가 34.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35~44세가 21.3%, 55~64세가 19.7%, 65

세 이상이 13.1%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는 5분위에서 23.1%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4분위가 21.2%, 3분위 19.3%였으며, 2분위가 

17.6%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표 4-2〉 고혈압 신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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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명 비율

지역별
  서울 825 25.7 
  부산 230 7.2 
  대구 142 4.4 
  인천 195 6.1 
  광주 60 1.9 
  대전 58 1.8 
  울산 73 2.3 
  경기 731 22.7 
  강원 134 4.2 
  충청 215 6.7 
  전라 167 5.2 
  경상 355 11.0 
  제주 31 1.0 

자료: 2002~2010 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DB자료

  고혈압 신환자를 종단으로 추적한 결과, 해당질환으로 입원한 사람의 

수는 36명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환자의 첫 번째 진료일로부터 첫 번째 

입원일까지의 기간을 살펴본 결과, 최소 17일부터 최대 5.5년까지였으

며, 평균 2.3년이 걸렸다. 

  나. 고혈압 신환자의 다빈도 질환 종단분석 결과

  본 연구는 3장에서 고혈압 환자의 복합질환 패턴을 살펴보면서, 다빈도 

질환을 살펴본 바 있다. 하지만 3장에서 살펴본 고혈압 환자의 다빈도 질

환은 2011년 당시 한 해 동안 보유한 질환에 대한 단면적인 분석인데 반

해, 본 장에서는 이전 3~5년 동안 고혈압 및 다른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전혀 받지 않은 고혈압 신환자가 고혈압 발병 이후 향후 3~5년간 어떠한 

질환들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것에 그 차이가 있다.

  고혈압 신환자에서 발생하는 질환의 다빈도를 살펴본 결과, 만성위염/

위식도역류질환, 알레르기, 만성요통의 순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무릎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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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증, 만성폐쇄성폐질환, 류마티스관절염, 고도시력감퇴가 뒤를  이었다. 

다빈도 순위를 살펴본 결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혈압과 상관성이 

낮은 만성위염, 알레르기, 만성요통, 무릎관절증이 각 질환의 유병률이 

높아 다빈도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고

혈압과 상관성이 높은 고도시력감퇴와 당뇨병, 만성폐쇄성 폐질환 역시 

높은 다빈도 순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남녀 모두에게서 나타나며, 연령별로도 고혈압과 상관

성이 높은 만성폐쇄성폐질환, 고도시력감퇴, 당뇨병 등이 꾸준히 높은 순

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뇌졸중이 10순위 이내로 나

타났다. 소득분위별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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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고혈압 환자의 10대 다빈도 질환

순위 전체
성별

남자 여자

1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알레르기

2 알레르기 알레르기 만성요통

3 만성요통 만성요통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4 무릎관절증 만성폐쇄성폐질환 무릎관절증

5 만성폐쇄성폐질환 무릎관절증 류마티스관절염

6 류마티스관절염 간질환 고도시력감퇴

7 고도시력감퇴 류마티스관절염 만성폐쇄성폐질환

8 당뇨병 당뇨병 비염증성부인과질환

9 간질환 고도시력감퇴 지질대사장애

10 지질대사장애 지질대사장애 당뇨병

순위
연령별

20~34세 34~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1 알레르기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만성요통

2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알레르기 알레르기 만성요통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3 만성요통 만성요통 만성요통 알레르기 알레르기

4 만성폐쇄성폐질환 류마티스관절염 무릎관절증 무릎관절증 무릎관절증

5 류마티스관절염 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고도시력감퇴 고도시력감퇴

6 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류마티스관절염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7 지질대사장애 지질대사장애 간질환 당뇨병 당뇨병

8 고도시력감퇴 당뇨병 지질대사장애 지질대사장애 류마티스관절염

9 당뇨병 무릎관절증 당뇨병 류마티스관절염 전립선비대증

10
편두통/만성두통, 
무릎관절증

고도시력감퇴 고도시력감퇴 간질환 뇌졸중

순위
소득수준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알레르기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2 알레르기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알레르기 만성요통 알레르기

3 만성요통 만성요통 만성요통 알레르기 만성요통

4 무릎관절증 무릎관절증 무릎관절증 류마티스관절염 무릎관절증

5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고도시력감퇴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6 류마티스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만성폐쇄성폐질환 무릎관절증 당뇨병

7 고도시력감퇴 지질대사장애 간질환 고도시력감퇴 고도시력감퇴

8 당뇨병 간질환 류마티스관절염 지질대사장애 지질대사장애

9 지질대사장애 고도시력감퇴 당뇨병 당뇨병 간질환

10 간질환 당뇨병 지질대사장애 간질환 류마티스관절염

자료: 2002~2010 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DB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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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고혈압 환자의 질환별 평균 이환 기간24)

  2005년, 2006년, 2007년 각각 당해 연도에 고혈압이 처음 발생한 대

상자를 중심으로 하여 이후 3~5년간 가장 먼저 발생하는 질환은 심부정

맥으로 1.9년이 소요되었다. 또 빈도가 높게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 그 질

환이 발생하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을 살펴본 결과, 당뇨병까지는 2.5년, 

지질대사장애 2.8년, 고도시력감퇴 2.6년, 뇌졸중 2.5년, 만성폐쇄성폐

질환 2.7년, 간질환이 2.6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에서 다른 질환으로 이환되기까지 평균 기간을 성별로 살펴보면, 

당뇨병은 남녀 각각 2.6년, 2.4년이 걸렸고, 지질대사장애는 남녀 각각 

2.7년과 2.9년을 기록했다. 고도시력감퇴는 남자 2.6년, 여자 2.7년이 걸

렸으며, 뇌졸중은 남자 2.5년, 여자 2.7년이 걸렸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남자가 2.8년, 여자가 2.6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당뇨병은 65세 이상에서 1.9년으로 가장 빨랐으며, 지

질대사장애는 연령별로 별 차이가 없었다. 고도시력감퇴는 35~44세와 

65세 이상에서 2.4년으로 가장 빠르게 나타났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은 

65세 이상에서 2.6년,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2.7년이었다. 간질환은 

35~44세에서 2.2년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체적으로 고연령층의 고혈압 환자에게서 다른 질환으로의 이환 속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빠른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고혈압 환자가 다른 질환으로 이환되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을 소득수준

별로 보면, 당뇨병은 1분위에서 2.2년으로 다른 분위에 비해 가장 빨랐으

며, 지질대사장애는 4분위에서 2.4년, 고도시력감퇴는 1분위와 5분위에

24) 본 절에서 살펴본 질환 이환패턴 분석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 DB자료 중 
본 연구에서 정의한 대상자들만으로 3~5년간의 단기로 질환 간 이환패턴을 살펴보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각 질환별 발생 빈도는 낮게 나타남. 이는 이후 살펴본 당뇨 환자의 
질환별 평균 이환기간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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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5년, 만성폐쇄성폐질환은 3분위에서 2.5년, 간질환은 1분위에서 

2.2년으로 다른 질환으로의 이환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소득이 낮은 군에서 다른 질병으로 이환되기까지의 속도가 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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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고혈압 환자의 질환별 평균 이환 기간(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단위: 년)

질환명 전체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남 여
20~
34세

35~
44세

45~
54세

55~
64세

65세
이상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 암 2.7 2.7 2.9 1.7 2.9 2.7 3.0 2.4 2.4 2.3 3.3 2.6 2.9 
2 빈혈증 2.5 3.0 2.1 2.2 2.2 2.7 3.0 2.6 2.7 2.8 1.8 2.6 2.3 
3 갑상선이상 2.8 2.9 2.6 2.7 1.5 3.6 3.0 2.4 2.5 3.8 2.8 2.8 2.3 
4 당뇨병 2.5 2.6 2.4 2.4 2.9 2.7 2.6 1.9 2.2 2.6 2.8 2.6 2.5 
5 비만 2.9 1.7 3.3 1.7 - 2.8 3.5 - - 1.7 3.5 - 2.8 
6 지질대사장애 2.8 2.7 2.9 2.8 2.8 2.7 2.8 2.8 2.7 3.1 2.9 2.4 2.8 
7 대사교란/통풍 2.7 2.7 2.9 3.1 2.2 2.6 3.1 3.6 2.7 1.8 3.1 3.0 2.5 
8 파킨슨씨병 2.8 3.1 1.7 - 2.3 - 3.5 1.7 1.7 - 3.1 - -
9 편두통/만성두통 2.6 2.5 2.8 2.7 2.9 2.4 2.5 3.0 2.5 2.2 2.5 2.8 3.0 
10 신경장해 2.7 2.7 2.7 3.3 3.2 2.7 2.8 2.2 2.8 3.0 2.4 2.8 2.7 
11 알레르기 2.5 2.6 2.4 2.7 2.6 2.6 2.5 2.2 2.5 2.5 2.3 2.8 2.6 
12 고도시력감퇴 2.6 2.6 2.7 2.8 2.4 2.7 2.8 2.4 2.5 2.7 2.9 2.6 2.5 
13 어지럼증 2.6 2.4 3.0 2.6 2.3 2.7 2.8 2.8 2.6 2.3 3.0 2.5 2.8 
14 고도청각손실 2.7 2.7 2.8 2.3 3.5 2.6 2.5 2.7 2.5 3.7 2.3 3.0 2.5 
16 만성허혈성심질환 2.7 2.7 2.7 2.7 2.6 2.7 2.8 2.5 2.6 2.3 2.8 2.5 2.9 
17 심장판막질환 3.2 3.2 - - 4.0 3.1 2.9 - - 4.8 1.1 - 3.6 
18 심부정맥 1.9 1.9 2.0 - 1.4 2.2 2.4 0.8 1.6 2.1 2.3 2.2 0.9 
19 심부전증 2.7 2.4 3.5 - 2.1 2.0 3.2 2.8 1.9 3.2 3.2 2.2 -
20 뇌졸중 2.5 2.5 2.7 3.4 2.3 2.4 2.4 2.9 2.5 2.6 3.1 2.3 2.4 
21 죽상동맥경화증/말초동맥폐색질환 2.7 2.4 3.1 2.1 2.6 2.4 2.7 3.0 2.7 2.6 2.6 2.7 2.6 
22 하지정맥류 3.0 2.8 3.3 1.2 3.3 3.2 2.7 3.8 3.0 2.9 3.9 2.4 3.3 
23 치핵 2.8 2.7 3.1 2.4 3.1 2.7 2.5 3.8 2.9 2.8 2.8 2.4 3.0 
24 저혈압 2.7 2.7 - - 1.0 4.0 2.8 - 4.0 - 2.3 - 2.1 
25 만성폐쇄성폐질환 2.7 2.8 2.6 2.7 2.7 2.7 2.7 2.6 2.9 2.8 2.5 2.7 2.6 
26 천식 2.8 3.0 2.5 3.3 2.8 2.5 3.3 2.3 2.7 2.6 3.0 2.9 2.8 
27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2.6 2.6 2.6 2.7 2.7 2.6 2.6 2.3 2.5 2.9 2.5 2.7 2.5 
28 장게실증 3.2 3.0 4.3 - 1.5 4.0 4.3 - 2.9 - - 4.4 3.1 
29 간질환 2.6 2.5 2.8 2.7 2.2 2.6 2.6 3.0 2.2 2.6 2.8 2.4 2.7 
30 만성담낭염/담석 2.9 3.2 2.7 3.6 2.6 2.4 3.5 2.6 3.9 2.3 3.8 2.1 3.6 
31 건선 2.4 2.4 2.3 1.5 2.2 1.6 2.8 5.4 1.6 0.9 2.8 - 3.5 
32 류마티스관절염 2.8 2.9 2.7 3.1 2.7 2.8 3.1 2.5 2.8 2.9 2.4 3.0 2.9 
33 무릎관절증 2.6 2.7 2.6 2.5 3.1 2.5 2.8 2.2 2.3 2.7 2.7 2.9 2.6 
34 만성요통 2.5 2.6 2.5 2.7 2.6 2.6 2.5 2.3 2.4 2.5 2.4 2.7 2.7 
35 골다공증 3.3 3.3 3.3 - 2.7 2.9 3.8 3.1 3.6 3.3 3.0 3.6 2.7 
36 신기능부전 2.0 2.2 0.4 - 2.2 1.9 2.4 0.5 1.4 3.4 1.9 2.2 2.0 
37 요로결석 3.0 3.0 2.9 4.0 2.9 2.7 2.8 2.5 2.5 3.1 2.9 2.6 3.8 
38 요실금 2.7 2.0 3.0 2.6 2.6 2.7 3.6 2.7 2.7 2.7 2.8 2.5 3.0 
39 전립선비대증 2.7 2.7 - 2.9 2.1 2.9 2.6 2.5 3.0 2.3 3.1 2.1 3.0 
40 비염증성부인과질환 2.6 - 2.6 2.0 2.4 2.8 2.7 2.8 2.3 2.7 3.1 2.9 2.4 
41 간질 2.7 2.6 3.1 - - 2.6 2.9 - 2.0 3.2 - - 2.7 

주: 한 사람이 여러 개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각 질환이 모두 포함됨
자료: 2002~2010 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DB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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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고혈압 환자의 질환별 평균 이환 기간(지역별)
(단위: 년)

