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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서론: 본 연구는 대한민국 일반 성인에서 주요 정신질환의 

유병률과 관련요인, 서비스 이용행태를 파악하고, 2001년 

이루어진 전국 정신질환 역학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주요 

정신질환의 유병률 및 관련요인, 서비스 이용행태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방법: 2011년 정신질환실태조사는 18세 이상 74세 이하의 

지역사회 거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12개 지역에서 1대1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다단계집락추출법을 사용하여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 (DSM-IV)에 근거해 완전히 구조화된 

도구인 World Health Organization Composite International 

Diagnostic Interview (CIDI)의 한국어 버전을 조사도구로 

사용하였다. 2001년 정신질환실태조사는 10개 지역에서,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지역사회 거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같은 다단계집락추출법을 사용해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같은 조사도구를 사용하였다.  

결과: 2011년 7월에서 11월까지 총 6,022명이 면담을 완료하여 

응답율은 78.7%로 나타났다. 2001년에는 총 6,242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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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응답률은 80.2%였다. 2001년과 2011년 

사이에는 알코올 및 니코틴 사용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의 

유병률 및 위험, 관련요인, 서비스 이용행태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2001년에 비해 2011년 남성에서 물질사용장애의 위험은 

유의하게 낮아졌고, 남녀 모두에서 기분장애의 위험이 높아졌다. 

10년 사이 변하지 않은 공통 관련요인으로는 물질사용장애의 

경우 남성, 이혼/별거/사별, 기분장애와 불안장애의 관련요인은 

2001년, 2011년 모두 여성, 이혼/별거/사별 상태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2001년과 달리 무직, 저소득, 낮은 교육상태도 

기분장애와 불안장애의 관련요인으로 나타났다.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률은 모든 군에서 증가하였다.   

결론: 10년 사이 주요정신장애군의 유병률, 관련요인, 서비스 

이용행태에서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었다. 변화 실태에 맞는 

개입방안을 찾아내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주요어: 유병률, 대한민국, 성인, DSM-IV, 정신장애, 정신질환 

학번: 2010-3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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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가. 연구 배경 

 

 정신질환의 이환율 및 병으로 인한 부담,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등은 적지 않다.  

 

1) 정신질환의 이환율  

 WHO에서 시행한 세계정신건강역학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orld Mental Health Surveys)에 따르면 미국에서 니코틴 사용장애를 

제외한 모든 정신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46.4%, 1년 유병률은 26.2%에 

이른다(1). 이는 미국 전체 인구 중, 거의 절반의 사람들이, 평생 한 

번은 어떤 것이든 정신장애를 앓은 적이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가장 

흔한 정신장애 중 하나인 우울장애의 경우, 미국 일년 유병률은 6.7%, 

유럽은 3.0~6.0%로 조사되었다. 동아시아의 경우 유병률은 1.7%에서 

3.1%로, 5% 이상인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유병률을 

나타내었으나(2), 당뇨의 일년 유병률이 2.7%에서 5.3%, 암의 일년 

유병률은 0.5%에서 3.2%로 나타난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결코 적지 

않은 수치이다(3, 4).  

 조사에서 얻어진 주요 질환들의 유병률을 통해 추산해보면 우울증에 

이환된 인구는 전세계적으로 15억 1천 2백만 명, 아시아에서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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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백만 명, 알코올 사용 장애는 세계적으로 12억 5천만 명, 아시아에서 

2억 1천5백만 명에 달한다. 상대적으로 유병률이 낮은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정신장애의 경우에도, 전세계에서 조울증에 이환된 인구가 2억 

9천 5백만, 정신분열병에 이환된 인구가 2억 6천 3백만 명으로 나타나, 

정신질환이 결코 드물지 않음을 보여준다(2). 유럽에서 세계 정신건강 

역학연구 조사 결과를 근거로 보고한 바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유럽에서 기분장애에 이환된 인구가 3억 3천3백만, 불안장애에 이환된 

인구가 6억 1천3백만, 알코올 사용 장애 등을 포함하는 중독 질환에 

이환된 인구가 1억 5천5백만, 정신병적 장애도 5백만 명으로 

추산된다(5).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서, 평생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를 앓은 적이 있는 대상자가 38.2%로,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에 달한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특히 알코올 사용장애는 평생 

유병률 25.5%, 일년 유병률 5.6%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최근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 일 년 간 한 번 이상 정신장애를 앓은 

적이 있는 대상자가 17.1%, 알코올과 니코틴 사용 장애를 제외하면 

8.3%으로 나타난 바 있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표준인구로 하여 

계산해보면 알코올, 니코틴 사용 장애를 제외해도 추정 환자 수가 

264만여 명에 달한다(6). 

 

2) 정신질환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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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담의 정도는 암이나 심장 질환 등 주요한 질환 

못지않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각 질병으로 야기되는 부담에 대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우울증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3위로 나타났다. 즉,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생기는 손실 등을 모두 고려할 때, 4위인 

심장질환이나, 5위인 에이즈, 6위인 심혈관질환보다도 우울증의 

질병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WHO에서는 2030년에는 우울증이 

질병부담이 가장 큰 질환으로써,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울증 뿐 아니라 다른 정신질환을 포함하면 질병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정신질환의 범주에 속하는 알코올 사용장애는 17위로, 20개의 주요 

질병부담 요인에 포함되었다(7).  

 세계정신건강역학연구결과를 토대로 추산한 바에 따르면 유럽 전체에서 

2010년 한 해 동안 질병으로 인한 직접적, 간접적 비용은 불안장애의 

경우 약 112조 원, 기분장애의 경우 약 171조 원, 중독 질환의 경우 약 

9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분장애의 경우에는 

뇌졸중의 질병비용인 40조 원의 4배에 달한다. 또한 이 수치는 

2004년의 질병비용인 불안장애 86조 원, 기분 장애 159조 원, 중독 

질환 62조 원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5, 8).  

 국내에서는, 전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1조 

1730 억 원(9)으로, 전체 GDP의 0.5%에 달한다는 추산도 있었다(10). 

또한 전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2001년에는 연간 1조 



4 

 

4913억 원에서 2005년에는 2조 1156억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었다(11). 질환으로 인해 직접 소요되는 치료비 

등의 직접비 뿐 아니라, 간접 비용까지 계산한 경우, 2005년 우울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4조 이상으로 추산되었고(12), 주요우울증의 

질병 부담은 암보다 큰 것으로 추산되기도 하였다(13).  

 이러한 정신질환의 사회적 부담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신질환의 실태에 대해 조사하는 역학 연구가 필수적이다. 정신질환의 

유병률, 위험요인,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분석을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질병부담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 자료는 질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신보건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가 되어, 보다 과학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며, 또한 정신의학 연구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3) 기존 정신질환역학조사의 결과  

 해외의 정신질환 역학조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전국적인 

역학조사인 Epidemiologic Catchment Area (ECA) 연구(14)가 

1980년대 이루어진 이래, 많은 대규모 지역사회 역학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1990-92년의 National Comorbidity Survey (NCS) (15), 

2001-2002년의 National Comorbidity Survey Replication (NCS-R) 

(16, 17) 등에서 전국에서 선발된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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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의 유병률과 관련요인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 중 NCS와 NCS-

R에서는 동일한 조사도구인 Composite International Diagnostic 

Interview (CIDI)(18)를 사용하였다. NCS와 NCS-R을 비교해보면 십 

년 사이 주요우울장애의 일년 유병률은 10.3%에서 6.8%, 알코올 

사용장애의 일년 유병률은 9.7%에서 3.1%로 크게 감소한 반면, 

범불안장애는 3.1%에서 2.7%로 다소 감소하였다(15-17).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기존 역학조사를 살펴보면, 최초로 전국적인 

단위의 역학조사가 실시된 것은 1984년이었다. 이정균 등이 DSM-

III를 기준으로 한 한국어판 Diagnostic Interview Schedule 

(DIS)(19)를 개발하여 국내 최초로 구조화된 진단도구를 사용한 전국 

역학조사를 시행하였다(19). 당시 조사 결과 서구에 비해 알코올 

사용장애의 유병률이 매우 높았고, 약물중독, 정신분열병, 주요 우울증 

등 타 정신질환의 유병률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세계적으로 공인된 진단 도구인 DIS(20)나 CIDI를 사용한 전국적 

조사는 없다가, DSM-IV에 근거한 조사도구인 CIDI를 사용한 전국 

규모의 역학조사가 2001년과 2006년에 시행되었다. 2001년과 2006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서는 주요 정신질환들의 유병률, 인구사회학적 

특성, 관련 요인, 그리고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21, 22).  

 그 결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정신질환의 실태 역시 지속적인 

변화를 보임이 밝혀졌다. 1984년에는 알코올 사용 장애 평생 유병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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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였으나, 2001년에는 16.8%, 2006년에는 16.2%로, 알코올 사용 

장애는 다소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니코틴 사용 장애 역시 1984년에는 

19.9%, 2001년에는 11.1%, 2006년에는 9.0%로 감소추세였다. 그러나 

주요우울장애는 1984년 3.3%, 2001년 4.3%, 2006년 5.6%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19, 21, 22).  

 최근 우리 사회는 수많은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겪어왔다. 

전세계적으로도 선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급격한 경제적 압축 성장이 이루어졌다. 최근 십 년 사이 

인구학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진행되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0년 전체 인구의 7.2%인 340만에서 2010년 전체 인구의 11.0%인 

545만으로, 약 60% 증가하였다(23). 초혼 연령이 늦어지고 이혼이 

증가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해 전체의 23%에 달하는 등(23, 24), 가족의 

형태나 개념도 달라졌다. 이와 같은 사회 변화는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 

환경, 가치관 등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또한 급격한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커져 스트레스 상황, 삶의 질 등도 변화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신질환실태 역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실태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할 주요 정신질환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가 필요하다.  