질환명 전체
지역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1 암 2.7 2.5 2.1 1.2 2.1 3.1 4.7 - 2.8 2.8 3.3 3.0 3.2 3.5 
2 빈혈증 2.5 2.5 1.8 1.7 1.9 3.8 - - 2.7 2.3 2.4 2.5 3.4 -
3 갑상선이상 2.8 2.7 2.4 5.3 2.1 2.0 - 0.4 2.2 - 3.9 3.4 3.8 -
4 당뇨병 2.5 2.7 2.2 2.4 2.7 2.8 1.4 2.3 2.5 1.9 2.5 3.0 2.6 3.6 
5 비만 2.9 4.4 - - - - - - 1.7 - 2.8 - 2.7 -
6 지질대사장애 2.8 2.9 3.2 2.2 3.0 3.7 2.4 1.2 2.7 3.4 2.5 2.3 2.6 3.7 
7 대사교란/통풍 2.7 2.8 2.9 0.2 1.1 - 4.4 - 2.4 4.6 3.2 2.1 2.3 1.6 
8 파킨슨씨병 2.8 - - - - - - - 1.7 3.3 2.3 3.7 - -
9 편두통/만성두통 2.6 2.3 2.3 2.7 3.6 3.4 2.1 - 2.6 2.7 2.3 3.7 2.6 2.0 
10 신경장해 2.7 3.0 2.3 1.3 3.6 3.0 4.1 4.6 2.6 2.3 2.8 2.3 3.4 -
11 알레르기 2.5 2.7 2.6 2.5 2.8 2.6 2.3 2.5 2.4 2.5 2.4 2.6 2.4 2.6 
12 고도시력감퇴 2.6 2.7 2.7 2.2 2.7 1.6 2.6 3.0 2.5 2.6 2.8 2.7 2.9 1.4 
13 어지럼증 2.6 2.4 2.4 3.1 2.3 - 1.8 0.9 3.2 2.1 2.4 2.9 3.0 -
14 고도청각손실 2.7 2.8 2.5 2.6 1.2 0.6 3.6 0.3 2.6 4.5 3.4 4.6 0.6 -
16 만성허혈성심질환 2.7 3.1 1.7 1.5 2.6 2.6 2.4 - 2.6 1.3 2.4 3.6 2.8 3.0 
17 심장판막질환 3.2 2.9 - - 3.1 - - - 4.0 - - - - -
18 심부정맥 1.9 1.7 0.9 - 1.4 - 0.5 3.9 2.2 0.0 2.5 3.2 1.7 -
19 심부전증 2.7 4.2 - 2.1 3.2 - - - 1.4 1.3 1.9 - 4.0 -
20 뇌졸중 2.5 2.5 2.2 3.0 2.2 2.8 1.6 2.7 3.0 3.9 2.4 2.1 1.9 2.6 
21 죽상동맥경화증/말초동맥폐색질환 2.7 2.6 2.2 2.4 3.5 3.2 2.4 2.6 2.3 2.9 3.0 2.8 2.8 -
22 하지정맥류 3.0 2.8 3.8 3.1 - - - - 3.0 3.3 2.4 - 4.0 -
23 치핵 2.8 2.7 3.2 3.0 2.4 1.4 5.2 2.4 3.1 3.7 2.0 2.7 3.1 -
24 저혈압 2.7 - - - - - - - 2.1 - 2.3 4.0 - -
25 만성폐쇄성폐질환 2.7 2.9 3.3 2.8 3.0 1.9 2.5 2.2 2.5 2.9 2.6 2.9 2.5 0.6 
26 천식 2.8 2.9 3.0 2.7 3.5 2.2 - 2.5 2.6 3.4 2.7 2.0 2.5 -
27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2.6 2.7 2.7 2.9 2.7 3.1 3.0 2.2 2.5 2.4 2.5 2.6 2.7 2.9 
28 장게실증 3.2 4.2 3.6 - - 0.4 - - 2.7 - - - 4.4 -
29 간질환 2.6 2.6 2.7 2.6 2.9 3.2 2.7 1.5 2.7 2.3 2.2 2.1 2.4 2.0 
30 만성담낭염/담석 2.9 3.4 3.5 - 3.7 - - 4.7 2.8 4.0 2.4 2.3 2.0 -
31 건선 2.4 2.3 4.4 1.8 0.8 - - - 2.3 - 1.4 0.9 1.0 -
32 류마티스관절염 2.8 3.0 3.1 3.2 2.5 2.8 4.0 2.5 3.1 2.4 2.3 2.3 2.4 2.6 
33 무릎관절증 2.6 2.8 2.5 2.5 3.2 3.0 2.1 2.4 2.6 2.5 2.7 2.3 2.2 2.4 
34 만성요통 2.5 2.7 2.9 2.4 2.6 2.6 2.5 2.8 2.6 2.2 2.2 2.3 2.4 2.8 
35 골다공증 3.3 3.0 3.5 5.3 3.4 - - - 3.7 3.1 3.3 2.8 4.4 -
36 신기능부전 2.0 2.3 - 2.5 0.4 - 1.6 - 2.2 - - 2.8 - -
37 요로결석 3.0 2.8 3.3 4.3 1.1 - 4.8 3.3 2.6 4.1 3.2 2.9 3.5 -
38 요실금 2.7 2.8 2.4 3.5 3.2 3.6 3.2 0.3 2.5 2.2 2.6 3.3 3.3 -
39 전립선비대증 2.7 2.5 2.4 3.0 2.8 1.8 4.0 3.4 2.8 2.5 2.8 3.5 2.4 2.8 
40 비염증성부인과질환 2.6 2.5 2.8 3.9 2.3 2.7 0.7 2.3 3.2 1.1 2.7 3.0 2.0 3.5 
41 간질 2.7 3.8 - - 3.0 - - - 2.5 - 2.0 - 1.0 -

주: 한 사람이 여러 개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각 질환이 모두 포함됨
자료: 2002~2010 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DB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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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고혈압 주요 합병증의 이환패턴 분석25)

1) 뇌졸중

  고혈압 환자가 뇌졸중으로 처음 진단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2.5년으로 나타났으며(표 4-4 참조), 본 연구의 분석결과 고혈압 환자가 

뇌졸중에 걸린 경우는 총 102명으로, 이 가운데 만성질환 중 뇌졸중만 보

유한 경우는 46명(약 45.1%)이었다26). 즉 고혈압 환자가 뇌졸중으로 진

단받기 전까지 대부분인 약 54.9%가 다른 질환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뇌졸중 이외 다른 질환이 뇌졸중보다 우선하여 발생한 경우를 

살펴본 결과, 고혈압 환자가 뇌졸중에 걸리는 기간에 따른 보유질병 수는 

기간이 길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고혈압 환자가 뇌졸중으로 처음 진단받기까지의 보유질병 수
(단위: %, 명)

구분 뇌졸중만 1개 2개 3개 4개 이상 계

비율 45.1 23.5 15.7 5.9 9.8 100.0 

(명) (46) (24) (16) (6) (10) (102)

자료: 2002~2010 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DB자료

25) 본 절에서 살펴본 질환 이환패턴 분석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 DB자료 중 
본 연구에서 정의한 대상자들만으로 3~5년간의 단기로 질환 간 이환패턴을 살펴보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각 질환별 발생 빈도는 낮게 나타남. 특히 주요 합병증으로 세부적
으로 살펴보는 이 부분의 경우, 분석대상의 수가 작아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일반
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음을 밝혀두는 바임

26) 본 연구에서는 고혈압신환자를 3~5년간 추적한 연구이므로, 추적기간을 늘릴 경우, 평
균 기간이 증가할 수 있으며, 뇌졸중만 진단 받은 경우의 비율이 줄어들 수 있음. 이후 
뒤에 살펴볼 고혈압 신환자의 주요 합병증인 심장질환, 고도시력감퇴에 대한 내용에서
도 동일하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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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암 1 1.5 - 1.5 1.5 
당뇨병 8 1.9 1.3 0.6 4.3 
지질대사장애 3 2.3 2.0 1.1 4.7 
대사교란/통풍 1 2.7 - 2.7 2.7 
편두통/만성두통 5 0.8 0.6 0.2 1.7 
신경장해 2 1.4 0.9 0.7 2.0 
알레르기 9 2.2 0.9 0.2 3.1 
고도시력감퇴 6 1.6 0.9 0.7 3.2 

〔그림 4-2〕 고혈압+뇌졸중 환자의 보유질병 수에 따른 뇌졸중까지의 평균 이환기간
(단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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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혈압 환자가 뇌졸중으로 처음 치료를 받기까지 발생한 다른 질환의 

빈도 및 평균 이환기간을 보면, 알레르기, 위염, 만성요통 등 다빈도 질환

을 제외하고, 어지럼증과 죽상동맥경화증/말초동맥폐색질환, 당뇨병이 

비교적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이들 질환에 이환되기까지는 각각 2.3년, 

2.5년, 1.9년이 걸렸다. 이는 뇌졸중 진단을 받은 고혈압 환자가 뇌졸중

으로 진단을 받기까지의 과정으로, 어지럼증과 죽상동맥경화증/말초동맥

폐색질환, 당뇨병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7〉 고혈압 환자가 뇌졸중으로 진단받기 전에 발생한 질환 및 평균 이환기간(N=102)
(단위: 명,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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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어지럼증 10 2.3 1.3 0.3 4.4 
고도청각손실 5 1.7 1.1 0.6 3.3 
만성허혈성심질환 3 3.3 2.0 1.0 4.7 
심부전증 1 1.3 - 1.3 1.3 
죽상동맥경화증/말초동맥폐색질환 8 2.5 1.4 0.6 4.3 
하지정맥류 1 1.8 - 1.8 1.8 
저혈압 1 1.0 - 1.0 1.0 
만성폐쇄성폐질환 6 2.0 1.3 0.6 4.2 
천식 3 2.4 1.3 0.9 3.5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19 2.0 1.1 0.4 4.2 
간질환 2 2.0 1.1 1.3 2.8 
만성담낭염/담석 1 2.6 - 2.6 2.6 
건선 1 4.3 - 4.3 4.3 
류마티스관절염 6 2.2 0.9 0.8 3.0 
무릎관절증 8 1.3 0.5 0.5 2.1 
만성요통 18 2.1 1.3 0.2 4.1 
신기능부전 1 2.6 - 2.6 2.6 
요로결석 2 3.4 1.4 2.4 4.5 
전립선비대증 5 2.5 1.5 0.8 4.6 

주: 한 사람이 여러 개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각 질환이 모두 포함됨.

  고혈압 환자 중 뇌졸중에 걸린 102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뇌졸중으로 진

단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4-3]과 같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고혈압 환자는 다른 만성질환 없이 뇌졸중으로 진단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이 외에 어지럼증, 편두통/만성두통, 고도시

력감퇴, 당뇨병 등이 뇌졸중으로 진단받기까지의 과정에서 자주 보고되

는 질환이었다. 또한 어지럼증이 뇌졸중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만성허혈

성심질환, 저혈압, 신경장해, 동맥경화증을 동반한 경우를 볼 수 있었으

며, 뇌졸중으로 진료받기 전 편두통/만성두통을 가진 경우 어지럼증을 동

반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또한 고도시력감퇴와 동맥경화증을 거쳐 뇌졸

중으로, 당뇨병을 거쳐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지질대사장애가 복합되어 

뇌졸중으로 가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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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고혈압 환자의 뇌졸중까지 질병 이환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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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장질환

   고혈압 환자가 심장질환에 걸린 경우는 총 154명27)이었으며, 이 가운

데 만성질환 중 심장질환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61명(약 39.6%)이었으

며, 절반 이상인 약 60.4%는 고혈압에서 심장질환을 진단받기 전까지 다

른 질환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심장질환 이외 다른 질환

이 심장질환보다 우선하여 발생한 경우를 살펴본 결과, 고혈압 환자가 심

장질환에 걸리는 기간에 따른 보유질병 수는 기간이 길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고혈압 환자가 심장질환으로 처음 진단받기까지의 보유질병 수
(단위: %, 명)

구분 심장질환만 1개 2개 3개 4개 이상 계

비율 39.6 30.5 11.0 7.1 11.7 100.0 
(N) (61) (47) (17) (11) (18) (154)

자료: 2002~2010 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DB자료

〔그림 4-4〕 고혈압+심장질환 환자의 보유질병 수에 따른 심장질환까지의 평균 이환기간

(단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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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심장질환은 본 연구의 만성질환 분류에서 만성허혈성심질환, 심부정맥, 심부전증 등 세 
가지 질환에 해당하므로, 이들 세 질환의 첫 진료일 중 가장 빠른 진료일을 심장질환의 
첫 진료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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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암 4 2.6 1.7 0.3 4.5 
빈혈증 2 2.6 0.5 2.2 2.9 
갑상선이상 2 1.0 0.5 0.6 1.3 
당뇨병 13 1.8 0.9 0.6 3.8 
비만 1 2.7 - 2.7 2.7 
지질대사장애 7 2.0 0.8 0.7 3.0 
대사교란/통풍 3 3.0 1.0 2.2 4.1 
편두통/만성두통 4 2.1 1.3 0.9 3.6 
신경장해 10 1.9 1.5 0.4 5.2 
알레르기 20 1.7 0.8 0.4 3.4 
고도시력감퇴 20 2.6 1.4 0.7 5.8 
어지럼증 2 1.4 0.0 1.4 1.5 
고도청각손실 1 0.5 - 0.5 0.5 
뇌졸중 4 1.9 0.4 1.4 2.2 
죽상동맥경화증/말초동맥폐색질환 5 1.5 0.8 0.9 2.8 
하지정맥류 1 1.0 - 1.0 1.0 
치핵 4 2.4 1.6 0.9 4.5 
저혈압 1 2.1 - 2.1 2.1 
만성폐쇄성폐질환 8 2.5 1.5 0.5 4.8 
천식 3 1.7 1.0 0.6 2.5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29 1.9 1.0 0.4 4.0 
간질환 6 2.6 1.5 0.5 4.8 
류마티스관절염 5 1.4 0.4 1.1 2.0 
무릎관절증 13 1.4 0.6 0.3 2.3 
만성요통 23 1.9 0.8 0.8 3.5 
요로결석 2 1.8 0.9 1.1 2.4 
요실금 1 1.7 - 1.7 1.7 
전립선비대증 6 1.7 0.8 0.8 2.7 
비염증성부인과질환 5 2.4 1.1 0.9 3.7 

  고혈압 환자가 심장질환에 걸리기까지의 질환별 평균 이환기간을 보면, 

위염, 알레르기, 만성요통 등 다빈도 질환을 제외하고, 고도시력감퇴, 신

경장해,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비교적 높은 분포를 보였다. 또 이

들 질환에 이환되기까지는 각각 2.6년, 1.9년, 1.8년, 2.5년이 걸렸다. 이

는 심장질환 진단을 받은 고혈압 환자가 심장질환으로 진단을 받기까지

의 과정으로, 고도시력감퇴, 신경장해,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을 경험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9〉 고혈압 환자가 심장질환으로 진단받기 전에 발생한 질환 및 평균 이환기간(N=154)
(단위: 명, 년)

주: 한 사람이 여러 개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각 질환이 모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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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혈압 환자 중 심장질환을 보유한 154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심장질환