먼저 2006년의 조사 결과, 알코올 사용장애의 1년 유병률은 5.6%, 

니코틴 사용장애는 6.0%, 기분장애는 3.0%, 불안장애는 5.0%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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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정신질환의 범주로 나타났다(22). 보다 많은 사람에게 이환되어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들을 주요 정신질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신질환 진단 시 우선순위에서 물질사용장애 다음으로 상위에 

해당하는 정신병적 장애의 경우, 진단의 우선순위나 정신질환으로서의 

중요성 등을 생각하면 주요 정신질환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신병적 장애에 해당하는 정신분열병, 정신분열형장애, 

분열정동장애, 망상장애, 단기정신병적 장애는 환자 스스로 자신의 

증상을 숨기려는 경향이 다른 질환에 비해 크다. 그리고 질환에 

이환되어 있는 환자는 인지기능 장애, 망상, 왜곡된 인지 등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질문의 의도를 충분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병 환자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기 

보다는 시설에 입소되어 지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연구에서는 실제보다 정신병적 장애의 유병률이 

저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2006년 조사 결과 일년 유병률이 

0.3%로 나타났던 정신증의 경우,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약 18명 

정도로 나타났다(22). 그런데 각 질환의 인구사회학적 분포나 위험요인, 

동반이환 질환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샘플 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신병적 장애의 경우 사회인구학적 분포를 확인하고, 

위험요인을 분석할 때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비교적 유병률이 

높은 질환을 분석하여야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정신질환 중 정신분열병이나 조울병, 강박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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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유전적, 생물학적 원인이 보다 많이 기여하므로(24-26) 문화권, 

국가에 따른 유병률의 차이가 적다고 보고되고 있어, 사회적 변화에 

의한 질병 실태의 변화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정신질환 실태의 변화 추이를 보기 

위해서는 알코올 사용 장애, 니코틴 사용 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를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나.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 정신질환의 전국적 실태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2011년 전국 정신질환 역학연구를 진행하여, 정신질환의 

유병률과 사회인구학적 분포, 관련 요인, 정신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을 

조사한다. 특히 2011년 알코올 사용장애, 니코틴 사용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의 실태를 2001년의 결과와 비교하여, 10년 간의 변화 추이를 

파악한다. 그를 통해 유병률, 관련요인, 서비스 이용의 변화를 알아보고, 

향후 정신질환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9 

 

II. 방법 

 

가. 연구 대상 

 

 2011년 전국 정신질환 역학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74세 이하의 성인 600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병원, 요양원 등의 

시설 입소자는 제외하였다. 2006년이나 2001년 역학연구 시 조사대상 

목록의 약 50%가 응답을 완료했던 것을 고려하여, 1차 조사 대상자 

목록의 수는 총 12,000명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전국에서 다단계집락추출법(multi-stage 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여 추출하였다(Figure 1). 전국 각 지역에서 골고루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광역시/도 구분에 근거해 6개의 1차 추출단위로 

분류하고, 다시 6개의 단위에서, 각각의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12개의 

시․군․구를 2차 추출단위로 선정했다(Figure 2). (서울 3개, 인천․경기 

4개, 충청 1개, 경상 2개, 전라 1개, 강원 1개) 12개 조사권역(2차 

추출단위)마다 인구가 다르므로 우리나라 전체인구 대비 해당 

조사지역의 인구수를 고려하여 조사권역별 표본의 크기를 설정하였다 

(Table 1). 12개의 각 지역 내에서 동 단위(3차 추출단위)를 무작위 

추출한 후, 추출된 동 단위 내에서 조사구(4차 추출단위)를 무작위 

추출한다. '조사구'는 통계청의 협조를 얻어,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사용한 조사구 구분을 이용하였다. 한 조사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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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50~100 가구가 속하는데, 해당 조사구에 속하는 가구 모두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한 가구 당 한 명만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되, 

가구 내에서의 선택 비틀림을 막기 위해 가구 내 가족구성원 중 

‘월’을 제외한 생일의 끝자리가 가장 빠른 사람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정하였다.  

 2001년 전국 정신질환 역학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성인 600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실제 조사 관리가 

이루어진 단위가 2011년 12개였던 것과 달리 2001년에는 10개였으며, 

최종 추출 단위가 2011년에는 동/읍/면 내의 조사구였던 것과 달리, 

2001년에는 동/읍/면 내의 리/통이었다는 차이는 있으나, 다단계 

집락추출법을 사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연구 디자인은 2011년과 

동일하였다(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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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집락추출법 (multi-stage cluster sampling) 

   

전국을 6개 구역으로 나눔(광역시/도를 기준) 

- 서울, 경기/인천, 충청, 경상, 전라, 강원 

  

1차 추출단위를 대표할 수 있도록 2차 추출단위를 선정 

- 서울 3개, 경기/인천 4개, 충청 1개, 경상 2개,  

   전라 1개, 강원 1개 지역 선정 

  

2차 추출단위를 대표할 3차 추출단위 무작위 선정 

- 해당 지역 내의 3~5개 동/읍/면을 선정 

  

선정된 동/읍/면 내에서 무작위로 조사구를 선정 

-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사용된 조사구를 사용 

- 해당 조사구 내 모든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함 

(한 조사구당 50-100가구) 

  

가구당 1인의 최종면담 대상자를 선정 

- 무작위 추출이 가능하도록 일정 기준에 근거 

 

Figure 1. Sampling method of the research subjects i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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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umber of subject of each area in the national survey in 

2011 

 총인구 (명) 
지역별 

인구비(%) 

추산 표본크기 

(명) 
표본크기 (명) 

총계 48,219,172 100 6000 6000 

서울 서울 9,708,483 20.1 20.1 1206 1206 1200
강동, 동작, 

중랑 (400*3) 

경기 경기 11,270,358 23.4

28.9

1404

1734 2000

수원, 파주 

(600*2) 

인천 인천 2,637,652 5.5 330
인천 중구, 

강화 (400*2) 

경상 

부산 3,403,135 7.1

15.8

426

948 600 울산 (600) 울산 1,081,985 2.2 132

경남 3,153,866 6.5 390

경북 2,583,097 5.4
10.5

324
630 600 대구 (600) 

대구 2,444,085 5.1 306

전라 

광주 1,469,293 3

10.2

180

612 600
광주, 나주 

(600) 
전남 1,718,516 3.6 216

전북 1,754,551 3.6 216

충청 

충북 1,503,958 3.1

10.4

186

624 600
청주, 청원 

(600) 
충남 2,010,150 4.2 252

대전 1,495,453 3.1 186

강원 강원 1,456,207 3 3.1 180 180 400 춘천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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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Location of survey areas i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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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집락추출법 (multi-stage cluster sampling) 

   

전국을 6개 구역으로 나눔(광역시/도를 기준) 

- 서울, 경기/인천, 충청, 경상, 전라, 강원 

  

시/군/구 단위의 10개 권역(catchment area)를 선정 

- 서울 4개, 경기/인천 2개, 충청 1개, 경상 1개,  

   전라 1개, 강원 1개 지역 선정 

  

- 해당 시/군/구 내의 5-6개 동/읍/면을 선정 

  

선정된 각 동/읍/면 별로 2-3개 리/통을 무작위 추출 

- 추출단위 내에 70-100여 가구 포함 

- 100가구가 넘는 경우 무작위 추출로70가구만 포함 

- 70가구가 되지 않는 경우 인접한 2차 추출단위 가구를 포함 

  

가구당 1인의 최종면담 대상자를 선정 

- 무작위 추출이 가능하도록 일정 기준에 근거 

 

Figure 3. Sampling method of the research subjects i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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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 내용 및 조사 도구 

 

1)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별, 연령, 결혼상태, 취업상태, 소득, 거주지, 교육수준 등 정신질환의 

실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조사하였다 (Table 2, Figure 4).  

 

2) DSM-IV에 근거한 주요 정신질환의 유병률 조사 

 응답자의 정신과적 질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도구로 한국어판 

CIDI (Korean version of Composite International Diagnostic 

Interview ; K-CIDI)(27)를 사용하였다. CIDI는 국가 간의 횡문화적 

역학연구와 정신병리의 비교연구를 목적으로 WHO와 미국의 Alcohol, 

Drug Abuse and Mental Health Administration (ADAMHA)에 의해 

개발된 검사도구이다(18). NCS(15), NCS-R(16, 17), World Health 

Organization World Mental Health Surveys(WHO-WMHS)(2) 등 

대규모 지역사회 역학조사에서 사용되었다. 여러가지 상황, 문화, 

국가에서 정신장애를 평가하는데 적합하고 받아들일만하며 평가자간 

신뢰도 역시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28-30).  

 CIDI의 진단 모듈에는 DSM-IV와 ICD-10의 알코올/니코틴 사용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신체형장애, 식이장애, 그리고 정신병적 장애에 

해당되는 모든 질환이 포함된다(Table 3). 진단 범주 별로 모듈이 

구분되어 있어, 필요한 부분만을 따로 적용할 수도 있다. CIDI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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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교육을 받으면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완전히 구조화되어 있으며, 423개의 기본 문항과, 일부 기본 문항에 

대한 추가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질문들을 통해 각 진단을 

구성하는 기준들에 대한 정보, 각 증상의 처음 시작 시기와 마지막 끝난 

시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Figure 5, 6). 일부 증상에 대해서는, 

증상이 임상적인 의미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지, 증상이 진단의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원인(약물, 신체질환)에 의한 것은 아닌지 등을 

결정하기 위해 탐색흐름도(Probe flow chart)를 이용하여 추가질문을 

진행한다(Figure 7). 전체 CIDI의 질문을 모두 적용하면 75분 정도 

걸리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 그 다음의 해당 증상에 대한 문항을 

건너뛰도록 되어있으므로 75분보다는 시간이 단축된다. 자료 입력 

프로그램에 각 질문의 답을 입력하면 정해진 변수 값으로 저장되며, 이 

데이터에 진단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DSM-IV와 ICD-10에 포함된 

주요 정신장애 진단 정보를 산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 조맹제 등에 의해서 한국어로 번역되어, 

CIDI Korean Version (K-CIDI)이 개발되었다. K-CIDI는 신뢰도 및 

타당도 검사에서 역학연구에 적절한 진단도구로 평가되었다. 평가자간 

신뢰도 검사는 진단에 따라 kappa 값이 0.86-1.00,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사에서는 kappa값이 0.42-0.89였으며, 타당도 검사에서 

kappa 값은 0.5-1.0였다(27). K-CIDI는 2001년, 200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서도 사용되었다(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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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osition of the questionnaire used in the national survey 

in 2011 

Part 항목 

Section A Demographic profile 

Section B Nicotine use disorder 

Section C Somatoform disorder 

Section D Anxiety disorder 

Section E Depression 

Section F Bipolar disorder 

Section G Psychosis 

Section H Eating disorder 

Section J Alcohol use disorder 

Section K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ection Q Pathologic gambling 

Section R Internet addiction 

Section S Suicidal behavior 

Section SR Use of mental healt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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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Questions for demographic profile of the subjects in the 

national survey i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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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ossible diagnosis conducted by CIDI  

Mood disorder Substance disorder 

DSM IV Major Depressive Disorder DSM IV Alcohol Abuse 

DSM IV Major Depressive Episode ICD Harmful Use Alcohol 

ICD Severe Depressive Episode DSM IV Alcohol Dependence 

ICD Moderate Depressive Episode ICD Alcohol Dependence 

DSM IV Minor Depressive Disorder DSM IV Drug Abuse 

ICD Mild Depressive Episode ICD Harmful Use Drugs 

DSM IV Recurrent Brief Depression DSM IV Drug Dependence 

DSM IV Dysthymia ICD Drug Dependence 

ICD Dysthymia DSM IV Nicotine Dependence 

DSM IV Hypomanic Episode ICD Nicotine Dependence 

ICD Hypomania Impulse Control disorder 

DSM IV Manic Episode DSM IV Conduct Disorder 

ICD Mania ICD Conduct Disorder 

Anxiety disorder DSM IV 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 

DSM IV Agoraphobia DSM IV Anorexia Nervosa 

DSM IV Agoraphobia w/out Panic ICD Anorexia Nervosa 

ICD Agoraphobia with, w/out Panic DSM IV Bulimia Nervosa 

DSM IV GAD ICD Bulimia Nervosa 

ICD GAD DSM IV Pathological Gambling 

DSM IV OCD ICD Pathological Gambling 

ICD OCD DSM IV Attention Deficit Disorder 

DSM IV Panic Attack ICD Hyperkinetic Disorder 

ICD Panic Attack DSM IV ODD 

DSM IV Panic Disorder ICD ODD 

ICD Panic Disorder Other 

DSM IV Social Phobia DSM IV Premenstrual Dysphoric Disorder 

ICD Social Phobia  

DSM IV Specific Phobia  

ICD Specific Phobia  

DSM IV Separation Anxiety Disorder  

ICD Separation Anxiety Disorder  

DSM IV Adult Separation Anxiety 

Disorder 

 

ICD Adult Separation Anxiety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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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Part of the K-CIDI for diagnosis of major depressive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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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Part of the K-CIDI for diagnosis of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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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Probe flow chart (Korean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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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신의료서비스 이용실태조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신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지, 

이용하였다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였는지 조사하여 정신의료 서비스 

이용 실태를 파악하였다(Figure 8). '정신의료서비스 이용'은 '정신과 

전문의, 타과 의사, 기타 정신건강 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간호사 등)와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한 번 이상 

상의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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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Questions for use of mental health service in the national 

survey i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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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사 방법 

 

1) 면담 방법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조사구의 모든 가구들을 방문해 조사대상 기준에 

적합한 가구원 중 한 명의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사전조사를 먼저 

진행하였다. 사전조사 시 해당 조사대상자와 만날 수 있으면 곧장 본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해당 조사대상자가 집에 없는 경우 

재방문하여 본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는 선정된 조사대상자와 1대 

1 면담을 통해 진행되었다. 만나기 어려운 경우 적어도 3회 이상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집에서 면담이 어려운 경우 직장이나 

학교로 방문해 진행하기도 하였다.  

 

2) 조사요원  

 조사요원은 12개의 각 지역 거주자 중, 가능한 한 의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계통의 교육배경을 가진 자, 의료, 복지와 관련된 경험이 

있으며 연구조사에 경험이 있는 자로 선발하였다. 조사지역별로 표본 

크기의 차이가 있으므로 조사대상 100인당 조사요원 1인 이상 선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조사 진행의 질적 관리를 위해, 모집한 조사요원 중 1인을 

현장관리자(field supervisor)로 활용하였다. 현장관리자(field 

supervisor)는 조사의 질적 관리를 위해, 조사요원의 실제 조사 진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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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하는 역할을 하였다. 일부 조사대상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조사요원이 실제로 찾아가서 설문을 완료했는지 확인하고, 결과를 

점검하여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지시하였다. 또한 설문을 

완료한 설문지에 오류가 없는지도 검토하였다.  

 조사요원의 교육은 WHO CIDI의 표준 교재에 의해, 동일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다. 5일간 전일에 걸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훈련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교육에는 K-CIDI 사용법, 면담기술 

교육과, CIDI에 관련된 과제 및 풀이, 가상면담(mock interview) 및 

실제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면담(live interview)을 포함하였다. 총 

4기에 걸쳐 12인의 현장관리자와 78명의 조사요원의 훈련이 

이루어졌다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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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raining schedule of interviewers in 2011 

일정 6.27-7.1 7.4-7.8 7.11-7.15 8.8-8.12 

참여 

지역 

전라 광주/나주 경상 울산 경기 수원 경기 수원 

강원 춘천 충청 청주/청원 경상 대구 서울 중랑구 

서울 강동구 서울 동작구 경기 인천 서울 동작구 

경기 파주 서울 중랑구 경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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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통계분석 

 

 K-CIDI의 문항들로부터 진단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DSM-IV와 ICD-

10의 진단, 발병연령, 기타 변수들을 산출하고 CIDI 의 모든 문항과 

진단알고리듬에 의해 발생한 변수들을 SPSS의 자료 파일로 전환하여 

분석하였다. 2010년 인구센서스 자료에 의한 인구분포를 기준으로 지역, 

성별, 나이에 따라 표본가중치를 계산하여 유병률 등의 분석에 

이용하였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변인 별 분포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t-test를 시행하였다. 2001년과 2011년 사이 정신장애군의 위험에 

유의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교차분석과,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포함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2001년과 

2011년 각각의 연도에서 정신장애군의 관련요인을 t-test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18th version 을 이용해 수행하였다.  

 

마. 연구윤리 준수사항 

 

 연구대상자들에게는 면담조사 전 연구 관련 사항을 고지한 후 서면으로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았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만 면담 조사를 

진행하였다. 서울대학교 병원 의생명연구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연구가 수행되었다. (IRB 번호 1104-09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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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가. 조사 응답률 

 

현장 방문 조사는 2011년 7월 19일 ~ 2011년 11월 16일, 즉 4개월 

간 이루어졌다.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최초 조사대상 목록 

13,895가구 중, 기준에 맞는 대상자가 없거나, 재개발 중이거나, 

공장이나 상가 등 실제로는 가구가 아니거나, 거주자가 없는 경우 등 

조사 대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9,102 가구가 조사 대상 

가구로 선정되었다. 조사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1주 이상의 간격으로 3회 이상 방문했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 해 

대상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대상자 확인 불가능(1,320가구)으로 

정의하고, 술이나 약물 중독, 청각장애, 인지기능 저하, 의사소통 불가능 

등으로 면담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를 면담불가(132명)로 정의하였다. 

대상자 확인 불가능이나 면담 불가인 경우를 제외한 조사대상자는 

7,650명이었다. 1,628명이 면담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6,022명에 대한 면담을 완료하여, 응답률은 78.7%로 나타났다.  

2001년 조사의 경우 12,914명의 명단을 선정하였고, 6,242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면담 불가능자를 제외한 응답률은 80.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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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011년 전체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5와 같다. 남자가 

2,308명(38.3%), 여자가 3,714명(61.7%)으로 남녀 비는 1: 1.61였다. 

이 중 만 64세 이하의 응답자는 4894명으로, 남자가 1910명(39%), 

여자가 2984명(61.0%)로 나타났다.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만 18세 이상 74세 이하 인구에서 남자는 

49.9%, 여자는 50.1%로서 남녀 비는 1:1.04이었으므로, 전국의 남녀 

인구에 비해 본 조사에서는 남자의 비율이 다소 낮았다. 

 본 조사의 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는 18~29세 구간이 13.9%, 30대가 

19.8%, 40대가 19.5%, 50대가 19.8%, 60~69세 구간이 17.0%, 

70~74세 구간이 9.9%였다. 이 중 65세 이상의 노인은 18.7%이었다. 