으로 진단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4-5]와 

같다. 고혈압 환자는 다른 만성질환 없이 심장질환만을 진단받는 경우는 

약 39.6%에 해당되며, 이 외에 지질대사장애, 신경장해, 고도시력감퇴, 

당뇨병 등이 고혈압 환자가 심장질환으로 진단받기까지의 과정에서 나타

나는 질환이었다. 또한 지질대사장애는 뇌졸중, 간질환을 동반한 경우가 

있었으며, 신경장해는 어지럼증을, 고도시력감퇴는 뇌졸중 또는 동맥경

화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당뇨병을 동반한 경우 대사교란/통

풍, 저혈압, 신경장해,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여러 질환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고혈압 환자의 심장질환까지 질병 이환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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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도시력감퇴

  고혈압 환자가 고도시력감퇴로 처음 진단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

균 2.6년으로 나타났다(표 4-4 참조). 본 연구의 분석결과  고혈압 환자

가 고도시력감퇴를 경험하게 된 경우는 총 272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고

도시력감퇴만 경험한 환자 수는 105명(38.6%)으로 고혈압 환자가 고도

시력 감퇴 이외의 질환을 보유하는 경우가 61.4%로 반 수가 넘는 고혈압 

환자가 고도시력감퇴 이전에 다른 질환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고도시력감퇴 이외 다른 질환이 고도시력감퇴보다 우선하여 발생한 

경우를 살펴본 결과, 고혈압 환자가 고도시력감퇴에 걸리는 기간에 따른 

보유질병 수는 기간이 길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고혈압 환자가 고도시력감퇴로 처음 진단받기까지의 보유질병 수
(단위: %, 명)

구분 고도시력감퇴만 1개 2개 3개 4개 계

비율 38.6 24.6 16.5 11.4 8.8 100.0 
(N) (105) (67) (45) (31) (24) (272)

자료: 2002~2010 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DB자료

〔그림 4-6〕 고혈압+고도시력감퇴 환자의 보유질병 수에 따른 고도시력감퇴까지의 평균 이환기간
(단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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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혈압 환자가 고도시력감퇴를 경험하게 되기까지의 질환 및 평균 이환

기간을 보면, 알레르기, 위염, 만성요통 등 다빈도 질환을 제외하고, 당뇨

병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각각 1.7년, 천식이 1.9년, 지질대사장애가 

1.2년, 뇌졸중이 2.0년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고혈압 환자가 고도시력

감퇴 진단을 받기까지의 과정에서, 당뇨병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지

질대사장애, 뇌졸중 등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11〉 고혈압 환자가 고도시력감퇴로 진단받기 전에 발생한 질환 및 평균 이환기간(N=272)
(단위: 명, 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암 7 1.8 1.0 0.9 3.5 
빈혈증 1 0.3 - 0.3 0.3 
갑상선이상 3 1.8 1.7 0.4 3.7 
당뇨병 27 1.7 1.2 0.2 4.1 
지질대사장애 13 1.2 0.7 0.0 2.4 
대사교란/통풍 3 2.5 1.2 1.5 3.8 
편두통/만성두통 8 2.0 1.4 0.7 4.3 
신경장해 8 1.5 1.0 0.2 2.9 
알레르기 46 1.9 1.0 0.2 4.2 
어지럼증 5 2.0 1.6 0.5 4.1 
고도청각손실 4 3.4 2.2 0.2 5.3 
만성허혈성심질환 7 2.9 1.6 0.9 4.9 
심장판막질환 1 3.1 - 3.1 3.1 
심부정맥 3 2.1 0.4 1.5 2.3 
뇌졸중 12 2.0 1.0 0.7 4.1 
죽상동맥경화증/말초동맥폐색질환 6 2.6 1.1 0.7 3.9 
하지정맥류 1 2.1 - 2.1 2.1 
치핵 4 1.8 1.5 0.4 3.8 
만성폐쇄성폐질환 23 1.7 1.0 0.3 4.8 
천식 15 1.9 1.1 0.5 3.9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63 2.0 1.1 0.2 5.1 
간질환 8 2.4 1.4 0.1 4.2 
건선 1 0.4 - 0.4 0.4 
류마티스관절염 10 2.1 1.1 0.5 3.7 
무릎관절증 30 2.1 1.2 0.5 5.3 
만성요통 45 1.8 1.2 0.2 4.4 
골다공증 1 2.6 - 2.6 2.6 
신기능부전 2 1.6 1.7 0.4 2.8 
요로결석 2 2.7 0.8 2.2 3.3 
요실금 1 0.1 - 0.1 0.1 
전립선비대증 1 3.1 - 3.1 3.1 

주: 한 사람이 여러 개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각 질환이 모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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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혈압 환자 중 고도시력감퇴를 보유한 272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고도

시력감퇴로 진단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4-7]과 같다. 고혈압 환자는 다른 만성질환 없이 고도시력감퇴만을 진단

받는 경우는 약 38.6%에 해당되며, 이 외에 만성폐쇄성폐질환, 지질대사

장애, 뇌졸중, 당뇨병 등이 고혈압 환자가 심장질환으로 진단받기까지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빈도 질환이다. 지질대사장애는 당뇨병, 신경장해

를 동반한 경우가 있었으며, 당뇨병은 지질대사장애, 뇌졸중, 심부정맥, 

간질환, 대사교란/통풍, 만성허혈성심질환 등을 동반하여, 여러 질환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7〕 고혈압 환자의 고도시력감퇴까지 질병 이환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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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당뇨 환자의 질환 간 이환패턴 분석

1. 당뇨 환자 데이터 구성

  2002년부터 2010년도까지의 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DB를 이용하

여 당뇨 신환자에 대한 분석데이터를 구성한 결과, 당뇨 신환자는 1,186

명(2005년 571명, 2006년 353명, 2007년 262명)이었다.

〈표 4-12〉 당뇨 신환자의 질병이환 및 질병발생 추적 기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05년 신환자 → 만성질환 없는 기간 571명 질병발생 추적기간 →
2006년 신환자 → 만성질환 없는 기간 353명 질병발생 추적기간 →
2007년 신환자 → 만성질환 없는 기간 262명 질병발생 추적기간 →

〔그림 4-8〕 당뇨 환자 데이터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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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명 비율

전체 1,186 100.0

성별
  남 842 71.0 
  여 344 29.0 

연령별
  20~34세 190 16.0 
  35~44세 306 25.8 
  45~54세 414 34.9 
  55~64세 181 15.3 
  65세 이상 95 8.0 
　

소득분위

  1분위 261 22.0 

  2분위 203 17.1 

  3분위 244 20.6 

  4분위 235 19.8 

  5분위 243 20.5 

2. 당뇨 환자의 질환 간 이환패턴 분석

  가. 일반적 특성

  당뇨 환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성별로는 남자가 842명(71.0%), 여자

가 344명(29.0%)로 남자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45~54세에

서 34.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35~44세가 25.8%, 20~34세가 

16.0%로 그 뒤를 이었다. 소득분위별로는 1분위에서 22.0%로 가장 높았

고, 3분위에서 20.6%, 5분위에서 20.5%, 4분위에서 19.8%, 2분위에서 

17.1%로 나타났다. 

〈표 4-13〉 당뇨 신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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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명 비율

지역별

  서울 314 26.5 

  부산 89 7.5 

  대구 64 5.4 

  인천 68 5.7 

  광주 34 2.9 

  대전 27 2.3 

  울산 28 2.4 

  경기 257 21.7 

  강원 52 4.4 

  충청 72 6.1 

  전라 62 5.2 

  경상 107 9.0 

  제주 12 1.0 

자료: 2002~2010 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DB자료

  당뇨 신환자를 종단으로 추적한 결과, 해당질환으로 입원한 사람의 수

는 59명으로 나타났다. 당뇨 환자의 첫 번째 진료일로부터 첫 번째 입원

일까지의 기간을 살펴본 결과, 최소 3일부터 최대 5.3년까지였으며, 평균 

1.9년이 걸렸다. 

  나. 당뇨 신환자의 다빈도 질환 종단분석 결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당뇨가 처음 발생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여 

이후 향후 3~5년간 이들이 어떠한 질환들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종단적으

로 살펴보았다. 

  당뇨 신환자에서 발생하는 질환의 다빈도 질환은 만성위염/위식도역류

질환, 알레르기, 만성요통의 순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고혈압, 고도시력

감퇴 등이 뒤를 이었다. 다빈도 순위를 살펴본 결과, 앞 절의 고혈압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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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뇨와 상관성이 낮은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알레르기, 만성요통

이 각 질환의 유병률이 높아 다빈도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당뇨와 상관성이 높은 고혈압, 고도시력감퇴 역시 

높은 다빈도 순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남녀 모두에게서 발견되며, 연령별로도 당뇨와 상관성

이 높은 고혈압, 고도시력감퇴,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이 꾸준히 높은 순위

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5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고혈압이 1위로 나타

났으며, 뇌졸중이 10순위 이내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도 유사한 양상

을 보이고 있다(표 4-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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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당뇨 환자의 10대 다빈도 질환
(단위: %)

순위 전체
성별

남자 여자

1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2 알레르기 알레르기 알레르기

3 만성요통 만성요통 만성요통

4 고혈압 고혈압 고혈압

5 고도시력감퇴 고도시력감퇴 무릎관절증

6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고도시력감퇴

7 무릎관절증 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8 류마티스관절염 무릎관절증 비염증성부인과질환

9 간질환 류마티스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10 지질대사장애 지질대사장애 지질대사장애

순위
연령별

20~34세 34~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1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고혈압 고혈압

2 알레르기 알레르기 알레르기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만성요통

3 만성요통 만성요통 고혈압 만성요통 고도시력감퇴

4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질환 만성요통 고도시력감퇴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5 비염증성부인과질환 고혈압 고도시력감퇴 알레르기 알레르기

6 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무릎관절증 무릎관절증 무릎관절증

7 류마티스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8 무릎관절증 고도시력감퇴 지질대사장애 류마티스관절염 뇌졸중

9 편두통/만성두통 지질대사장애 간질환 지질대사장애 류마티스관절염

10 고도시력감퇴 무릎관절증 류마티스관절염 뇌졸중 지질대사장애

순위
소득수준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알레르기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알레르기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2 만성요통 만성요통 알레르기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알레르기

3 알레르기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만성요통 만성요통 만성요통

4 고혈압 고혈압 고도시력감퇴 고혈압 고도시력감퇴

5 고도시력감퇴 고도시력감퇴 고혈압 고도시력감퇴 고혈압

6 무릎관절증 만성폐쇄성폐질환 무릎관절증 만성폐쇄성폐질환 류마티스관절염

7 류마티스관절염 무릎관절증 간질환 무릎관절증 만성폐쇄성폐질환

8 만성폐쇄성폐질환 지질대사장애 만성폐쇄성폐질환 지질대사장애 무릎관절증

9 간질환 간질환 지질대사장애 간질환 지질대사장애

10 뇌졸중 류마티스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간질환

자료: 2002~2010 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DB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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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당뇨 환자의 질환별 평균 이환 기간

  2005년, 2006년, 2007년 각각 당해 연도에 당뇨가 처음 발생한 대상

자를 중심으로 하여 향후 3~5년간 빈도가 높게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 그 

질환이 발생하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을 살펴본 결과, 지질대사장애까지 

2.9년, 고도시력감퇴까지 2.8년, 고혈압까지는 2.5년, 뇌졸중까지는 3.2

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에서 다른 질환으로 이환되기까지 평균 기간을 성별로 살펴보면, 

지질대사장애는 남자 2.8년, 여자 3.2년으로 남자에서 더 빨랐으며, 고도

시력감퇴는 남녀 각각 2.8년과 2.9년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혈

압까지는 남자 2.4년, 여자 2.6년이었으며, 뇌졸중까지는 남자 3.2년, 여

자 3.4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지질대사장애는 55~64세에서 2.7년으로 다른 연령군

에 비해 가장 빨랐으며, 고도시력감퇴는 65세 이상에서 가장 빨랐다. 고

혈압까지의 기간은 35~44세 및 65세 이상에서 2.3년으로 이환까지의 

평균기간이 가장 짧았다. 뇌졸중까지 기간은 35~44세와 65세 이상에서 

2.8년으로 나타났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은 65세 이상에서 2.3년으로 

가장 짧았다. 대체적으로 고혈압과 유사하게 고연령층의 당뇨 환자에게

서 다른 질환으로의 이환속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빠른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당뇨 환자가 다른 질환으로 이환되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을 소득수준별

로 보면, 지질대사장애는 2분위와 4분위에서 2.7년으로 다른 분위에 비

해 빨랐으며, 고도시력감퇴는 4분위에서 2.6년으로 가장 빨랐다. 고혈압

은 1분위와 5분위에서 2.3년으로 다른 분위보다 빠르게 이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뇌졸중은 소득 1분위에서 3.0년으로 다른 분위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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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당뇨 환자의 질환별 평균 이환 기간: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단위: 년)