조사대상자의 65.0%가 현재 결혼 상태였고, 이혼/별거/사별은 17.0%, 

미혼이 17.9%였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35.9%가 교육연한 13년 이상의 

학력이었고, 교육연한 0~6년이 18.9%, 7~9년이 11.9%, 10~12년이 

33.4%였다. 대상자들의 평균 교육년수는 11.55년(남자: 12.4년, 여자: 

11.0년)이었다. 조사응답자의 39.8%가 현재 전일제(full-time)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부분제 취업은 6.4%였다. 현재 직업이 없다고 

한 응답자가 21.3%였다. 학생과 주부는 32.4%였다. 조사응답자의 

44.7%가 가구당 월수입이 200만원 미만이었고 24.1%가 월 

200만~350만, 31.2%가 월 300만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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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emographic profile of the subjects in the national survey in 

2011 

 Total (N=6022) 

 Unweighted, N (%) Weighted
*

, (%) 

Sex   

   Female 3714 (61.7) 50.1 

   Male 2308 (38.3) 49.9 

Age (years)   

 18-29 837 (13.9) 22.1 

 30-39 1191 (19.8) 21.6 

 40-49 1177 (19.5) 22.7 

 50-59 1195 (19.8) 18.2 

 60-69 1025 (17.0) 11.1 

 70-74 596 (9.9) 4.3 

Marital state   

 Married 3917 (65.0) 61.1 

 WSD
† 

1026 (17.0) 12.0 

 Not married 1075 (17.9) 26.8 

Education (years)   

 Not educated 235 (3.9) 1.9 

 1-6 902 (15.0) 9.5 

 7-9 714 (11.9) 9.8 

 10-12 2010 (33.4) 35.3 

 ≥13 2161 (35.9) 43.4 

Employment   

 Full-time 3928 (65.4) 63.9 

 Part-time 386 (6.4) 6.5 

 Unemployed 1694 (28.2) 29.6 

*
 Weighted by age and sex to the population census 2010

 

†
 WSD: Widowed/separated/div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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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의 조사대상연령은 만18세에서 74세였기 때문에, 2001년과 

비교하기 위해, 동일한 연령대(64세 이하)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64세 이하 응답자는 총 4894명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2001년도와 

비교해보면, Table 6와 같다. 2011년의 대상자는 2001년에 비해 남성이 

유의하게 많았으며, 18-29세의 젊은 연령의 비율은 적고 50-59세, 

60-64세와 같은 고령의 비율이 좀더 높았다. 전체 중 기혼자의 비율은 

다소 감소한 반면, 미혼자와 이혼/별거/동거자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교육수준이 높아져 교육연한 10년 이하의 비율이 훨씬 감소했다. 

소득수준이 높아져 월 소득 200만원 이하 군이 감소하였다. 즉, 

2001년과 2011년의 연구 대상군은 대부분의 인구사회학적 분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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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s of demographic profile of the subjects in the 

national survey in the year of 2001 and 2011  

 
2001 2011 

p-value  
N % N % 

Total 6220 100 4894 100 
 

Sex <0.001 

 
Male 2730 49.4 1910 50.4% 

 

 
Female 3490 50.6 2984 49.6% 

 

Age (year) 
    

<0.001 

 
18-29 1248 30.8 838 24.4% 

 

 
30-39 1819 26.4 1191 23.8% 

 

 
40-49 1433 23.0 1177 25.1% 

 

 
50-59 972 13.6 1195 20.1% 

 

60-64 748 6.2 493 6.7% 

Marital status 
    

<0.001 

 
Married 4424 65.7 3268 61.1% 

 

 
WSD

*
 587 7.1 557 9.4% 

 

 
never married 1204 27.2 1066 29.5% 

 

Education (years) 
    

<0.001 

 
<10 2106 22.6 999 16.0% 

 

 
10+ 4114 77.4 3895 84.0% 

 

Employment status 
    

0.004 

 

Working  

(full time or part time) 
3267 53.1 2578 55.4% 

 

 
Student/housewife 2072 33.1 1517 29.6% 

 

 Not working 881 13.8 785 15.0% 

N=unweighted; %=weighted by age and sex to population census of each year(2000 and 

2010); 
* 
WSD: Widowed/separated/div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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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정신질환의 유병률  

 

 2011년 조사의 결과로 나온 18세 이상 74세  이하 전체 인구에서의 

모든 정신질환의 평생 유병률과 일년 유병률을 Table 7과 Table 8에 

제시하였다. 이 유병률은 2010년 인구센서스 결과에 의해 성별, 연령을 

보정한 결과이다. 평생 유병률이 가장 높은 정신장애군은 알코올 

사용장애(13.4%), 일년 유병률이 가장 높은 정신장애군은 불안장애 

(6.8%)였다. 

 대부분의 정신질환 유병률은 남녀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가장 평생 

유병률이 높은 정신장애군은 남성에서는 알코올 사용장애(20.7%), 

여성에서는 불안장애(12.0%)로 나타났다. 일년 유병률이 가장 높은 

정신장애군은 여성의 경우 평생 유병률의 경우와 동일하게 불안장애 

(9.8%)였으나 남성에서는 니코틴사용장애 (7.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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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Lifetime prevalence of DSM-IV major mental disorders in 

South Korea * 

Diagnoses 

Male 

%(SE)

Female

%(SE)

Total 

%(SE) 

 

Alcohol use disorders 20.7 (1.0) 6.1 (0.6) 13.4 (0.9)  

Alcohol dependence 7.6 (0.7) 3.1 (0.4) 5.3 (0.6)  

Alcohol abuse 13.0 (0.8) 3.1 (0.4) 8.0 (0.7)  

Nicotine use disorders 12.7 (0.8) 1.7 (0.3) 7.2 (0.7)  

Nicotine dependence 9.6 (0.7) 1.4 (0.3) 5.5 (0.6)  

Nicotine withdrawal 5.2 (0.6) 0.9 (0.2) 3.1 (0.4)  

Psychotic disorders 0.3 (0.1) 0.9 (0.2) 0.6 (0.2)  

Schizophrenia 0.1 (0.1) 0.2 (0.1) 0.1 (0.1)  

Schizophreniform disorder 0.1 (0.1) 0.0 (0.0) 0.0 (0.0)  

Schizoaffective disorder - 0.0 (0.0) 0.0 (0.0)  

Delusional disorder - - -  

Brief psychotic disorder 0.1 (0.1) 0.6 (0.2) 0.4 (0.2)  

Mood disorders 4.8 (0.5) 10.1 (0.8) 7.5 (0.7)  

Major depressive disorder 4.3 (0.5) 9.1 (0.7) 6.7 (0.6)  

Dysthymic disorder 0.4 (0.2) 1.2 (0.3) 0.8 (0.2)  

Bipolar disorder 0.2 (0.1) 0.2 (0.1) 0.2 (0.1)  

Anxiety disorders 5.3 (0.6) 12.0 (0.8) 8.7 (0.7)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0.5 (0.2) 1.0 (0.3) 0.7 (0.2)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1.0 (0.3) 2.1 (0.4) 1.6 (0.3)  

Panic disorder 0.1 (0.1) 0.4 (0.2) 0.3 (0.1)  

Agoraphobia 0.2 (0.1) 0.6 (0.2) 0.4 (0.2)  

Social phobia 0.4 (0.2) 0.6 (0.2) 0.5 (0.2)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1.4 (0.3) 2.4 (0.4) 1.9 (0.3)  

Specific phobia 2.7 (0.4) 7.8 (0.7) 5.2 (0.6)  

Any DSM-IV disorder
†
 31.7 (1.2) 23.5 (1.1) 27.6 (1.1)  

Any DSM-IV disorder except for 

nicotine use disorders 
26.4 (1.1) 23.0 (1.1) 24.7 (1.1) 

 

Any DSM-IV disorder except for 

substance use disorders 
9.2 (0.7) 19.6 (1.0) 14.4 (0.9) 

 

*
 Weighted by age and sex to the population census 2010

 

†
 Including alcohol use disorders, nicotine use disorders, psychotic disorders, mood 

disorders and anxiety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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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12-month prevalence of DSM-IV major mental disorders in 

South Korea * 

Diagnoses 

Male

%(SE)

Female

%(SE)

Total 

%(SE) 

Alcohol use disorders 6.6 (0.6) 2.1 (0.4) 4.4 (0.5) 

Alcohol dependence 3.2 (0.4) 1.2 (0.3) 2.2 (0.4) 

Alcohol abuse 3.4 (0.5) 0.9 (0.2) 2.1 (0.4) 

Nicotine use disorders 7.0 (0.6) 0.9 (0.2) 4.0 (0.5) 

Nicotine dependence 5.5 (0.6) 0.7 (0.2) 3.1 (0.4) 

Nicotine withdrawal 2.7 (0.4) 0.4 (0.2) 1.6 (0.3) 

Psychotic disorders 0.2 (0.1) 0.5 (0.2) 0.4 (0.2) 

Schizophrenia 0.1 (0.1) 0.1 (0.1) 0.1 (0.1) 

Schizophreniform disorder 0.1 (0.1) - 0.0 (0.0) 

Schizoaffective disorder - - - 

Delusional disorder - - - 

Brief psychotic disorder 0.1 (0.1) 0.4 (0.2) 0.2 (0.1) 

Mood disorders 2.3 (0.4) 4.9 (0.5) 3.6 (0.5) 

Major depressive disorder 1.8 (0.3) 4.3 (0.5) 3.1 (0.4) 

Dysthymic disorder 0.3 (0.1) 0.6 (0.2) 0.4 (0.2) 

Bipolar disorder 0.2 (0.1) 0.2 (0.1) 0.2 (0.1) 

Anxiety disorders 3.7 (0.5) 9.8 (0.8) 6.8 (0.6)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0.3 (0.1) 0.8 (0.2) 0.6 (0.2)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0.3 (0.1) 0.9 (0.2) 0.6 (0.2) 

Panic disorder - 0.3 (0.1) 0.2 (0.1) 

Agoraphobia 0.2 (0.1) 0.3 (0.1) 0.3 (0.1) 

Social phobia 0.3 (0.1) 0.4 (0.2) 0.3 (0.1)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0.8 (0.2) 1.2 (0.3) 1.0 (0.3) 

Specific phobia 2.4 (0.4) 7.2 (0.7) 4.8 (0.5) 

Any DSM-IV disorder† 16.2 (0.9) 15.8 (0.9) 16.0 (0.9) 

Any DSM-IV disorder except 

for nicotine use disorders 
11.5 (1.8) 15.5 (0.9) 13.5 (0.9) 

Any DSM-IV disorder except 

for substance use disorders 
6.1 (0.6) 14.3 (0.9) 10.2 (0.8) 

*
 Weighted by age and sex to the population census 2010

 

†
 Including alcohol use disorders, nicotine use disorders, psychotic disorders, mood 

disorders and anxiety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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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64세 이하에서의 알코올 사용장애, 니코틴 사용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의 유병률을 2001년 조사결과와 비교한 결과를 Table 9에 

표시하였다. 