질환명 전체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남 여
20~
34세

35~
44세

45~
54세

55~
64세

65세
이상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 암 2.8 3.1 2.1 1.4 2.2 3.9 3.2 1.9 3.3 1.8 2.5 4.1 2.0 
2 빈혈증 3.0 3.1 3.0 3.3 3.7 1.4 3.9 1.9 3.1 4.3 2.3 - 3.7 
3 갑상선이상 3.3 2.2 3.6 4.2 3.0 3.0 3.3 - 4.9 1.9 4.3 3.3 2.9 
5 비만 - - - - - - - - - - - - -
6 지질대사장애 2.9 2.8 3.2 2.9 3.1 2.9 2.7 3.1 3.1 2.7 3.1 2.7 3.3 
7 대사교란/통풍 3.0 3.0 - 3.8 3.6 2.7 2.7 - 2.9 3.2 2.4 4.5 3.0 
8 파킨슨씨병 2.7 3.5 1.5 - - - - 2.7 1.9 - 1.9 4.3 1.2 
9 편두통/만성두통 3.0 3.3 2.8 2.7 3.6 3.5 3.2 2.0 2.3 2.7 3.0 2.9 3.8 
10 신경장해 2.8 3.0 2.6 2.4 3.3 2.8 2.8 2.5 2.7 2.1 2.7 2.7 3.4 
11 알레르기 2.7 2.6 2.7 2.5 2.8 2.7 2.6 2.6 2.9 2.8 2.7 2.5 2.6 
12 고도시력감퇴 2.8 2.8 2.9 3.0 2.8 2.9 2.9 2.6 2.9 2.7 3.1 2.6 2.8 
13 어지럼증 2.7 2.8 2.6 2.5 2.0 3.2 2.9 2.2 3.4 2.5 1.6 3.0 3.4 
14 고도청각손실 2.9 3.4 1.9 3.7 2.6 2.8 5.0 2.0 2.8 4.2 2.9 1.3 2.3 
15 고혈압 2.5 2.4 2.6 2.9 2.3 2.6 2.4 2.3 2.3 2.7 2.5 2.6 2.3 
16 만성허혈성심질환 2.5 2.2 3.6 4.5 3.3 1.4 1.6 3.0 2.3 2.4 1.7 1.6 3.6 
17 심장판막질환 4.4 - 4.4 - 4.4 - - - - - - - 4.4 
18 심부정맥 3.2 2.8 3.8 - 3.3 3.5 3.5 2.5 5.0 - 1.5 3.9 2.7 
19 심부전증 2.6 2.6 - - - 2.9 - 1.8 - 0.6 - 1.8 5.3 
20 뇌졸중 3.2 3.2 3.4 - 2.8 4.0 3.3 2.8 3.0 3.5 3.2 3.3 3.5 
21 죽상동맥경화증/말초동맥폐색질환 2.6 2.8 2.2 3.2 2.5 2.6 2.3 2.8 2.2 2.4 3.5 2.7 1.6 
22 하지정맥류 3.6 3.3 4.4 3.3 2.1 4.3 3.8 - 3.8 5.4 3.4 0.8 4.3 
23 치핵 2.6 2.8 2.3 1.8 2.4 2.8 4.2 3.1 3.3 3.0 2.7 2.2 1.7 
24 저혈압 3.3 3.3 - - - - 3.3 - - - 3.3 - -
25 만성폐쇄성폐질환 2.8 2.7 2.9 2.4 2.9 3.0 2.9 2.3 2.6 2.6 2.6 3.1 2.9 
26 천식 3.0 2.9 3.1 2.7 2.3 3.5 3.2 3.1 2.6 2.5 3.2 3.0 3.4 
27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2.8 2.7 2.9 2.6 2.9 3.1 2.7 2.1 2.7 3.0 2.7 2.6 2.9 
28 장게실증 - - - - - - - - - - - - -
29 간질환 2.7 2.7 2.8 2.9 2.5 2.9 2.7 2.9 2.9 2.8 2.7 2.6 2.7 
30 만성담낭염/담석 3.4 3.1 4.6 1.3 4.2 3.5 4.6 - 4.2 4.6 2.3 - 3.7 
31 건선 2.3 2.5 2.1 1.8 2.3 2.5 - - 1.1 2.5 3.4 2.5 1.4 
32 류마티스관절염 2.9 2.9 2.8 2.7 3.0 3.1 2.9 2.4 3.0 2.8 2.7 3.1 2.9 
33 무릎관절증 2.8 2.9 2.6 2.5 3.1 2.9 2.7 2.5 2.7 2.8 2.4 3.0 3.1 
34 만성요통 2.7 2.7 2.7 2.8 2.7 2.8 2.7 2.4 2.7 2.7 2.5 2.9 2.8 
35 골다공증 3.4 4.2 3.3 4.9 1.3 4.1 4.2 2.8 4.0 4.3 2.3 4.0 2.5 
36 신기능부전 2.7 2.0 5.0 5.2 - 1.9 2.7 - 2.4 1.6 3.3 4.7 2.6 
37 요로결석 3.1 3.0 3.2 2.9 3.2 3.8 2.7 - 2.1 3.1 3.1 2.1 3.5 
38 요실금 2.5 2.3 2.7 2.8 2.4 2.3 3.8 1.9 3.4 1.5 3.3 1.7 2.4 
39 전립선비대증 2.7 2.7 - - 3.9 2.9 2.3 1.8 2.7 2.7 3.5 2.6 2.5 
40 비염증성부인과질환 2.5 - 2.5 2.9 1.8 2.6 2.9 0.8 2.2 2.8 2.1 3.7 2.3 
41 간질 1.6 1.6 1.7 1.7 - 1.5 - 2.0 - - 1.6 1.5 2.0 

주: 한 사람이 여러 개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각 질환이 모두 포함됨.
자료: 2002~2010 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DB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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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당뇨 환자의 질환별 평균 이환 기간: 지역별
(단위: 년)

질환명 전체
지역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1 암 2.8 3.7 2.9 3.7 2.2 2.9 1.7 - 0.9 3.4 2.1 0.9 3.5 1.1 
2 빈혈증 3.0 3.3 2.6 2.6 4.9 3.1 - - 2.8 3.2 - - 1.4 -
3 갑상선이상 3.3 3.5 - - - - 2.8 - 2.8 - - 4.9 3.0 -
5 비만 - - - - - - - - - - - - - -
6 지질대사장애 2.9 3.1 3.8 1.8 2.0 0.5 3.7 2.3 3.3 2.3 2.9 4.6 2.4 3.9 
7 대사교란/통풍 3.0 2.5 3.0 - - - - - - - - 3.5 3.6 3.7 
8 파킨슨씨병 2.7 5.0 3.6 - - - - - - 1.5 - 1.9 - -
9 편두통/만성두통 3.0 2.9 5.0 3.9 0.5 - 2.8 2.0 2.7 4.7 3.3 1.2 3.4 2.5 
10 신경장해 2.8 2.2 - 4.1 3.3 - 0.6 - 1.6 3.1 2.8 1.7 1.6 -
11 알레르기 2.7 2.9 2.6 2.2 3.0 2.4 2.9 2.3 2.5 3.2 3.0 2.5 2.5 3.8 
12 고도시력감퇴 2.8 3.2 2.8 3.1 2.8 2.9 2.1 1.7 2.6 3.1 2.2 3.0 2.9 -
13 어지럼증 2.7 2.8 2.8 3.3 1.5 2.9 - 4.1 3.0 - - 2.3 1.8 -
14 고도청각손실 2.9 3.4 - 1.9 - 2.1 - 1.3 1.7 5.4 1.3 2.0 3.7 5.7 
15 고혈압 2.5 2.3 3.3 2.3 2.6 1.7 0.2 2.0 2.3 2.6 3.5 2.9 2.2 2.8 
16 만성허혈성심질환 2.5 2.5 4.4 - 5.6 - - - 2.1 3.1 2.4 3.1 2.4 0.9 
17 심장판막질환 4.4 - - 4.4 - - - - - - - - - -
18 심부정맥 3.2 3.9 2.9 - 3.8 - - - 3.3 3.4 - - 1.4 -
19 심부전증 2.6 3.6 - - - - - - 0.6 - - - - -
20 뇌졸중 3.2 2.6 3.0 2.9 3.4 2.9 - - 3.2 4.1 - 3.9 4.4 4.4 
21 죽상동맥경화증/말초동맥폐색질환 2.6 1.9 3.5 1.6 3.2 - - 1.3 2.3 4.8 1.4 2.2 4.6 -
22 하지정맥류 3.6 3.1 - 4.6 - - 3.0 - 4.0 - - - - -
23 치핵 2.6 2.5 3.6 4.6 1.1 3.6 2.4 0.6 2.4 3.7 1.7 1.3 2.5 -
24 저혈압 3.3 3.3 - - - - - - - - - - - -
25 만성폐쇄성폐질환 2.8 2.8 2.9 2.9 3.0 2.9 1.9 2.1 2.6 2.7 2.1 2.1 3.1 3.9 
26 천식 3.0 2.7 4.5 1.6 3.0 2.9 3.2 0.4 3.2 - 3.5 3.1 3.8 1.8 
27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2.8 2.8 2.6 3.6 3.1 3.9 2.4 2.7 2.5 3.5 2.8 2.3 2.8 2.4 
28 장게실증 - - - - - - - - - - - - - -
29 간질환 2.7 3.2 2.9 2.4 2.8 2.8 2.5 2.0 2.5 2.0 1.9 3.8 2.1 2.5 
30 만성담낭염/담석 3.4 1.3 3.3 - 3.9 - - - 4.6 - - - - -
31 건선 2.3 2.2 - 1.8 - 3.5 - 1.0 4.4 - 2.5 - 1.1 -
32 류마티스관절염 2.9 3.0 2.6 2.2 3.7 2.3 3.6 4.1 2.9 3.0 2.6 2.4 2.9 5.1 
33 무릎관절증 2.8 3.0 2.2 3.6 2.8 2.3 2.7 0.9 2.4 3.5 3.0 3.2 1.9 3.4 
34 만성요통 2.7 2.8 3.0 2.7 2.8 2.5 3.5 2.8 2.7 2.6 3.3 2.1 1.6 3.0 
35 골다공증 3.4 4.2 - - 2.3 - - - 3.5 3.8 - 4.1 0.5 -
36 신기능부전 2.7 3.8 - - 3.0 - - - 1.1 - - - 2.6 -
37 요로결석 3.1 2.9 4.2 1.2 - - 2.3 2.3 3.3 - - 3.0 5.4 -
38 요실금 2.5 3.1 1.2 2.2 - - 1.7 - 3.1 2.9 2.9 1.4 2.8 -
39 전립선비대증 2.7 3.3 1.4 1.9 2.2 2.1 2.3 - 2.0 3.1 4.8 1.9 1.9 4.5 
40 비염증성부인과질환 2.5 3.2 1.6 2.4 3.1 - - 2.5 1.9 2.3 1.8 - 1.6 -
41 간질 1.6 1.6 - 2.0 - - - - 0.8 - - - 2.2 -

주: 한 사람이 여러 개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각 질환이 모두 포함됨.
자료: 2002~2010 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DB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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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당뇨 주요 합병증의 이환패턴 분석28)

1) 심장질환

  먼저 당뇨 환자가 심장질환에 걸린 경우는 총 40명으로, 이 가운데 심장

질환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9명(약 22.5%)이었다. 또 심장질환 이외 다

른 질환이 심장질환보다 우선하여 발생한 경우를 살펴본 결과, 당뇨환자

가 심장질환에 걸리는 기간에 따른 보유질병 수는 심장질환에 걸리기까

지의 기간이 길수록 이환기간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당뇨 환자가 심장질환으로 처음 진단받기까지의 보유질병 수
(단위: %, 명)

구분 심장질환만 1개 2개 3개 4개 이상 계

비율 22.5 17.5 20.0 25.0 15.0 100.0 

(N) (9) (7) (8) (10) (6) (40)

〔그림 4-9〕 당뇨+심장질환 환자의 보유질병 수에 따른 심장질환까지의 평균 이환기간
(단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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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만 1개 2개 3개 4개이상

당뇨환자의 심장질환까지의 보유질병수 및평균 이환기간

28)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정의한 대상자들만으로 
3~5년간의 단기로 질환 간 이환패턴을 살펴보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각 질환별 발생빈
도가 낮게 나타나며, 특히 주요 합병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이 부분은 분석대상 수
가 작음.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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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 환자가 심장질환에 걸리기까지 다른 질환 및 평균 이환기간을 보

면, 알레르기, 위염, 만성요통 등 다빈도 질환을 제외하고, 고도시력감퇴

와 고혈압이 비교적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이들 질환에 이환되기까지는 

각각 2.6년, 2.7년이었다. 이는 당뇨 환자가 심장질환 진단을 받기까지의 

과정으로, 고도시력감퇴와 고혈압 등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18〉 당뇨환자가 심장질환으로 진단받기 전에 발생한 질환 및 평균 이환기간(N=40)
(단위: 명, 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암 2 2.9 2.6 1.1 4.8 
빈혈증 1 0.8 - 0.8 0.8 
갑상선이상 1 0.5 - 0.5 0.5 
지질대사장애 2 3.1 0.1 3.0 3.1 
대사교란/통풍 1 3.0 - 3.0 3.0 
파킨슨씨병 2 1.5 0.5 1.2 1.9 
편두통/만성두통 1 3.3 - 3.3 3.3 
신경장해 3 2.7 1.5 1.0 3.8 
알레르기 4 2.9 1.4 1.2 4.3 
고도시력감퇴 15 2.6 1.6 0.3 5.0 
어지럼증 1 2.2 - 2.2 2.2 
고도청각손실 1 0.9 - 0.9 0.9 
고혈압 9 2.7 1.6 0.2 4.6 
뇌졸중 2 2.6 0.2 2.5 2.7 
죽상동맥경화증/말초동맥폐색질환 3 1.4 0.7 1.0 2.2 
치핵 1 1.0 - 1.0 1.0 
만성폐쇄성폐질환 1 3.0 - 3.0 3.0 
천식 1 3.5 - 3.5 3.5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11 2.2 1.4 0.4 4.2 
간질환 1 3.5 - 3.5 3.5 
만성담낭염/담석 1 3.7 - 3.7 3.7 
류마티스관절염 1 3.8 - 3.8 3.8 
무릎관절증 4 2.5 1.0 1.1 3.5 
만성요통 4 1.7 1.1 0.5 3.1 
신기능부전 2 3.0 2.4 1.3 4.7 
요실금 1 1.9 - 1.9 1.9 
전립선비대증 1 1.2 - 1.2 1.2 
비염증성부인과질환 3 1.0 0.4 0.8 1.5 

주: 한 사람이 여러 개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각 질환이 모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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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 환자 중 심장질환으로 치료받은 40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심장질

환으로 진단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4-10]과 같다. 당뇨 환자가 다른 만성질환 없이 심장질환만을 진단받는 

경우는 약 22.5%에 불과하며, 이 외에 고도시력감퇴, 고혈압, 죽상동맥

경화증이 당뇨 환자가 심장질환으로 진단받기까지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질환이다. 또 고도시력감퇴는 어지럼증, 동맥경화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으며, 고도청각손실, 지질대사장애를 동반하기도 한다. 고혈압은 만성

폐쇄성폐질환, 고도시력감퇴 등을 동반하며, 죽상동맥경화증은 고도시력

감퇴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림 4-10〕 당뇨 환자의 심장질환까지 질병 이환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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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도시력감퇴

  당뇨 환자가 고도시력감퇴로 진단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2.8년으

로 나타났으며(표 4-15 참조), 본 연구의 분석결과 당뇨 환자가 고도시력

감퇴에 걸린 경우는 총 17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고도시력감퇴만 보유

하고 있는 경우는 84명(약 47.7%)이었다. 또 고도시력감퇴 이외 다른 질

환이 고도시력감퇴보다 우선하여 발생한 경우를 살펴본 결과, 당뇨환자

가 고도시력감퇴에 걸리는 기간에 따른 보유질병 수는 고도시력감퇴에 

걸리기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이환기간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 당뇨 환자가 고도시력감퇴로 처음 진단받기까지의 보유질병 수
(단위: %, 명)