 알코올 사용장애와 니코틴 사용장애의 경우 2001년과 2011년 사이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 추세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성의 경우 알코올 사용장애가 28.3%에서 21.3%로, 니코틴 

사용장애가 20.7%에서 12.6%로 뚜렷한 감소를 보였으나, 여성의 경우 

알코올 사용장애는 6.5%에서 6.7%로 오히려 증가했고, 니코틴 

사용장애는 1.9%에서 1.8%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분장애의 평생유병률은 4.8%에서 7.5%로 증가했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남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불안장애의 경우, 

남성에서는 5.0%에서 5.2%로 다소 증가하고, 여성에서는 13.1%에서 

12.3%으로 다소 감소해, 전체 유병률은 9.1%에서 8.7%로 다소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좀더 구체적인 변화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연령대별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Table 9). 알코올 사용장애의 감소 추세는 남성의 전 

연령대에 걸쳐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여성에서는 

30-44세의 청장년 층에서는 오히려 유병률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니코틴 사용장애 역시, 남성은 전 연령대에서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여성의 경우 30-44세의 청장년 층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기분장애는 남성, 여성의 전 연령대에 걸쳐 모두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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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8-29세 군에서 증가폭이 컸으며, 특히 44세 이하의 남성에서는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불안장애의 유병률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으나, 18-29세 군에서는 남녀 모두 증가하였다. 

남성의 경우 44세 이하 군에서는 증가하였고, 45세 이상 군에서는 

감소한 반면, 여성의 경우 29세 이하 군에서 증가하고 30세 이상 

군에서는 감소하였다.  

 

 요약해보면, 물질 사용장애인 알코올 사용장애와 니코틴 사용장애는 

서로 비슷한 패턴을 보여, 남성에서는 감소하고, 30-44세 젊은 

여성에서는 증가하였다. 기분장애와 불안장애는 30세 이하 젊은 

층에서는 남녀에서 모두 유병률이 증가하였다. 다만 기분장애는 전 

연령에 걸쳐 증가한 반면, 불안장애는 45세 이상에서는 감소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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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Lifetime prevalence of alcohol use disorders, nicotine use 

disorders, mood disorders and anxiety disorders in 2001 and 2011 

by gender and age *
 

Diagnoses 

2001 2011 

Male 

(%)  

Female

(%) 

Total

(%)

Male

(%)

Female 

(%)  

Total 

(%) 

Alcohol use disorders

  18-29 26.7 13.8 20.3 17.1 12.9 15.1 

  30-44 30.1 3.0 16.5 24.3 6.9 15.6 

  45-64 27.7 3.6 15.1 21.1 2.9 11.9 

  Total 28.3 
 

6.5 17.3 21.3 6.7 
 

14.0 

Nicotine use disorders 

  18-29 21.3 3.2 12.3 8.4 2.8 5.7 

  30-44 19.7 0.9 10.3 14.2 2.0 8.1 

  45-64 21.6 1.9 11.4 14.0 1.1 7.5 

  Total 20.7 1.9 11.2 12.6 1.8 7.3 

Mood disorders 

  18-29 2.7 6.2 4.4 6.4 10.6 8.4 

  30-44 1.9 6.4 4.2 4.6 8.5 6.6 

  45-64 3.7 8.5 6.2 3.9 11.6 7.8 

  Total 2.7 6.9 4.8 4.8 10.2 7.5 

Anxiety disorders 

  18-29 4.3 12.1 8.2 6.7 14.9 10.6 

  30-44 4.7 13.9 9.3 5.1 11.3 8.2 

  45-64 6.0 13.2 9.8 4.2 11.7 8.0 

  Total 5.0 13.1 9.1 5.2 12.3 8.7 
      

* 
Weighted by age and sex to the population census of each survey year (2000 and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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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 정신질환의 관련 요인  

 

 각 정신장애와 연관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2001년과 

2011년 각 연도별로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주요 정신장애들의 유병률 

분포를 살펴보았다. 성별에 따라 유병률이 다른 분포를 보였기 때문에 

남녀 각각에서의 유병률 분포를 함께 살펴보았고, 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알코올 사용장애의 경우 2001년과 2011년 모두 남성, 높은 교육수준 

군에서 유병률이 높았다(Table 10). 그러나 2001년에는 18-29세, 

미혼, 무직, 고소득 군에서 유병률이 높았던 것과 달리, 2011년에는 

30-44세, 이혼/사별/별거, 취업 군에서 더 유병률이 높았으며,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남성에서는 

유병률이 감소했으나 여성에서는 다소 증가하여, 남/녀 알코올 사용장애 

유병률의 성별비는 2001년 4.35에서 2011년 3.18으로 감소했다.  

 남성에서의 알코올 사용장애는 전반적으로 모든 군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Table 10). 2001년과 2011년 공통적으로, 

이혼/별거/사별 군에서 가장 흔했으며, 소득,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유의한 유병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령과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였다. 2001년, 2011년 모두 30-44세 군에서 가장 

유병률이 높은 패턴은 유지되었으나, 2001년에는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2011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001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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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 군에서 가장 흔했는데 2011년에는 취업 군에서 가장 흔해졌다. 

이는 학생/주부, 무직 군에서의 유병률 감소폭에 비해 취업 군에서의 

감소폭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성에서는 미혼, 고소득 군에서 유병률이 높은 패턴은 10년 사이 큰 

변화가 없었다(Table 10). 또한 연령별 분포도 유사하여, 18-29세 

군에서 뚜렷하게 유병률이 높은 분포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18-29세 

군이나 45-64세 군에서는 유병률이 다소 감소한 것과 달리, 30-44세 

군의 경우 10년 사이 유병률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취업상태에 따른 

차이는 없던 2001년과 달리, 무직 군의 유병률이 증가하며, 2011년에는 

취업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고소득에서 유병률이 

유의하게 높던 2001년과 달리, 2011년에는 저소득군에서의 유병률이 

증가하며 유의한 차이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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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Lifetime prevalence by demographic factors* and correlates of alcohol use disorder 

 Total  Male   Female  

  2001 2011 2001  2011 2001 2011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Sex   <0.001  <0.001         

   Male  28.3  21.3  -  -  -  -  

   Female 6.5  6.7  -  -  -  -  

Age (year)  <0.001  0.001  0.173  0.002  <0.001  <0.001 

   18-29 20.2  15.1  26.7  17.1  13.8  12.9  

   30-44 16.5  15.6  30.1  24.3  3.0  6.9  

   45-64 15.1  11.9  27.7  21.1  3.6  2.9  

Marital status  <0.001  0.04  <0.001  <0.001  <0.001  <0.001 

   Married 15.7  13.1  27.8  22.1  5.2  5.3  

   WSD
†
 17.6  15.9  47.8  31.2  4.2  5.6  

   Never married 20.8  15.5  26.7  17.9  11.6  11.5  

Employment status  <0.001  <0.001  0.030  <0.001  0.149  0.005 

   Working (full/part time) 20.8  17.0  28.6  23.1  7.5  6.7  

   Student/housewife 9.3  8.0  23.6  15.1  5.7  5.5  

   Not working 23.0  14.4  31.2  18.5  6.9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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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Lifetime prevalence by demographic factors* and correlates of alcohol use disorder(continued) 

 Total  Male   Female  

  2001 2011 2001  2011 2001 2011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Monthly income (USD)  <0.001  0.321  0.212  0.186  <0.001  0.118 

   Low (<2000) 15.5  13.6  27.7  20.0  3.9  8.1  

   High (≥2000) 20.1  14.8  30.0  22.5  10.6  6.3  

Education (year)  <0.001  0.002  0.464  0.891  <0.001  0.002 

   Low (<10) 13.4  10.8  28.6  20.9  3.7  3.7  

   High (≥10) 18.4  14.7  28.3  21.3  7.5  7.4  

*
 Weighted by age and sex to the population census of each year (2000 and 2010)   

† 
WSD: Widowed/separated/div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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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코틴 사용장애는 2001년과 2011년에서 공통적으로 남성에서 

유병률이 높았으나, 그 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별 유병률 분포는 차이를 

보였다(Table 11). 2001년에는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2011년에는 18-29세 군이 30세 이상 연령군에 비해 유병률이 

유의하게 낮아졌다. 반면 2001년에는 고소득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던 

유병률이 2011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졌다. 2001년에 미혼, 무직 

군에서 유병률이 가장 높았던 것과 달리 2011년에는 이혼/별거/사별, 

취업 군에서 높았다.  

 남성의 니코틴 사용장애의 경우, 2001년에는 학생/주부 군에서만 낮은 

유병률을 보인 것 외에는, 모든 군에서 비교적 유사한 유병률을 

보였다(Table 11). 반면 2011년에는 연령, 결혼상태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감소폭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령에 

따라서는 18-29세 군에서의 유병률 감소폭이 특히 컸고,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이혼/별거/사별 군에 비해 기혼/미혼 군의 감소폭이 더 컸다. 

소득이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성에서의 니코틴 사용장애 유병률은 2001년에는 미혼, 무직 군에서, 

2011년에는 미혼, 저소득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11). 