구분 고도시력감퇴만 1개 2개 3개 4개 계

비율 47.7 24.4 10.8 11.4 5.7 100.0 

(N) (84) (43) (19) (20) (10) (176)

자료: 2002~2010 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DB자료

〔그림 4-11〕 당뇨+고도시력감퇴 환자의 보유질병 수에 따른 고도시력감퇴까지의 평균 이환기간
(단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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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 환자가 고도시력감퇴에 걸리기까지의 질환 및 평균 이환기간을 보

면, 알레르기, 위염, 만성요통 등 다빈도 질환을 제외하고, 고혈압 2.6년, 

만성폐쇄성폐질환 1.9년, 간질환 2.1년, 만성허혈성심질환 1.8년, 신경

장해 2.6년 등이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이는 당뇨 환자가 고도시력감퇴 

진단을 받기까지 과정으로 고혈압,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질환, 만성허혈

성심질환, 신경장해 등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20〉 당뇨 환자가 고도시력감퇴로 진단받기 전에 발생한 질환 및 평균 이환기간
(N=176)

(단위: 명, 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암 4 2.4 0.4 1.9 2.8 
빈혈증 2 3.0 2.0 1.6 4.4 
갑상선이상 2 2.0 2.2 0.5 3.5 
지질대사장애 7 2.9 1.6 0.9 4.6 
파킨슨씨병 1 1.2 - 1.2 1.2 
편두통/만성두통 2 2.9 1.6 1.8 4.0 
신경장해 9 2.6 1.4 0.6 4.0 
알레르기 27 2.3 1.5 0.1 5.5 
어지럼증 4 2.2 0.4 1.8 2.7 
고도청각손실 1 0.9 - 0.9 0.9 
고혈압 56 2.6 1.5 0.1 5.5 
만성허혈성심질환 9 1.8 1.4 0.1 4.1 
심부정맥 1 2.9 - 2.9 2.9 
심부전증 2 1.2 0.9 0.6 1.8 
뇌졸중 6 2.1 1.3 0.9 4.3 
죽상동맥경화증/말초동맥폐색질환 5 2.8 1.7 1.0 5.2 
치핵 1 2.0 - 2.0 2.0 
만성폐쇄성폐질환 11 1.9 1.5 0.2 4.7 
천식 4 3.9 1.0 2.5 5.0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22 2.0 1.3 0.0 4.6 
간질환 10 2.1 0.8 1.1 3.5 
류마티스관절염 9 1.6 1.2 0.3 4.0 
무릎관절증 14 2.0 1.3 0.1 4.2 
만성요통 28 1.9 1.0 0.2 4.2 
골다공증 3 3.5 1.1 2.3 4.2 
신기능부전 1 2.7 - 2.7 2.7 
요로결석 1 4.2 - 4.2 4.2 

주: 한 사람이 여러 개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각 질환이 모두 포함됨.



제4장 복합질환 이환패턴 분석  155

  당뇨 환자 중 고도시력감퇴를 가진 176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고도시력

감퇴로 진단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4-12]와 같다. 당뇨 환자가 다른 만성질환 없이 고도시력감퇴만을 진단

받는 경우는 약 47.7%이다. 이 외에 고혈압, 만성허혈성심질환, 만성폐

쇄성폐질환, 간질환 등이 당뇨 환자가 고도시력감퇴로 진단받기까지의 

과정에서 나타난다. 또 고혈압은 뇌졸중,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심부정맥, 

뇌졸중 등을 동반하며, 만성허혈성심질환은 간질환, 심부전증, 죽상동맥

경화증 등을 동반한다. 만성폐쇄성질환과 간질환은 고도시력감퇴를 동반

하는 경우가 있다.

〔그림 4-12〕 당뇨 환자의 고도시력감퇴까지 질병 이환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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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혈압

  당뇨 환자가 고혈압으로 진단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2.5년이며

(표 4-15 참조), 본 연구의 분석결과 당뇨 환자가 고혈압에 걸린 경우는 

총 214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고도시력감퇴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110명(약 51.4%)이었다. 또 고혈압 이외 다른 질환이 고혈압보다 우선하

여 발생한 경우를 살펴본 결과, 당뇨환자가 고혈압에 걸리는 기간에 따른 

보유질병 수는 고혈압에 걸리기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이환기간도 긴 것

으로 나타났다. 

〈표 4-19〉 당뇨 환자가 고혈압으로 처음 진단받기까지의 보유질병 수
(단위: %, 명)

구분 고혈압만 1개 2개 3개 4개 계

비율 51.4 21.5 16.8 3.7 6.5 100.0 

(N) (110) (46) (36) (8) (14) (214)

자료: 2002~2010 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DB자료

〔그림 4-13〕 당뇨+고혈압 환자의 보유질병 수에 따른 고도시력감퇴까지의 평균 이환기간

(단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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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 환자가 고혈압에 걸리기까지의 질환 및 평균 이환기간을 보면, 만

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만성요통, 무릎관절증, 알레르기 등 다빈도 질환

을 제외하고, 고도시력감퇴 2.3년, 만성폐쇄성폐질환 2.0년, 간질환 1.8

년 등이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이는 당뇨 환자가 고혈압 진단을 받기까

지 과정으로 고도시력감퇴,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질환 등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20〉 당뇨 환자가 고혈압으로 진단받기 전에 발생한 질환 및 평균 이환기간(N=214)

(단위: 명, 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암 2 1.3 0.2 1.1 1.4 
빈혈증 1 3.2 - 3.2 3.2 
갑상선이상 1 0.5 - 0.5 0.5 
지질대사장애 7 3.5 1.4 0.6 4.9 
대사교란/통풍 3 2.7 1.5 1.1 4.0 
파킨슨씨병 2 2.8 1.2 1.9 3.6 
편두통/만성두통 1 2.5 - 2.5 2.5 
신경장해 3 2.1 1.4 0.6 3.4 
알레르기 18 2.1 1.1 0.4 4.6 
고도시력감퇴 21 2.3 1.3 0.3 4.8 
어지럼증 3 1.8 0.4 1.4 2.2 
고도청각손실 1 3.4 - 3.4 3.4 
만성허혈성심질환 9 2.0 1.6 0.1 4.6 
심부정맥 2 2.3 0.8 1.8 2.9 
심부전증 1 0.6 - 0.6 0.6 
뇌졸중 7 2.1 1.5 0.3 4.3 
죽상동맥경화증/말초동맥폐색질환 5 2.4 1.4 1.3 4.9 
만성폐쇄성폐질환 13 2.0 1.4 0.4 4.0 
천식 5 1.4 1.5 0.4 3.5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26 2.0 1.4 0.3 4.5 
간질환 11 1.8 1.2 0.4 3.6 
류마티스관절염 8 2.1 1.3 0.8 4.5 
무릎관절증 24 2.0 1.4 0.1 4.5 
만성요통 27 2.1 1.1 0.5 4.5 
골다공증 1 0.5 - 0.5 0.5 
신기능부전 1 0.2 - 0.2 0.2 
요로결석 3 2.2 1.7 1.1 4.2 
요실금 2 1.7 0.2 1.6 1.9 

주: 한 사람이 여러 개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각 질환이 모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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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 환자 중 고혈압을 가진 214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고혈압으로 진단

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4-14]와 같다. 당

뇨 환자가 다른 만성질환 없이 고혈압만을 진단받는 경우는 약 51.4%이

다. 이 외에 고도시력감퇴, 만성허혈성심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질환 

등이 당뇨 환자가 고혈압으로 진단받기까지의 과정에서 나타난다. 또 고

도시력감퇴는 간질환을 동반하며,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뇌졸중 또는 대사

교란/통풍을 동반한다. 또 만성허혈성심질환은 지질대사장애를 동반하였

으며, 간질환은 만성허혈성심질환 및 고도시력감퇴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다.

〔그림 4-14〕 당뇨 환자의 고혈압까지 질병 이환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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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복합질환에 대한 국외 대응체계 검토

1. 노인 복합만성질환 대응 관련

  최근 국외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노인 복합질환자를 대상으로 하

는 실천적 접근 및 케어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Akner(2014)는 노인의 복합질환 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즉, 현재의 대다수의 노인 복합만성질환

자들은 병원이나 일차의료 세팅에 있기보다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경우

가 대다수 인데, 현재의 보건의료 체계는 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보건의료 체계와 실제 복합질환자들의 수요간 매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Nobili et al(2011)은 노인복합질환자

를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내과 관련 케어의 패러다임 전환 및 새로운 임

상적 접근을 제안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5-1>과 같다. 

단일질환이 아닌 복합 및 동반 질환 문제에 기반을 두고, 환자 중심의 의

료를 실시하며,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노인 증후군(geriatric 

syndrome)에 대한 고려 및 약물 부작용에 대한 평가와 관리, 다학제/팀 

케어의 실천 및 환자 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내외 복합질환 
대응현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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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내과 관련 케어의 패러다임 전환 및 새로운 임상적 접근의 제안 

제안 접근법/패러다임

문제기반․환자 
중심 의료의 

조합

- 노인 복합질환 및 다제투여(과잉투약)에 대한 임상적 평가의 국제적 
접근 신장

- 단일 질환의 단순한 합으로서가 아닌, 복합․·동반질환으로서의 
전체적 효과 평가

- 임상, 기능, 인지문제와 관련한 우선순위 설정
- 연령증가에 따른 위험성, 임상진료지침, 적절한 가이던스, 환자의 

건강 기대 등을 고려한 실제적 목표 정의
- 복합질환, 기대여명, 삶의 질, 임상치료 기간 중의 불편함, 진단 혹은 

치료법 선택에 따른 위험효용(benefit-risk) 평가에 대한 고려
- 일상적 치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생애 말기 이슈 고려, 완치가 

불가능한 환자의 생애말기 치료에 대한 계획    

노인증후군(geriatr
ic syndrome)에 

대한 고려와 진단

- 환자의 삶의 질을 낮추고 장애 및 사망위험을 높일 수 있는 기능 및 
인지장애, 만성통증, 우울증, 요실금, 낙상위험에 대한 진단

- 표준화된 노인증후군 진단 및 임상진료지침 도입(Barthel Index, 
ADL, IADL, MMSE, GDS) 

약물부작용에 
대한 평가와 

관리

- 치료가능한 질병원인 진단, 치료 이전의 예방 중심적 접근
- 처방약 간 상호작용, 처방 오류 및 부적절한 약품 사용 등과 관련, 

의사결정의 도움 및 즉각적인 피드백을 가능케 하는 전자 처방도구 
도입

다학제/팀 
케어의 실천 및 

증대

- 환자 치료의 목표, 모니터링, 결과의 공유·논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치료팀 간 조화 및 협력 증대

- 일차의료의사와 사회복지사, 환자 치료와 관련된 사람과의 의사소통 
증대

환자 교육
- 자가치료(환자치료), 생활습관(식단, 육체활동, 금연 등),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과 보건의료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 홈케어, 홈모니터링 
등)의 효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환자(간병인)에 대한 교육 실시 

자료: Nobili, A., Garattini, S., and Mannucci, P. M.,(2011). Multiple diseases and 
polypharmacy in the elderly: Challenges for the internist of the third millennium. 
Journal of Comorbidity. 1. pp.28-44 중 page 39. table 6

  그 외에도 Akner(2014)는 노인 복합질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가지는 질환(예: 심부전, COPD, 당뇨 등), 정신기능(예: 인지기능 저하), 

신체활동 기능(예: 신체활동 부족), 영양(예: 부족한 에너지 섭취), 사회적 

기능 및 증상(예: 피로)간의 상호 연관성 고려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타겟화되고 조정된(targeted and coordinated)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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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 건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노인 

복합질환에 대한 연구들은 질환 중심이 아닌 증상(symptoms)에 초점을 

둔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며(Fried et al., 2001), Frailty의 개념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또한 이들 연구들은 노인 의학의 필요성과 노인 복합

질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다(Akner, 2011). 

2. 복합질환 대응체계에 대한 미국 사례연구29)

  본 절은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복합질환 대응 체계를 검토하였다. 미

국 내에서도 복합질환을 전문적이고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관과 인

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고, 한국과 유사하게 역사적

으로 단일 질환 중심의 대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합질환에 어떻게 잘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조치가 미흡했었던 때가 있었다. 

특히 복합정신질환과 관련하여 현재까지도 미국의 의료보험과 같은 경

우, 정신질환과 중독문제 중 한 쪽 도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환자에 

대해 제한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복합질환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확립하려는 

노력을 시작한 미국의 예시를 통해 한국이 보다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수

립하는 변화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함의를 모색하였다.      

29) 이 부분은 외부위탁 원고로 손선주 교수님이 작성한 원고의 일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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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만성질환과 정신질환의 복합질환 대응

  앞서 선행연구 고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의 미국의 Medicaid 대

상자들의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 간 복합질환 연구의 결과에 따라, 정신장

애 또는 물질사용장애를 동반하는 만성질환인구에 대한 집중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 접근의 필요성과 전략적인 정책 수립

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Boyd et al., 2010). Boyd와 동료들(2010)

은 이에 대해 여러 주정부에서 시행중인 의료적, 행동건강, 그리고 약물

관련서비스를 보다 잘 조합하려는 다양한 노력의 형태를 제시했는데, 주

치의와 간호사, 행동관련 전문가와 사회복지사들로 구성된 다학제간 케

어팀을 운영하여 다양한 욕구를 지닌 환자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케

어하는 시스템이 한 예이다. 아울러, 통합적 케어가 가능하도록 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주체간 정보교환을 원활히 하는 것과, 통합적 케어시스

템을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할 경우 주정부 인센티브를 주는 강화방식도 

또 다른 예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정부의 독자적인 노력에 대한 보상

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인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ACA), Section 2703은 통합적 케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형태의 정책으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당뇨와 우울을 함께 보유하는 복합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Katon 

등(2010)의 연구는 실험설계(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를 

통해 일차의료진과 간호사가 함께 지침기반(guidance-based)의 col-

laborative care management를 제공한 경우가 일상적인 케어

(usual-care)를 받은 집단에 비해 복합질환자의 자가 관리가 강화되고 질

환 관리가 유의미하게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미국은 의료관리 효율성에 근거해 환자와 의사 모두 보상을 

지급하는 형태로 만성질환 케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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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감소시키면서 보건의료서비스의 퀄리티 향상을 지향하는 패러다

임에 근거한 것으로, Medicaid를 통해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민간부문에서부터 저소득층과 노인을 위주로 하는 공공부문으로 확장된 

형태로 운용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빈곤층에게서 복합질환관

련 의료서비스 수요가 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앞으로 Medicaid 

수혜자를 대폭 늘릴 것으로 보고한 미국은 이러한 공격적인 전략을 통해 

보건서비스에 대해 현명한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나. 복합정신질환에 대한 대응

  미국은 복합질환을 다룰 수 있는 전문적 환경을 갖추지 못한 기관이라 

할지라도 클라이언트는 서비스를 거절당할 수 없어야 한다는 새로운 “No 

Wrong Door” policy(Center for Substance Abuse Treatment, 

CSAT, 2000, cited from TIPs-Treatment Improvement 

Protocols-42) 패러다임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알코올·약물 남용

과 정신질환의 공존의 문제와 심각성에 대한 인식 증진은 물론 복합질환

에 대한 전문적 개입에 대한 적극적인 체계 확립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새 패러다임을 주장한 약물남용 및 정신보건청(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이하 SAMHSA)30)(2005, 

p.29)은 복합질환에 대한 개입에 있어 “급성증상을 관리 또는 극복, 계속

된 치료, 재발예방, 또는 공존질환으로 인한 장애로부터의 재활을 주된 

목표”로 할 것과, 특히 “한 회귀의 세션 또는 수 차례 회귀에 걸쳐 두 장애

에 대해 동시에 개입하는 치료전략”을 통합적인 개입으로 정의하고 있다. 

30) 미국의 연방 보건복지부(U.S.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 산하
의 독립된 기구로서, 정신질환과 약물남용·중독관련 예방, 치료 및 재활서비스, 효율적
이고 질 높은 서비스 관련 전문가 훈련양성과 연구보조를 담당하도록 1992년에 설립된 
정신건강 관련 정책업무를 담당해온 공공부문의 핵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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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적 정신건강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조건

  미국의 SAMHSA에서는 [그림 5-1]에 제시되어 있는 4-Quadrant 

Model을 기반으로 공존하는 두 장애의 심각성 정도에 대한 개념적 구분

과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포함한 시스템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가이드라

인을 제공하고 있다31). 이 모델은 처음 Ries(1993)가 제안하고 뉴욕주에

서 활용되어 온 것으로(NASMHPD and NASADAD, 1999), [그림 5-1]

에서와 같이 정신장애와 알코올 및 약물사용장애를 각 X축과 Y축에 놓

고, 심각성 정도를 ‘낮음(low)’과 ‘높음(high)’로 구분하여 조합의 경우의 

수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Quadrant Ⅰ은 물질사용장애와 정신질환 두 장

애의 심각성 수준이 모두 낮은 경우이고, Quadrant Ⅱ는 물질사용장애

는 Quadrant I와 차이는 없으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증상이 심각한 경우

이다. Quadrant Ⅲ는 Quadrant II와는 반대로 정신질환보다는 물질사

용장애가 심각한 경우이고, 마지막으로 Quadrant IV는 공존하는 물질

사용장애와 정신질환 두 가지 모두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되는 경우이다. 

31) 이 개념적 틀은 복합질환을 가진 대상자들을 분류하는 목적 또는 서비스에서 제외시키
는 근거로 악용되기 보다는, 공존하는 두 장애의 심각성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문제수
준의 대상자들에게 가장 적절한 서비스유형과 주체를 선택하는 데 있어 전문가의 결정
을 돕는 도구로 이해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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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4-Quadrant Model

출처: Substance Abuse Treatment for Persons With Co-Occurring Disorders. Treatment 
Improvement Protocol(TIP) Series, No. 42. Center for Substance Abuse Treatment. 
Rockville(MD):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US); 
2005. page 29. Figure 2-1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2) 통합적 정신건강서비스 대상자 구분에 따른 개입의 다양화

  앞서 살펴본 4-Quadrant Model을 바탕으로 NIDA는 공존질환의 심

각성 정도에 따라 네 가지 경우의 수로 구분된 복합질환유형에 가장 적합

한 개입과 서비스주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그림 5-2 참조). 서

비스주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Quadrant Ⅰ의 경우엔 주로 1차 보건

의료센터에서 충분히 케어가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물론, 물질사

용장애와 정신장애를 담당하는 시스템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 질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반면, 동시다발적인 통합적 케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유형인 Quadrant Ⅳ 대상자들에게는 공존하는 두 질환의 심각성이 모두 

높기 때문에 주로 정신병원이나 병원응급실 또는 장기입원약물치료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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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등에서 두 가지 장애에 대해 충분히 훈련된 전문가의 개입과 다학제 

간 접근을 통한 개입을 권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Quadrant Ⅱ와 

Quadrant Ⅲ의 경우에는 두 장애 중 더 심각한 수준의 장애에 대한 전문

적 개입여부에 따른 서비스주체 선정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

러, Quadrant 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물질사용장애와 정신장애를 담당

하는 시스템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 질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즉, 

Quadrant Ⅳ의 유형이 아니더라도 SAMHSA(2005, p.29)는 통합적 개

입에 대한 전략에 스크리닝과 사정, 대상자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를 파

악하는 전략은 물론, 두 시스템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두 가지 이

상의 장애로부터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방식이 이상적이

라고 판단함을 알 수 있다.

〔그림 5-2〕 4-Quadrant Model Care Recommendations

자료: NIDA (archives.drugabuse.gov/meetings/ccc/plenary1.htm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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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적 정신건강서비스를 위한 미국연방정부의 예산지원과 모니터링 노력

  SAMHSA는 2003년부터 통합적 케어시스템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삼은 Co-Occurring State Incentive Grants(이하 COSIG)정

책을 운영하고 있다. COSIG 프로그램은 미국 내 주정부에게 적정 예산

을 제공하여 복합질환 대상자들을 케어하도록 그 주정부에 적합한 인프

라 구축하고 이를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 효과적이고 통합적이며 증거기

반실천이 가능하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의 주된 수

혜자는 Quadrant Ⅱ와 Ⅲ에 해당하는 복합질환대상자들로서, 즉, 심각

한 물질관련장애를 가지면서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정신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와, 심각한 정신장애에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물질사용장애를 동반

하는 경우이다.

① 텍사스 주의 COGIS 프로그램의 사례

  COGIS프로그램의 효과성은 2004년 시범사업에 포함되었던 텍사스주

를 예를 들어 살펴볼 수 있다. 텍사스주의 COSIG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첫 째는 임상실천수준에서 임상가들에게 복합

질환대상자들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진단·사정도구에 대

한 훈련과정을 통해 공존하는 장애에 대해 잘 파악하고 대상자들의 회복

과정을 잘 관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있다. 두 번째는 10개의 바우처 사업

을 통해 복합질환대상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치료과정을 돕

는 것이었다. 바우처시스템에 등록된 서비스 유형은 보육, 주거지원, 교

통지원, 식량원조, 교육지원, 취업알선, 의복지원, 의료적 케어, 처방약물

에 대한 지원, 그리고 동료 멘토링 서비스가 있는데, 이 바우처 사업은 대

상자 개인 당 $1,800(한화 약 185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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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사회적 지지를 함께 다루는 다차원척 접근

이라 볼 수 있다. 

  텍사스주의 COSIG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COSIG프로젝

트 첫 해(2004년) 실시 후 복합질환대상자들의 치료완료 비율이 

57%(Mangrum and Spence, 2005)로 보고되었고, 이어 2005~2006

년에는 76%로 증가했다는 점에의 주된 의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Mangrum and Spence, 2008). 물론, 2004년 당시 텍사스 전체의 치

료완료율이 51~54% 정도 분포했고, 비록 57%가 상대적으로 큰 변화라

고 제안하기엔 역부족일 수 있으나, 2년 사이  19%p 상승은 복합질환대

상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연구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인종이나 교육수준, 연령, 기혼여부, 

직업유무, 약물관련 법적제제와는 상관없이 성별에서만 치료완료율에 있

어 차이가 났다는 점인데, 물질사용기간이나 자기보고식 임상증상의 정

도와도 무관하게, 치료에 끝까지 임한 복합질환대상자들 중 남성의 비율

이 여성의 비율보다 1.5배 높았다는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정신장애 유병률이 장애의 유형과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과, 마찬가지로 물질관련장애도 건강관련 자원과 이용기회 및 회복결

과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제언과도(Alwin and 

Wray, 2005; Davis and DiNitto, 2005) 일관된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

을 것이다. 

  바우처 서비스 활용도에 있어서도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친 복합질환대

상자들과 그렇지 않은 대상자들 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동료 멘토링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는 것과 치료완료 간에 정적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Mangrum and Spence, 2008). 반면, 교육지원이라든가 의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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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의료지원은 오히려 치료에서 중도탈락한 복합질환대상자들이 상대적

으로 많이 활용한 바우처 서비스였는데, 치료완료와는 상대적으로 무관

했다는 점도 흥미로운 발견이다. 이는 복합질환대상자들을 케어하는 방

법에 있어 동료 멘토링 서비스와 같이 재활을 직접 돕는 요소가 포함시키

지 않고 단지 사회적 서비스만 제공할 경우 대상자들이 경험하는 복합질

환으로부터의 회복이 더딜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Mangrum and 

Spence, 2008).

  이와 같이 정신건강서비스 관련 미국의 연방정부의 예산정책에 대해 텍

사스 한 주의 단편적인 예시를 통해서도 미국 연방정부가 단순히 막대한 

예산으로 자금만 조달하는 방식이 아닌,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복

합질환대상자들을 보다 잘 케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수준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계획하고 전

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최대 강점을 찾아볼 수 있

을 것이다. 이는 결국 다양한 연구에서도 지지하듯이, 미국이 현재 복합

질환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에 대한 필요성

을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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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복합질환에 대한 국내 대응체계 검토

1. 국내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 대응체계 현황

  본 연구는 한국 성인의 복합질환 현황을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을 중심

으로 살펴보았다. 기존 한국의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 대응 체계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세계보건기구의 비감염성 예방관리를 위한 글로벌 액션플랜

(WHO Global NCD Action Plan 2014~2020)32)에 따라 만성질환 예

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 액션플랜은 만성질환 예

방 및 건강 증진에 강조를 두고 있는 동시에 만성질환자들의 합병증 치료 

및 말기환자 치료 시 자원 활용을 강조한다. 또한 흡연, 음주, 식생활, 신

체활동, 영양 등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예방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촉구하고 있다.

  이 액션 플랜에 따라 한국은 2011~2015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 등 국

가적 차원의 만성질환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2013년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2012년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고혈압·당뇨 등록 관리사업 

지속운영 등 지역사회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추진하였

다. 또한 생활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32) 비감염성 예방관리를 위한 글로벌 액션플랜 2014~2020은 만성질환에 대한 국제적, 국
가적, 지역적 노력과 협력을 촉구하고 있으며, 총 6개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음. 여기에
는 1)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수준의 발전전략에서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가 우선순
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국제적 협력 강화, 2) 만성질환의 예방 관리를 위한 국가의 대
응력을 향상하기 위해 역량, 리더쉽, 가버넌스, 다부문간 협력과 파트너쉽 강화, 3) 건강
증진 환경 조성을 통하여 만성질환에 대한 위험요인과 사회적 결정인자 감소, 4) 환자 
중심의 일차의료 및 보편적 의료보장을 통해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역량 강화, 5)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와 개발을 위한 국가적 
역량강화, 6) 만성질환의 추이와 결정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및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성과에 대한 평가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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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심으로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부

에서는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하는 등 만성질환 및 위험요인 관리

를 위한 다부처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정신질환 대응체계는 주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중앙 및 지자체의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상담 및 사례관

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에서 청소년, 가족 및 성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사업 및 중독 

대응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비감염성 예방관리를 위한 글로벌 액션플랜을 수

립하여 한국의 만성질환 대응 체계 구성 및 접근 방법에 시사점을 주는 

것과 유사하게, 최근 세계보건기구는 2013~2020 정신건강 액션플랜

(Mental Health Action Plan, 2013~2020)을 수립하여 단계적 이행계

획을 회원국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 정신질환자의 인권존중과 사회복귀 촉진 등

을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 국내 복합질환 대응에의 문제점

  기존의 국내외 복합질환 대응 관련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단일질환 중심

의 보건의료체계를 복합질환 대응에의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Akner, 

2011). 즉, 국내 만성질환 간, 정신질환 간, 만성과 정신질환 간 복합질환

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분산 및 분절되어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만성질환 대응 체계의 경우, 주로 고혈압과 당뇨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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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대부분이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혈압과 당뇨 질환자가 가지

는 다양한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에 대한 대응 체계는 구축되어 있지 않

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의 경우 합병증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기존의 고

혈압 및 당뇨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에서 어느 정도 복합질환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지만, 고혈압 환자가 다른 정신질환이나 만성위염/위식도

역류질환이나 근골격계질환을 가지게 될 경우, 여러 의료체계를 찾아 다

녀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만성질환 관리체계와 유사하게, 복합정신질환에 대응하는 체계 또한 구

축되어 있지 않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체계에 따라 복합질환대상자가 

스크리닝 되는 경우, 신체질환을 치료 및 관리하기 위한 병원, 중독을 치

료 및 관리하기 위한 센터 등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정신건강증진체계 내 인력들이 복합질환의 중요성 

및 통합적 사례관리 및 체계 간 연계에 대한 필요성을 얼마나 인지하느냐

에 따라 다르다. 또한 정신건강 대응 체계의 경우,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별로 대응 체계들이 구

축되어 있어, 협력체계를 구성하기가 어렵다. 통합적 사례관리 및 부처 

간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복합정신질환이나 다른 만성질환

을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자 역시 위의 예처럼 여러 의료기관 및 정신건강 

증진체계를 스스로 찾아다녀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처럼 분산 및 분절되어 있는 현재의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 대응 체계

는 복합질환자들이 가지는 다양한 보건의료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다. 또한 분산 및 분절되어 있는 현재의 체계에서는 복합질환자에게 비용

의 증가 및 치료에서의 중복을 경험하게 할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자가 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자의 경우 현재의 보

건의료체계에서는 이들의 복합질환 관리가 어렵다고 현장에서는 자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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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고연령층의 경우 