2001년과 2011년 모두 18-29세 군에서 유병률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나, 다른 군에서 유병률이 다소 감소한 반면, 30-44세에서는 

유병률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저소득 군의 유병률이 

증가하며, 2001년과 달리 소득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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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Lifetime prevalence by demographic factors* and correlates of nicotine use disorder  

 Total  Male   Female  

  2001 2011 2001  2011 2001 2011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Sex   <0.001  <0.001         

   Male  20.7  12.6  -  -  -  -  

   Female 1.9  1.8  -  -  -  -  

Age (year)  0.105  0.028  0.498  0.000  <0.001  0.034 

   18-29 12.3  5.7  21.3  8.4  3.2  2.8  

   30-44 10.3  8.1  19.7  14.2  0.9  2.0  

   45-64 11.4  7.5  21.6  14.0  1.9  1.1  

Marital status  <0.001  0.021  0.057  0.017  <0.001 

 <0.001 

   Married 9.7  6.5  19.5  12.8  1.1  1.1  

   WSD
†
 10.4  9.0  25.9  18.5  3.6  2.6  

   Never married 15.2  8.3  22.4  11.3  3.9  3.6  

Employment status  <0.001  <0.001  0.005  0.010  0.012  0.105 

   Working (full/part time) 14.7  9.4  21.9  13.6  2.2  2.2  

   Student/housewife 4.1  3.1  14.9  8.2  1.3  1.3  

   Not working 15.0  7.9  20.9  12.9  3.8  2.7  

*
 Weighted by age and sex to the population census of each year (2000 and 2010)   

† 
WSD: Widowed/separated/div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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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Lifetime prevalence by demographic factors* and correlates of nicotine use disorder 

(continued) 

 Total  Male   Female  

  2001 2011 2001  2011 2001 2011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Monthly income (USD)  0.271  0.859  0.187  1.000  0.658  0.003 

   Low (<2000) 11.2  7.9  20.9  13.5  1.9  3.1  

   High (≥2000) 12.2  7.7  23.2  13.6  1.6  1.2  

Education (year)  0.003  0.320  0.600  0.933  0.466  0.580 

   Low (<10) 9.0  6.4  19.8  12.4  2.2  2.1  

   High (≥10) 11.9  7.4  20.9  12.7  1.8  1.7  

*
 Weighted by age and sex to the population census of each year (2000 and 2010)   

† 
WSD: Widowed/separated/div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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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과 2011년 모두 여성, 이혼/별거/사별, 낮은 교육수준 군에서 

유의하게 기분장애 유병률이 높았다(Table 12). 2001년에는 45-

64세에서 가장 유병률이 높았으나 2011년에는 18-29세의 유병률이 

높아지며 연령대별로 유의한  차이가 사라졌고, 2011년에는 2001년과 

달리 무직, 저소득 군에서 유의하게 유병률이 높았다.  

남성의 경우 2001년과 2011년에 공통적으로 결혼상태, 취업상태, 

소득수준이 유의한 관련요인으로 나타나, 이혼/사별/별거 군, 무직 

군에서 가장 유병률이 높았다(Table 12). 그러나 유병률 증가폭은 

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달라서, 미혼 군의 유병률은 2배 이상, 학생/주부 

군의 유병률은 5배 이상 증가했다. 2001년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2011년에는 낮은 교육수준 군에서 유병률이 높아졌다. 또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요인은 아니었으나, 2001년에는 45-

64세에서 가장 유병률이 높았던 것과 달리, 2011년에는 18-29세의 

유병률이 크게 증가하여 가장 유병률이 높아졌다. 

 여성의 경우 이혼/사별/별거 군에서 유의하게 유병률이 높은 것은 10년 

사이 변화가 없었지만, 2001년에는 취업상태, 소득,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과 달리, 2011년에는 무직,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군에서 유의하게 유병률이 높아졌다(Table 12). 

2001년에는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45세 이상 

군에서 가장 유병률이 높았는데, 2011년에는 45세 이상 군의 유병률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29세 이하 군의 유병률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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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Lifetime prevalence by demographic factors* and correlates of mood disorder 

 Total  Male   Female  

  2001 2011 2001  2011 2001 2011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Sex   <0.001  <0.001         

   Male  2.7  4.8  -  -  -  -  

   Female 6.9  10.2  -  -  -  -  

Age (year)  0.006  0.102  0.048  0.070  0.086  0.065 

   18-29 4.4  8.4  2.7  6.4  6.2  10.6  

   30-44 4.2  6.5  1.9  4.6  6.4  8.5  

   45-64 6.2  7.8  3.7  3.9  8.5  11.6  

Marital status  <0.001  <0.001  0.000  0.000  0.000  0.000 

   Married 4.2  6.0  2.2  3.4  5.9  8.4  

   WSD
†
 12.0  15.9  8.2  8.3  13.7  20.8  

   Never married 4.5  7.8  2.8  6.3  7.4  10.3  

Employment status  0.572  <0.001  0.000  0.001  0.050  0.005 

   Working (full/part time) 4.6  5.6  2.4  3.8  8.3  8.6  

   Student/housewife 5.1  9.4  1.0  6.8  6.2  10.3  

   Not working 5.2  10.9  5.0  7.4  5.5  14.4  

*
 Weighted by age and sex to the population census of each year (2000 and 2010)   

† 
WSD: Widowed/separated/div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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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Lifetime prevalence by demographic factors* and correlates of mood disorder (continued) 

 Total  Male   Female  

  2001 2011 2001  2011 2001 2011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Monthly income (USD)  1.000  <0.001  0.020  0.001  0.157  0.000 

   Low (<2000) 4.8  10.7  3.3  7.0  6.2  14.0  

   High (≥2000) 4.8  5.7  1.8  3.8  7.7  7.8  

Education (year)  0.028  <0.001  0.660  0.034  0.209  0.001 

   Low (<10) 6.0  11.4  2.9  7.1  7.9  14.5  

   High (≥10) 4.5  6.7  2.6  4.4  6.6  9.2  

*
 Weighted by age and sex to the population census of each year (2000 and 2010)   

† 
WSD: Widowed/separated/div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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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장애의 경우 기분장애와 유사하게 성별, 결혼상태가 유의한 

관련요인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 이혼/별거/사별 군에서 불안장애가 더 

흔했다(Table 13). 2001년에는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2011년에는 18-29세 군에서 유병률이 증가하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학생/주부 군에서 가장 흔했던 2001년과 달리, 

2011년에는 무직 군에서 더 흔했다. 2011년에는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군에서 유의하게 유병률이 낮아지는 변화도 나타났다. 

남성에서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45세 이상에서 

불안장애가 가장 흔했던 것과 달리 2011년에는 29세 이하에서 가장 

흔해졌다(Table 13). 이혼/사별/별거 군에서 가장 흔한 분포는 

유지되었으나, 다른 군과 달리 미혼 군에서만 유병률이 증가하였다. 

취업 군의 유병률은 다소 감소했으나 학생/주부 군과 무직 군에서의 

유병률은 증가하였다. 고소득 군의 유병률은 다소 증가한 것에 반해 

저소득 군의 유병률은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여성 역시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2001년 가장 유병률이 

낮던 29세 이하 군에서 유병률이 증가해 2011년에는 가장 유병률이 

높은 군이 되었다(Table 13). 이혼/사별/별거 군에서 가장 유병률이 

높은 분포는 유지되었으나 미혼 군에서의 유병률 증가 폭이 컸다. 

2001년에는 가장 유병률이 낮았던 무직 군은 다른 군에 비해 유병률이 

크게 증가하며 유의한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저소득 군, 낮은 교육수준 

군은, 10년 사이 유병률이 증가하며 유의한 취약군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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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Lifetime prevalence by demographic factors* and correlates of anxiety disorder 

 Total  Male   Female  

  2001 2011 2001  2011 2001 2011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Sex   <0.001  <0.001         

   Male  5.0  5.2  -  -  -  -  

   Female 13.1  12.3  -  -  -  -  

Age (year)  0.200  0.019  0.188  0.088  0.457  0.073 

   18-29 8.2  10.6  4.4  6.6  12.1  14.9  

   30-44 9.3  8.2  4.7  5.1  13.9  11.3  

   45-64 9.8  8.0  6.1  4.2  13.2  11.7  

Marital status  <0.001  <0.001  0.002  <0.001  0.009  <0.001 

   Married 9.1  7.2  4.5  3.4  13.1  10.5  

   WSD
†
 16.1  14.7  11.3  8.8  18.0  19.0  

   Never married 7.3  9.9  5.1  7.3  10.8  14.4  

Employment status  <0.001  <0.001  0.087  0.005  0.502  0.006 

   Working (full/part time) 7.7  6.7  4.4  4.3  13.4  10.9  

   Student/housewife 11.8  10.9  6.0  7.3  13.3  12.1  

   Not working 8.0  12.0  6.4  7.2  10.9  17.0  

*
 Weighted by age and sex to the population census of each year (2000 and 2010)   

† 
WSD: Widowed/separated/div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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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Lifetime prevalence by demographic factors* and correlates of anxiety disorder (continued) 

 Total  Male   Female  

  2001 2011 2001  2011 2001 2011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Monthly income (USD)  0.185  <0.001  0.048  <0.001  0.770  0.003 

   Low (<2000) 9.4  12.5  5.4  9.4  13.2  15.2  

   High (≥2000) 8.3  7.1  3.7  3.8  12.8  10.7  

Education (year)  0.065  <0.001  0.327  0.128  0.262  0.004 

   Low (<10) 10.4  12.3  4.1  6.9  14.2  16.2  

   High (≥10) 8.7  8.0  5.1  4.9  12.7  11.4  

*
 Weighted by age and sex to the population census of each year (2000 and 2010)   

† 
WSD: Widowed/separated/div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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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해, 2001년, 2011년 각 연도 별로 알코올 

사용장애, 니코틴 사용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의 유의한 관련요인을 

계산한 후, 10년 사이 관련요인의 변화가 있는지 비교해 보았다. 

 알코올 사용장애의 경우 2001년에는 남성, 18-29세에서 위험이 

높았으며, 이혼/별거/사별 상태는 위험이 높은 반면 미혼, 학생/주부, 

월소득 200만 이하의 저소득에서는 위험이 낮았다(Table 14). 

2011년의 관련요인은 남성, 44세 이하, 이혼/별거/사별 상태였다. 18-

29세 뿐 아니라 30-44세에서도 위험이 높아졌다. 이혼/별거/사별 

상태에서 위험이 높은 것은 동일하나 미혼에서 위험이 감소하지 않았다. 

소득에서의 차이도 사라졌다. 

 2001년 니코틴 사용장애의 유의한 위험요인은 남성, 미혼 및 

이혼/사별/별거 상태였으며 학생/주부에서는 위험이 줄어들었다(Table 

15). 2011년에는 학생/주부 군의 위험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분장애는 여성, 이혼/사별/별거 상태는 2001년과 2011년에 모두 

위험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2001년과 달리 2011년에는 학생/주부/무직 

상태,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이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Table 16).  