복합질환을 가질 확률이 높고, 고혈압과 당뇨와 같이 합병증을 동반하기

도 하지만, 노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이나 정신질

환과의 복합양상을 보이는 집단인데, 이들의 경우 현재의 보건의료 체계

에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최근 복합질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는 시범사업으로 당뇨환자들에게서 우울증 및 수면장애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흔히 발견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당뇨

관리 및 정신건강 문제를 관리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

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립서울병원에서는 복합질환

병동을 구축하여, 정신질환이 있으면서 만성질환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

는 사람들을 위해 병원 안에 내과 및 치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가정

의학과 및 정신재활의학과를 추가적으로 개설할 예정을 가지고 있다.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논의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한국성인의 복합질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복합질환자의 

의료이용현황을 살펴본 초기 연구이다. 본 연구는 목적한 바인 만성질환 

간, 정신질환 간, 만성과 정신질환 간 복합질환의 현황, 복합질환의 다빈

도 패턴, 복합질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및 질환 간 이환 패턴을 횡

단 및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횡단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래 및 입원 환자표본자료)를 바

탕으로 복합질환의 일반적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외래환자의 경

우, 복합질환자의 비율이 45.2%로 나타난 데 반해, 입원환자의 경우, 전

체 입원환자의 약 10.7%만이 복합질환자로 나타났다. 복합질환자들만을 

대상으로, 복합질환의 유형별로 보면, 외래와 입원환자 모두에서 복합만

성질환자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만성과 정신질환 간 복합질환자, 

복합정신질환자 순으로 나타났다. 복합질환의 유형별로 이들의 평균 보

유질환 수를 살펴본 결과, 만성질환 간 혹은 정신질환 간 복합질환을 가

지고 있는 환자보다 정신질환과 만성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환자에

서 보유하고 있는 질환 수도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동일한 자료원을 바탕으로 복합질환 조합을 살펴본 결과, 외래환

자의 만성질환 간 복합질환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 만성위염, 알레르기 

등이 서로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각 개별 질환의 유병률

이 높은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무릎관절증 및 만성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및 만성요통, 당뇨병 및 고혈압, 고도시력감퇴 및 고혈

결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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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등은 서로 유사한 질환이거나, 한 질환이 나머지 질환의 임상학적 원

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두 질환 간 상관성은 매우 높다. 만

성질환과 정신질환 간 복합질환의 경우, 두 질환 간 상관성 혹은 인과성

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고혈압 및 섬망·치매·기억상실·기타 인지장애, 

당뇨병 및 기분장애,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및 수면장애, 암 및 

기분장애, 무릎관절증 및 기분장애의 순위가 높게 나타난다. 

  입원환자의 경우, 보다 중증도가 높은 질환 간 복합질환의 순위가 높게 

나타나며, 만성질환 간 복합질환에서는 암 및 만성요통, 무릎관절증 및 

만성요통, 뇌졸중 및 죽상동맥경화증, 당뇨병 및 고도시력감퇴 등 서로 

유사한 질환이거나, 한 질환이 나머지 질환의 임상학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는 질환 간 복합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만성질환과 정신질

환 간 복합질환의 경우, 두 질환 간 상관성 혹은 인과성이 높은 것으로 판

단되는 복합질환으로 간질환 및 물질 관련 장애, 뇌졸중 및 섬망·치매·기

억상실·기타 인지장애, 고혈압, 섬망·치매·기억상실·기타 인지장애, 만

성요통 및 기분장애, 파킨슨씨병 및 섬망·치매·기억상실·기타 인지장애 

등의 순위가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본 연구는 합병증 발생률이 높고, 기존의 국내외 연구에서 복합

질환을 살펴보는데 많이 활용되는 고혈압, 당뇨, 기분장애, 알코올사용장

애를 중심으로, 이들 질환자가 가지는 복합질환 패턴들을 추가적으로 살

펴보았다. 각 해당질환자의 대부분이 복합질환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대부분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의료급여대상자일수록 다른 

질환과의 복합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복합질환 이환 위험도도 함께 증가하여,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복합질환 

예방 및 관리 정책이 매우 중요한 이슈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복합질환의 의료이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연간 1인당 평균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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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용일수는 정신질환 및 만성질환 간 복합질환자가 34.7일로 가장 

높으며, 평균 입원일수는 복합정신질환자가 183.1일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대부분의 유형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이용일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전반적으로 의료급여 대상자가 건강보험가입자보다 

의료 이용을 더 길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

과 보험자 부담금을 합산한 의료비 총액은 외래 및 입원 환자 모두에게서 

정신질환과 만성질환 간 복합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유형에서 연령 증가에 따른 평균 의료비 총액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체 복합 유형에서 의료급여대상자의 의료비 총액이 건강

보험가입자보다 높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2002~2010년의 종단자료를 통해 질환 간 이환 

패턴을 고혈압, 당뇨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해당 질환으로 

처음 입원하기까지 걸린 기간, 가장 많이 파생되는 질환, 해당 질환에서 

다른 질환으로 이환되는 평균 이환소요기간 및 해당질환의 주요 합병증

으로의 이환 패턴을 살펴보았다. 먼저 고혈압의 경우, 고혈압으로 인한 

입원까지의 기간은 평균 2.3년으로, 가장 먼저 발생하는 질환은 심부정맥

으로 1.7년이 소요되었으며, 빈도가 많이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 그 질환 

발생까지 걸린 평균 기간을 살펴본 결과, 당뇨병까지는 2.5년, 고도시력

감퇴 2.6년, 뇌졸중 2.5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의 주요 합

병증인 뇌졸중, 심장질환, 고도시력장애를 중심으로 고혈압 환자가 해당 

합병증으로 진단받게 되기까지의 기간 및 발생 질환이 무엇인지 살펴보

았다.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가 해당 합병증으로 진단받기 전까지 다른 질

환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뇌졸중을 진단받기 전까지 어지럼증, 

편두통/만성두통, 고도시력감퇴, 당뇨병을 진단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

다. 또한 고혈압 환자가 심장질환을 진단받기 전까지 고도시력감퇴, 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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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을 경험하고, 고도시력감퇴로 진단받기 전까지 당뇨병, 만성폐쇄성폐

질환을 진단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당뇨의 경우, 당뇨로 인한 입원까지의 기간은 평균 1.9년으로, 빈도가 

많이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 그 질환 발생까지 걸린 평균 기간을 살펴본 

결과, 고도시력감퇴까지 2.8년, 고혈압까지 2.5년, 뇌졸중까지는 3.2년

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의 주요 합병증인 심장질환, 고도시력장

애, 고혈압을 중심으로 당뇨 환자가 해당 합병증으로 진단받게 되기까지

의 기간 및 발생 질환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당뇨 환자가 해

당 합병증으로 진단받기 전까지 다른 질환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질환을 진단받기 전까지 고도시력감퇴, 고혈압, 죽상동맥경화증을 

경험하고, 고도시력감퇴로 진단받기 전까지 고혈압,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당뇨환자가 고혈압으로 진단받기 

전까지 고도시력감퇴, 만성허혈성심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질환을 

진단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제2절 논의

  최근 들어 만성질환에 대한 관심이 단일 만성질환을 넘어서 만성질환과 

정신질환 간 복합질환으로 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단계에 있으며, 국내에

서도 복합질환에 대한 대응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의 복합질환자의 규모는 상당하며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이들의 의료이용이 높아 개인 및 국

가 차원의 질병부담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집중

적 관심과 효과적 접근이 절실함을 시사하는 바가 크고, 전략적인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크다. 

  비록 최근 복합질환에 대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선 

만성질환과 정신질환의 복합질환을 관리하는 정책이 전무하며, 향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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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결정에 있어서도 이와 관련한 사안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

나라의 경우, 일차의료가 활성화되지 않고, 각 해당 질환 간 전문가들 간 

연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증가하

는 복합질환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복합질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

선 대상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수준이 낮을

수록(의료급여대상자일수록), 여자일수록 복합질환을 가질 가능성이 높

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복합질환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초기단계에

서는 저소득가구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접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는 고령층이 노화의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신체 증상들, 정신건강 문제 

및 Frailty의 개념(Fried et al., 2001)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저

소득 가구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에 대한 자

가관리를 강화하고(Grady and Gough, 2014), 치료에의 접근성을 강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질환 간 조합 분석 결과, 만성과 복합정신질환에서 치매

를 포함한 인지장애가 고혈압, 당뇨, 근골격계 질환과 조합되는 경우가 

외래 및 입원 환자 모두에게서 자주 발견되었다. 특히 여성 및 65세 이상

의 고령층에서 이러한 조합이 높은 순위에서 나타났으며, 외래보다는 입

원환자에게서 이러한 경향성을 더 자주 볼 수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고

혈압 및 당뇨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 내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여성으

로 치매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두 가지 방법의 가

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한 가지 질환이 

독보적이고, 그에 따른 다른 질환들이 발생하게 될 경우, 예를 들어 고혈

압과 고혈압 합병증과 같이, 해당질환의 specialist가 가장 좋은 접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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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Barnet et al., 2012). 

  하지만 대다수의 복합질환은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질환 간 조

합이 다양하며, 특히 정신과 만성질환의 복합질환 같은 경우, specialist

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환자 중심적 접근의 관점에서, 

다영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으로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케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한 예로 기존 이루어지고 있는 보

건소 단위의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서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센터나 병원

으로 연계하여 복합질환자들이 의료 및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

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들 수 있겠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부 연구들 및 실천 현장에서

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복합질환자가 각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여러 기

관을 돌아다니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는 시간투자 및 비용이 높다고 언급

한다(Piette and Kerr, 2006). 실제로 현장 전문가가 언급한 사례를 예

를 들면,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찾아온 알코올 중독, 우울, 간질환

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지역의 협의체를 통해 알코올 중독대응기관을 

연계해주고, 간질환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소개해 주었지만, 일주

일에도 여러 기관을 다녀야 하는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워 치료를 중도 포

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고 한다. 따라서 최근의 국립서울병원의 사

례와 같이 정신병원 내에 신체질환 관리를 위한 복합질환 병동을 개설하

는 방식은 매우 긍정적인 방향이라 여겨진다. 

  지역 사회차원에서,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다영역의 공조를 기반으로 한 

사례관리 체계가 이루어져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

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복합질환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기존 연구가 제시하듯이(Boyd 

et al., 2010) 통합적 케어가 가능하도록  만성질환 관리체계 및 정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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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관리체계 간 환자에 대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복합질환에 대

한 다양한 연구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

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첫째, 만성질환 간, 정신질환 간, 

만성질환과 정신질환 간 복합질환 현황 및 질환 패턴을 살펴봄으로서, 예

측 및 예방가능한 복합질환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근거를 제공하고 있

다. 기존연구들이 주장하듯(정영호 외, 2013), 만성질환이나 정신질환, 

복합질환에 대한 개인 및 국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예방 및 

대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기초자료로서 활

용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나 국외의 복합질환 관련 연

구에서 정신질환 간 복합질환 양상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반해, 본 

연구에서 정신질환 간 복합질환 유병률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한국 사회가 정신질환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에 기반을 두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가 의료이용데이터를 활용함에 따라, 

의료이용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는 점을 원인으로 볼 수도 있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이 팽배하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미비한 상황에서, 이들

이 의료세팅은 물론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증진체계로 들어오는 경우도 

매우 제한적이다. 실제 조맹제 외(2011)의 연구에서도 국내 정신질환으

로 인한 의료이용률은 약 15%로 해외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같은 정신질환자들의 낮은 의료접근성 문제를 제기하며, 정신

질환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운영실(2014). 건강보험 37주년 기념 표본코호트DB 

일반 제공을 위한 자료설명 워크숍.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순, 박은자(2013). 한국여성의 건강통계. 질병관리본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장규(2006). 지역사회거주 정신질환이환자들의 동반정신장애: 전국적 역학조사

자료 분석,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노지영, 김순영, 권인선, 남해성(2014). 우리나라 노인에서 관절염과 동반 만성질

환에 의한 건강 관련 삶의 질 감소 효과.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6). pp.3751-3758.

박민정, 최영순, 태윤희, 최재혁, 백수진, 이호용(2010). 201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2), 국민건강통계, p.55, p.57

오인환, 윤석준, 김은정(2011). 한국인의 질병부담. 대한의사협회지, 54(6). 

pp.646-652.

이미숙(2010). 도시거주 노인의 만성질환과 우울증세의 상관성 및 사회관계망의 

효과에 대한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제27집, pp.5~30.

전진아(2014). 복합 정신질환의(Comorbidity)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241호

정영호(2013). 고령자의 복합만성질환 분석: 외래이용을 중심으로. 보건․복지ssue 

& Focus 196호

정영호, 고숙자, 김은주(2013).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조맹제 외(2011)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의과대학

질병관리본부(2013). 2012 국민건강통계

최보율(2011). 노인 연령에서 우울증과 만성복합질환, 제3차 한양고령사회포럼, 

pp.22-55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결과, 각 년도 www.kosis.kr

Akner, G.(2011). Multimorbidity in elderly: Analysis, management and 

참고문헌 <<



188 한국 성인의 복합질환 현황과 이환 패턴 분석 연구

proposal of a Geriatric Care Center. Germany, VDM. p.96.

Akner, G.(2014). Improving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multimorbid elderly in clinical practic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미

나 발표자료(2014. 10. 29).

Alwin, D.F., Wray, L.A.(2005). A life-span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social status and health. The Journals of Gerontology, 60(2), 

pp.S7-14.

American Society of Addiction Medicine(2001). Patient placement 

criteria for the treatment of substance-related disorders: ASAM 

PPC-2R. 2d Revised ed. Chevy Chase, MD: American Society of 

Addiction Medicine.

Barlow, J., Davis, H,, Stewart-Brown, S.(2005). The Oxford Home 

Visiting Study. Internal report, University of Warwick, Coventry.

Barnett, K., Mercer, S.W., Norbury, M., Watt, G., Wyke, S., Guthrie, B. 

(2012). Epidemiology of multimorbidity and implications for 

health care, research, and medical education: a cross-sectional 

study. The Lancet, 380, pp.37-43.

Bogner et al.(2005). The role of medical comorbidity in outcome of 

major depression in primary care: the PROSPECT study. The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3(10), pp.861-868.

Boyd, C., Leff, B., Wolff, J., Hamblin, A., & Martin, L. (2010). Clarifying 

multimorbidity patterns to improve targeting and delivery of 

clinical services for Medicaid populations. CHCS report 

retrieved from 

http://www.chcs.org/media/clarifying_multimorbidity_patterns.

pdf.