불안장애의 경우 2001년과 2011년의 공통적인 위험요인은 여성, 

이혼/사별/별거 상태였다(Table 17). 2011년에는 45세 이상 군에 비해 

44세 이하 군의 위험도가 높아졌고, 무직,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의 

위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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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Demographic correlates of lifetime alcohol use disorder  

2001 2011 

Characteristics AOR (95% CI) AOR (95% CI) 

Gender 
 

   Male 1.0 1.0 
 

   Female 0.17 (0.14-0.21) 0.30 (0.24-0.36) 

Age (year) 
 

   18-29 2.09 (1.59-2.77) 2.03 (1.48-2.79) 

   30-44 1.17 (0.95-1.44) 1.44 (1.15-1.80) 

   45-64 1.0 1.0 
 

Marital status 
 

   Married 1.0 1.0 
 

   WSD
*

 1.89 (1.39-2.58) 1.46 (1.07-1.98) 

   Never married 0.74 (0.59-0.94) 0.87 (0.67-1.12) 

Employment status 
 

   Working (full/part time) 1.0 1.0 
 

   Student/housewife 0.69 (0.55-0.85) 0.59 (0.45-0.77) 

   Not working 1.04 (0.84-1.29) 1.14 (0.88-1.47) 

Monthly income (USD) 
 

   Low (<2000) 0.69 (0.59-0.81) 1.0 (0.82-1.23) 

   High (≥2000) 1.0 1.0 
 

Education (year) 
 

   Low (<10) 1.11 (0.89-1.39) 0.90 (0.67-1.21) 

   High (≥10) 1.0 1.0 
 

 AOR; Adjusted odds ratio for other demographic factors,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 

WSD: Widowed/separated/div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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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Demographic correlates of lifetime nicotine use disorder 

 
2001 2011 

Characteristics  AOR (95% CI) AOR (95% CI) 

Gender 
 

   Male 1.0 1.0 
 

   Female 0.09 (0.06-0.12) 0.14 (0.10-0.20) 

Age (year) 
 

   18-29 0.80 (0.57-1.12) 0.74 (0.48-1.15) 

   30-44 0.80 (0.63-1.01) 1.02 (0.77-1.35) 

   45-64 1.0 1.0 
 

Marital status 
 

   Married 1.0 1.0 
 

   WSD
*

 1.78 (1.22-2.60) 1.56 (1.06-2.31) 

   Never married 1.92 (1.45-2.52) 1.44 (1.04-1.99) 

Employment status 
  

   Working (full/part time) 1.0 1.0 
 

   Student/housewife 0.42 (0.30-0.57) 0.71 (0.47-1.06) 

   Not working 0.81 (0.63-1.04) 1.12 (0.80-1.57) 

Monthly income (USD) 
 

   Low (<2000) 0.89 (0.74-1.08) 1.02 (0.78-1.33) 

   High (≥2000) 1.0 1.0 
 

Education (year) 
 

   Low (<10) 0.85 (0.65-1.11) 0.98 (0.68-1.40) 

   High (≥10) 1.0 1.0 
 

AOR; Adjusted odds ratio for other demographic factors,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

WSD: Widowed/separated/div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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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Demographic correlates of lifetime mood disorder 

 
2001 2011 

Characteristics AOR (95% CI) AOR (95% CI) 

Gender 
 

   Male 1.0 1.0 
 

   Female 2.60 (1.93-3.50) 1.99 (1.54-2.58) 

Age (year) 
 

   18-29 0.72 (0.46-1.13) 1.46 (0.95-2.26) 

   30-44 0.74 (0.52-1.04) 1.26 (0.92-1.72) 

   45-64 1.0 1.0 
 

Marital status 
 

   Married 1.0 1.0 
 

   WSD
*

 2.36 (1.61-3.47) 2.69 (1.94-3.73) 

   Never married 1.38 (0.93-2.04) 1.28 (0.89-1.85) 

Employment status 
 

   Working (full/part time) 1.0 1.0 
 

   Student/housewife 0.89 (0.66-1.19) 1.40 (1.06-1.85) 

   Not working 1.02 (0.68-1.51) 1.91 (1.40-2.61) 

Monthly income (USD) 
 

   Low (<2000) 0.86 (0.65-1.14) 1.42 (1.10-1.83) 

   High (≥2000) 1.0 1.0 
 

Education (year) 
 

   Low (<10) 0.98 (0.69-1.40) 1.44 (1.03-2.00) 

   High (≥10) 1.0 1.0 
 

AOR; Adjusted odds ratio,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

WSD: Widowed/separated/div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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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Demographic correlates of lifetime anxiety disorder 

 
2001 2011 

Characteristics  AOR (95% CI) AOR (95% CI) 

Gender 
 

   Male 1.0 1.0 
 

   Female 2.88 (2.29-3.62) 2.30 (1.81-2.91) 

Age (year) 
 

   18-29 1.01 (0.72-1.42) 1.81 (1.22-2.68) 

   30-44 1.13 (0.87-1.46) 1.51 (1.13-2.02) 

   45-64 1.0 1.0 
 

Marital status 
 

   Married 1.0 1.0 
 

   WSD
*

 1.56 (1.13-2.15) 1.93 (1.39-2.67) 

   Never married 0.88 (0.65-1.18) 1.36 (0.98-1.88) 

Employment status 
 

   Working (full/part time) 1.0 1.0 
 

   Student/housewife 1.02 (0.82-1.27) 1.18 (0.91-1.52) 

   Not working 1.03 (0.75-1.42) 1.66 (1.24-2.21) 

Monthly income (USD) 
 

   Low (<2000) 1.10 (0.89-1.36) 1.47 (1.17-1.86) 

   High (≥2000) 1.0 1.0 
 

Education (year) 
 

   Low (<10) 0.98 (0.75-1.28) 1.60 (1.16-2.19) 

   High (≥10) 1.0 1.0 
 

AOR; Adjusted odds ratio,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

WSD: Widowed/separated/div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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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001년과 2011년의 비교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네 가지 주요 정신장애 군에서 2001년과 

2011년 사이에 유병률 및 관련 요인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유의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001년의 자료와 2011년의 

자료를 합쳐, 2001년과 2011년의 주요 정신장애 유병률을 비교하였다. 

먼저 2001년과 2011년 사이에 유의한 변화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각 

인구사회학적 요인 군 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알코올 사용장애의 경우 2001년과 2011년 사이에 전체 유병률 감소는 

의미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남성에서 보인 유의한 감소 

때문이었다(Table 18). 남성에서는 거의 모든 인구사회학적 요인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유병률 감소가 나타났다. 다만 18-

29세 군, 이혼/별거/사별 군, 학생/주부 군의 유병률 감소는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반면 여성에서는 거의 모든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30-44세 군에서는 유병률이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오히려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정반대의 변화를 보였는데, 고소득 군에서는 유의하게 유병률이 감소한 

반면, 저소득 군에서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니코틴 사용장애는 남녀 모두 알코올 사용장애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Table 19). 남성에서는 거의 모든 군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인 

반면, 이혼/별거/사별 군, 학생/주부 군에서는 유병률 감소가 유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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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여성에서는 거의 모든 군에서 유의한 변화가 없었는데 30-

44세 군, 저소득 군에서는 유병률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기분장애는 10년 사이 남녀 모두, 거의 모든 군에서 유의한 수준의 

유병률 증가를 보였다(Table 20). 30세 이하 남성에서는 유병률이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유의한 증가를 보였는데, 45-64세에서는 증가폭이 

적어 유의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에 가장 유병률이 

높았던 이혼/사별/별거 군은 증가폭이 적었고,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기혼, 미혼 군은 증가폭이 커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고소득 

군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없는 반면, 저소득 군에서는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18-29세, 이혼/별거/사별, 미혼, 학생/주부, 무직, 

저소득 군에서 모두 유의한 유병률 증가가 나타났다. 이혼/별거/사별 

여성 군은 2001년 가장 높은 유병률 분포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에도 유의하게 증가했다. 10년 사이 저소득 군에서는 유병률이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불안장애는 기분장애와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변화를 보인 

군이 많지 않았다(Table 21). 남성에서는 대부분의 군에서 유의한 

변화가 없었고, 다만 소득과 교육수준 이 낮은 군에서만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다. 여성에서는 유병률이 다소 감소하며,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45-64세, 기혼, 취업, 고소득, 높은 교육수준 군에서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다. 18-29세,  이혼/별거/사별, 미혼, 무직, 저소득, 낮은 교육 

수준 군에서 나타난 유병률 증가는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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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Cross-year comparisons of alcohol use disorder by socio-demographic factors
*

  

 Total Male  Female 

 2001(%) 2011(%) P- value 2001(%) 2011(%) P- value  2001(%) 2011(%) P- value

Total  17.3 14.0 <0.001 28.3 21.3 <0.001  6.5 6.7 0.167 

Age (year)           

   18-29 20.2 15.1 0.307 26.7 17.1 0.073  13.8 12.9 0.243 

   30-44 16.5 15.6 0.027 30.1 24.3 0.025  3.0 6.9 0.006 

   45-64 15.1 11.9 <0.001 27.7 21.1 0.002  3.6 2.9 0.393 

Marital status           

   Married 15.7 13.1 0.000 27.8 22.1 0.001  5.2 5.3 0.182 

   WSD
†
 17.6 15.9 0.490 47.8 31.2 0.204  4.2 5.6 0.479 

   Never married 20.8 15.5 0.031 26.7 17.9 0.012  11.6 11.5 0.424 

Employment status           

   Working (full/part time) 20.8 17.0 0.002 28.6 23.1 0.013  7.5 6.7 0.382 

   Student/housewife 9.3 8.0 0.387 23.6 15.1 0.218  5.7 5.5 0.531 

   Not working 23.0 14.4 0.000 31.2 18.5 0.000  6.9 10.2 0.174 

Monthly income (USD)           