Brown JL, Comaty J(2007). Statewide utilization of the DDCAT: 

Reliability & feasibility. Paper presented at the Addiction Health 



참고문헌 189

Services Research Annual Conference, Athens, GA.

Brown, L.C., Majumdar, S.R., Newman, S.C., & Johnson, J.A.(2005). 

History of depression increases risk of type 2 diabetes in 

younger adults. Diabetes Care, 28(5), pp.1063-1067.

Chang S.M., Hong J.P., Cho. M.J.(2011). Economic burden of 

depression in South Korea.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7(5), pp.683-689

Chaple, M., Sacks, S., Melnick, G., McKendrick, K., Brandau, S.(2013). 

The predictive validity of the Dual Diagnosis Capability in 

Addiction Treatment (DDCAT) Index.  Journal of Dual Diagnosis, 

9(2), pp.171-178.

Ciechanowski et al.(2000). Depression and diabetes: impact of 

depressive symptoms on adherence, function, and costs. Arch 

Intern Med 160: pp.3278-3285.

Davis, D.R., DiNitto, D.M.(2005). Gender and drugs: Fact, fiction, and 

unanswered questions. In C.A. McNeece & D.M. DiNitto, 

Chemical Dependency: A Systems Approach(3rd ed., 

pp.503-545). Allyn and Bacon.

Feinstein, A.(1967). Clinical Judgement, The Williams and Wilkins 

company, New York; OECD(2003). 보건의료개혁, 고령화와 복합상

병 증가에 대한 대응전략에서 재인용)

Feinstein, A.R.(1970). The pre-therapeutic classification of 

co-morbidity in chronic disease. Journal of Chronic Diseases 

23(7): pp.455-468

Forthofer, M.S., et al.(1996). The effects of psychiatric disorders on 

the probability and timing of first marriage. J. Health Soc. 

Behav. 37; pp.121-132.

Fried, L.P., Tangen, C.M., Walston, J., Newman, A.B., Hirsch, C., 



190 한국 성인의 복합질환 현황과 이환 패턴 분석 연구

Gottdiener, J., Seeman, T., et al.(2001). Frailty in older adults: 

Evidence for a phenotype. Journal of Gerontology: Medical 

Science. 56A(3). pp.M146-56. 

Gallo JJ, Bogner HR, Morales KH, Post EP, Ten Have T, Bruce 

ML(2005). Depression, cardiovascular disease, diabetes, and 

twoyear mortality among older, primary-care patients. Am J 

Geriatr Psychiatry 13: pp.748–755

Gotham H, Haden A, Owens C (2004, July 19). Report on the 2004 

annual visits to COSIG sites. Missouri Institute of Mental Health. 

Paper presented to the Governor’s Steering Committee 

on Co-Occurring Mental Illness and Substance Use Disorders.

Grady, P.A. and Gough, L.L.(2014). Self-management: A 

comprehensive approach to management of chronic condition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4(8). pp.e25-e31.

Hall, W., Lynskey, M., Teesson, M.(2001). What is comorbidity and 

why does it matter? In Teeson, M. & Byrnes, L. National 

Comorbidity Project(pp.11-18). National Drug and Alcohol 

Research Centre. Commonwealth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Hunt, G.E., et al(2002). Medication compliance and comorbid 

substance abuse in schizophrenia: impact on community 

survival 4 years after a relapse. Schizophrenia research, 54(3), 

pp.253-264. 

Jonas, B.S., Franks, P., and Ingram, D.D.(1997). Are symptoms of 

anxiety and depression risk factors for hypertension? 

Longitudinal evidence from th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I epidemiologic follow-up study. Arch. Fam. 

Med. 6, pp.43-49. 



참고문헌 191

Kanervisto, M., Vasankari, T., Laitinen, T., Heliövaara, M., Jousilahti, 

P., & Saarelainen, S.(2011). Low socioeconomic status is 

associated with chronic obstructive airway diseases. Respiratory 

medicine, 105(8), pp.1140-1146.

Katon, W.J.(2003). Clinical and health services relationships between 

major depression, depressive symptoms, and general medical 

illness. Biol Psyhiatry; 54: pp.216-226.

Katon, W.J., Lin, E.H.B., von Korff, M., Ciechanowski, P., Ludman, 

E.J., Young, B. et al.(2010). Collaborative care for patients with 

depression and chronic illnesses.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63(27); pp.2611-2620.  

Kavanagh, D., Mueser, K.(2007). Current evidence on integrated 

treatment for serious mental disorder and substance misuse. 

Journal of the Norwegian Psychological Association, 44, pp. 

618-37.

Kessler, et al.(1994). Lifetime and 12 month prevalence of DSM-Ⅲ-R 

psychiatric disorders in the United State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1, pp.8-19.

Kessler, R.C., Crum, R.M., Warner, L.A., Nelson, C.B., Schulenberg, J., 

Anthony, J.C.(1997). Lifetime co-occurrence of DSM-Ⅲ-R 

alcohol abuse and dependence with other psychiatric disorders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4, pp.313-321.

Kessler, R.C., Forthofer, M.S.(1996). The social consequences of 

psychiatric disorders: Ⅲ. Marriage and marital stability. Working 

Paper, University of Michigan.

Kessler, R.C., Frank, R.G.(1997). The impact of psychiatric disorders 

on work loss days, Psychol Med. 27(4); pp.861-873



192 한국 성인의 복합질환 현황과 이환 패턴 분석 연구

Kessler, R.C., Zhao, S., Katz, S.J., Kouzis, A.C., Frank, R.G., Edlund, 

M., Leaf, P.,(1999). Past-year use of outpatient services for 

psychiatric problems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Am. J. 

Psychiatry, 156(1); pp.115-123. 

Kim, H., Park, S.M., Jang, S.N., & Kwon, S.(2011). Depressive 

symptoms, chronic medical illness, and health care utilization: 

findings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23(08), pp.1285-1293.

Luber, M.P., Meyers, B.S., Williams-Russo, P.G., Hollenberg, J.P., 

DiDomenico, T.N., Charlson, M.E. et al.(2001). Depression and 

service utilization in elderly primary care patients, The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9(2), pp.169-176.

Mangrum, L.F., Spence, R.T.(2005). Characteristics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completion of clients with co-occurring psychiatric 

and substance use disorders. Poster at the 2005 Annual 

Conference of the College on Problems of Drug Dependence, 

Orlando, Florida.

Mangrum, L.F., Spence, R.T.(2008). Client and counselor 

characteristics in mental health versus substance abuse 

treatment settings providing services for co-occurring disorder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44, pp.155-169.

Marengoni, A., Angleman, S., Melis, R., Mangialasche, F., karp, A., 

Garmen, A. et al.(2011). Aging with multimorbidity: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Ageing REs. Rev. 10(4) pp.430-439. 

McDonell, M.G., Kerbrat, A.H., Comtois, K.A., Russo, J., Lowe, J.M., 

Ries, R.K.(2012). Validation of the co-occurring disorder 

quadrant model. Journal of Psychoactive Drugs, 44(3), 

pp.266-273.



참고문헌 193

McGovern, M.P., Lambert-Harris, C., McHugo, G.J., Giard, J., 

Mangrum, L.(2010). Improving the dual diagnosis capability of 

addiction and mental health treatment services: Implementation 

factors associated with program level changes. Journal of Dual 

Diagnosis, 6, pp.237-250.

McGovern, M.P., Matzkinm A.L., Giardm J.A.(2007). Assessing the Dual 

Diagnosis Capability of Addiction Treatment Services: The Dual 

Diagnosis Capability in Addiction Treatment (DDCAT) Index. 

Journal of Dual Diagnosis, 3(2), pp.111-123.

McGovern, M.P., Xie, H., Segal, S.R., Siembab, L., Drake, R.E.(2006). 

Addiction treatment services and co-occurring disorders: 

Prevalence estimates, treatment practices, and barriers. Journal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31(3), pp.267-275.

Mercer, S.W., Watt, G.C.M.(2007). The inverse care law: Clinical 

primary care encounters in deprived and affluent areas of 

Scotland. Ann Fam  Med; 5; pp.503-510.  

Minkoff, L.(1991). Program components of a comprehensive 

integrated system for serious mentally ill patients with substance 

disorders. In: Minkoff K, Drake RE, ed. Dual Diagnosis of Major 

Mental Illness and Substance Disorder: New Directions for 

Mental Health Services, No.50. San Francisco, CA. Jossey-Bass, 

1991, pp.13-27. 

Murray, J.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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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jt, P., Fusar-Poli, P., Brambilla, P.(2011). Co-occurring mental and 

substance abuse disorders: A review on the potential predictors 



194 한국 성인의 복합질환 현황과 이환 패턴 분석 연구

and clinical outcomes. Psychiatry Research. 186(2-3). 

pp.159-164.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Mental Health Program Directors and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Alcohol and Drug Abuse Directors 

(NASMHPD and NASADAD) (1999). National Dialogue on 

Co-Occurring Mental Health and Substance Abuse Disorders.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Alcohol and Drug 

Abuse Directors. www .nasadad.org/Departments 
/Research/ConsensusFramework/national_ dialogue_on.htm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NIDA(2010). 2010 Strategic Plan.

Nobili, A., Garattini, S., Mannucci, P.M.,(2011). Multiple diseases and 

polypharmacy in the elderly: Challenges for the internist of the 

third millennium. Journal of Comorbidity. 1. pp.28-44. 

OECD(2013). 보건의료개혁: 고령화와 복합상병 증가에 대한 대응전략,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Padwa, H., Larkins, S., Crevecoeur-MacPhail, D.A., Grella, C.E.(2013). 

Dual diagnosis capability in mental health and substance use 

disorder treatment programs. Journal of Dual Diagnosis, 9(2), 

pp.179-186.

Piette, J.D., Kerr, E.A.,(2006). The impact of comorbid chronic 

conditions on diabetes care. Diabetes Care. 29(3); pp.725-731. 

Prados-Torres, A., Calderon-Larranaga, A., Hancco-Saavedra, J., 

Poblador-Plou, B., van den Akker, M.(2014). Multimorbidity 

patterns: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Clinical Epidemiology, 

67, pp.254-266. 

Radloff, L.S.(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 Psych Meas 1(3): 

pp.385–401. 



참고문헌 195

Ries, R.K.(1993). The dually diagnosed patient with psychotic 

symptoms. Journal of Addictive Diseases, 12(3), pp.103–122. 

Sarata, A.H.(2011). Mental Health Parity and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of 2010.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 

(CRS) Report for Congress (www.crs.gov).

Steinman, M.A., Landefeld, C.S., Rosenthal, GE., Berthenthal, D., Sen, 

S., Kaboli, P.J.(2006). Polypharmacy and prescribing quality in 

older people, J Am Geriatr Soc. 54(10); pp.1516-1523.

Stewart, D.G., Welton, S.R., Arger, C., Effinger, J., Serafini, K., Harris, 

J.(2011). The utility of a developmentally based quadrant 

classification model of co-occurring substance use and 

depressed mood in adolescents. Journal of Dual Diagnosis, 7(3), 

pp.130-140.

Substance Abuse Treatment for Persons With Co-Occurring Disorders. 

Treatment Improvement Protocol (TIP) Series, No.42.(2005). 

Center for Substance Abuse Treatment. Rockville(MD):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Taylor, A., Price, K., Gill, T., Adams, R., Pilkington, R., Carrangis, N., 

Shi, Z., et al.(2010). Multimorbidity-not just an older person’s 

issue: Results from an Australian biomedical study. BMC Public 

Health. 10: pp.718-729.

Teesson, M., Byrnes, L.(2001). National Comorbidity Project. National 

Drug and Alcohol Research Centre. Commonwealth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Tinetti, M.E., Bogardus, S.T. Jr., Agostini, J.V.(2004). Potential pitfalls 

of disease-specific guidelines for patients with multiple 

condition,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51, pp.2870-2874. 

Tonelli, M., Muntner, P., Lloyd, A., Manns, B. J., Klarenbach, S., 



196 한국 성인의 복합질환 현황과 이환 패턴 분석 연구

Pannu, N. et al.(2012). Risk of coronary events in people with 

chronic kidney disease compared with those with diabetes: a 

population-level cohort study. The Lancet, 380(9844), 

pp.807-814.

WHO(2008).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2004 update, Geneva, 

Switzerland

WHO(2011). Global Status Report on noncommunicable disease 2010. 



부 록 〈〈

고혈압 및 당뇨 환자의 질환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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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1〉 고혈압 및 당뇨 환자의 질환별 빈도
(단위: 명)

질환명
고혈압 당뇨

빈도 순위 빈도 순위

1 암 98 17 35 15
2 빈혈증 39 27 20 22
3 갑상선이상 26 29 9 28
4 당뇨병 236 8 - -　
5 비만 4 37 0 -
6 지질대사장애 227 10 84 10
7 대사교란/통풍 61 23 9 29
8 파킨슨씨병 4 37 5 33
9 편두통/만성두통 111 14 31 18
10 신경장해 96 19 35 16
11 알레르기 792 2 275 2
12 고도시력감퇴 272 7 176 5
13 어지럼증 88 20 28 20
14 고도청각손실 65 22 18 24
15 고혈압 - - 214 4
16 만성허혈성심질환 120 11 31 19
17 심장판막질환 4 37 1 37
18 심부정맥 34 28 10 27
19 심부전증 13 33 3 36
20 뇌졸중 102 15 41 12
21 죽상동맥경화증/말초동맥폐색질환 99 16 22 21
22 하지정맥류 26 30 8 31
23 치핵 98 17 39 14
24 저혈압 4 37 1 38
25 만성폐쇄성폐질환 315 5 126 6
26 천식 119 12 50 11
27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842 1 315 1
28 장게실증 6 36 0 40
29 간질환 235 9 96 9
30 만성담낭염/담석 24 31 5 34
31 건선 18 32 9 30
32 류마티스관절염 288 6 98 8
33 무릎관절증 347 4 120 7
34 만성요통 731 3 251 3
35 골다공증 45 26 12 26
36 신기능부전 12 34 8 32
37 요로결석 48 24 18 25
38 요실금 47 25 19 23
39 전립선비대증 112 13 35 17
40 비염증성부인과질환 85 21 41 13
41 간질 8 35 5 35

주: 한 사람이 여러 개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각 질환이 모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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