   Low (<2000) 15.5 13.6 0.034 27.7 20.0 0.015  3.9 8.1 0.001 

   High (≥2000) 20.1 14.8 0.000 30.0 22.5 0.000  10.6 6.3 0.006 

Education (year)           

   Low (<10) 13.4 10.8 0.009 28.6 20.9 0.028  3.7 3.7 0.513 

   High (≥10) 18.4 14.7 0.000 28.3 21.3 0.000  7.5 7.4 0.509 

 

*
 Weighted by age and sex to the population census of each year (2000 and 2010)   

† 
WSD: Widowed/separated/div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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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Cross-year comparisons of nicotine use disorder by socio-demographic factors
*

  

 Total Male  Female 

 2001(%) 2011(%) P- value 2001(%) 2011(%) P- value  2001(%) 2011(%) P- value

Total  11.2 7.3 0.000 20.7 12.6 0.000  1.9 1.8 0.419 

Age (year)           

   18-29 12.3 5.7 0.002 21.3 8.4 <0.001  3.2 2.8 0.470 

   30-44 10.3 8.1 0.002 19.7 14.2 0.011  0.9 2.0 0.029 

   45-64 11.4 7.5 <0.001 21.6 14.0 <0.001  1.9 1.1 0.102 

Marital status           

   Married 9.7 6.5 0.000 19.5 12.8 <0.001  1.1 1.1 0.554 

   WSD
†
 10.4 9.0 0.421 25.9 18.5 0.283  3.6 2.6 0.374 

   Never married 15.2 8.3 0.008 22.4 11.3 0.004  3.9 3.6 0.306 

Employment status           

   Working (full/part time) 14.7 9.4 0.000 21.9 13.6 0.000  2.2 2.2 0.418 

   Student/housewife 4.1 3.1 0.342 14.9 8.2 0.209  1.3 1.3 0.557 

   Not working 15.0 7.9 0.000 20.9 12.9 0.004  3.8 2.7 0.421 

Monthly income (USD)           

   Low (<2000) 11.2 7.9 0.001 20.9 13.5 0.004  1.9 3.1 0.040 

   High (≥2000) 12.2 7.7 0.000 23.2 13.6 0.000  1.6 1.2 0.316 

Education (year)           

   Low (<10) 9.0 6.4 0.001 19.8 12.4 0.003  2.2 2.1 0.538 

   High (≥10) 11.9 7.4 0.000 20.9 12.7 0.000  1.8 1.7 0.376 

 

*
 Weighted by age and sex to the population census of each year (2000 and 2010)   

† 
WSD: Widowed/separated/divorced 



62 

 

Table 20. Cross-year comparisons of mood disorder by socio-demographic factors
*

  

 Total Male  Female 

 2001(%) 2011(%) P- value 2001(%) 2011(%) P- value  2001(%) 2011(%) P- value

Total  4.8 7.5 0.000 2.7 4.8 0.000  6.9 10.2 0.001 

Age (year)           

   18-29 4.4 8.4 <0.001 2.7 6.4 0.006  6.2 10.6 0.003 

   30-44 4.2 6.5 <0.001 1.9 4.6 0.002  6.4 8.5 0.055 

   45-64 6.2 7.8 0.028 3.7 3.9 0.101  8.5 11.6 0.144 

Marital status           

   Married 4.2 6.0 0.001 2.2 3.4 0.007  5.9 8.4 0.068 

   WSD
†
 12.0 15.9 0.022 8.2 8.3 0.510  13.7 20.8 0.006 

   Never married 4.5 7.8 0.000 2.8 6.3 0.002  7.4 10.3 0.032 

Employment status           

   Working (full/part time) 4.6 5.6 0.004 2.4 3.8 0.004  8.3 8.6 0.243 

   Student/housewife 5.1 9.4 0.001 1.0 6.8 0.001  6.2 10.3 0.006 

   Not working 5.2 10.9 0.000 5.0 7.4 0.032  5.5 14.4 0.014 

Monthly income (USD)           

   Low (<2000) 4.8 10.7 0.000 3.3 7.0 0.000  6.2 14.0 0.000 

   High (≥2000) 4.8 5.7 0.049 1.8 3.8 0.059  7.7 7.8 0.235 

Education (year)           

   Low (<10) 6.0 11.4 0.000 2.9 7.1 0.003  7.9 14.5 0.021 

   High (≥10) 4.5 6.7 0.000 2.6 4.4 0.001  6.6 9.2 0.000 

 

*
 Weighted by age and sex to the population census of each year (2000 and 2010)   

† 
WSD: Widowed/separated/div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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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Cross-year comparisons of anxiety disorder by socio-demographic factors
*

 

 Total Male  Female 

 2001(%) 2011(%) P- value 2001(%) 2011(%) P- value  2001(%) 2011(%) P- value

Total  9.1 8.7 0.176 5.0 5.2 0.323  13.1 12.3 0.016 

Age (year)           

   18-29 8.2 10.6 0.076 4.4 6.6 0.208  12.1 14.9 0.119 

   30-44 9.3 8.2 0.411 4.7 5.1 0.303  13.9 11.3 0.080 

   45-64 9.8 8.0 0.012 6.1 4.2 0.379  13.2 11.7 0.003 

Marital status           

   Married 9.1 7.2 0.020 4.5 3.4 0.286  13.1 10.5 0.001 

   WSD
†
 16.1 14.7 0.186 11.3 8.8 0.347  18.0 19.0 0.317 

   Never married 7.3 9.9 0.043 5.1 7.3 0.149  10.8 14.4 0.142 

Employment status           

   Working (full/part time) 7.7 6.7 0.128 4.4 4.3 0.484  13.4 10.9 0.010 

   Student/housewife 11.8 10.9 0.166 6.0 7.3 0.208  13.3 12.1 0.112 

   Not working 8.0 12.0 0.135 6.4 7.2 0.414  10.9 17.0 0.457 

Monthly income (USD)           

   Low (<2000) 9.4 12.5 0.001 5.4 9.4 0.000  13.2 15.2 0.316 

   High (≥2000) 8.3 7.1 0.029 3.7 3.8 0.083  12.8 10.7 0.047 

Education (year)           

   Low (<10) 10.4 12.3 0.169 4.1 6.9 0.042  14.2 16.2 0.484 

   High (≥10) 8.7 8.0 0.183 5.1 4.9 0.377  12.7 11.4 0.041 

 

*
 Weighted by age and sex to the population census of each year (2000 and 2010)   

† 
WSD: Widowed/separated/div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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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구학적 요인을 보정하여도 10년 사이 실제로 유의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각 

인구사회학적 군 별로 2001년에 비한 2011년 군의 위험도를 각각 

계산하였다.  

 알코올 사용장애와 니코틴 사용장애는 10년 사이 유사한 변화를 

보여서, 남성에서는 2001년에 비해 2011년, 거의 모든 군에서 알코올 

사용장애와 니코틴 사용장애의 위험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에서는 2001년과 2011년 사이 물질사용장애의 위험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남성의 경우 18-29세를 제외하고는 전 연령대에서 알코올 사용장애의 

위험이 낮아졌다(Table 22). 결혼 상태에 따라서는 이혼/사별/별거 군, 

직업 상태에 따라서는 학생/주부 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에서 유의하게 

알코올 사용장애의 위험이 낮아졌다. 반면 여성에서는 대부분 유의한 

감소가 없었으며, 오히려 무직 여성의 경우 4배 이상, 저소득 여성의 

경우 1.5배 이상 알코올 사용장애의 위험이 높아졌다.  

 니코틴 사용장애의 경우 남성에서는 이혼/사별/별거, 학생/주부 군 

이외의 모든 군에서 위험의 감소가 나타났다(Table 23). 여성에서는 

대부분의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기분장애의 경우 남녀 모두 유의하게 2001년에 비해 2011년에 위험이 

높아졌다(Table 24). 남성의 경우 18-29세 군은 p=0.051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30세 이상 군에서는 모두 유의하게 위험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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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별/별거, 무직, 200만원 이상의 고소득 남성 군을 제외하고는 

모든 군에서 위험이 높아졌다. 이혼/사별/별거, 무직 남성의 경우 원래 

유병률이 높아 다른 군에 비해 유병률 증가 폭이 적었기 때문에 10년 

사이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우 연령에 

따라서는 30-44세 군을 제외한 나머지 18-29세, 45-64세 군에서 

위험이 높아졌다. 무직 군에서는 1.98배, 200만원 이하 저소득 군에서는 

1.31배, 10년 이상 교육수준의 경우 1.48배 위험이 높아졌다.  

 반면 불안장애의 위험 변화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달라서, 

2001년에 비해 2011년 18-29세 남성, 학생/주부 남성, 저소득 남성 

군에서만 불안장애의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5). 

 

 

 

 

 

 

 

 

 

 

 



66 

 

Table 22. Cross-year comparisons of alcohol use disorder by socio-

demographic factors; odds ratio of 2011 groups to 2001 groups 

Male Female 

Characteristics  COR(95% CI) AOR(95% CI) COR(95% CI) AOR(95% CI) 

  Total
†

 0.76(0.66-0.87) 0.69 (0.58-0.82) 1.12(0.90-1.38) 1.24 (0.95-1.60) 

Age (year)‡   

   18-29 0.77(0.55-1.08) 0.72 (0.48-1.07) 1.15(0.81-1.65) 1.18 (0.77-1.82) 

   30-44 0.80(0.64-0.99) 0.73 (0.56-0.96) 1.56(1.11-2.18) 1.38 (0.92-2.06) 

   45-64 0.73(0.59-0.91) 0.65 (0.50-0.86) 0.91(0.58-1.44) 1.09 (0.62-1.91) 

Marital status‡   

   Married 0.75(0.63-0.89) 0.67(0.55-0.81) 1.15(0.87-1.53) 1.19(0.86-1.65) 

   WSD
*
 0.80(0.50-1.28) 0.67(0.40-1.11) 0.94(0.52-1.71) 0.81(0.42-1.54) 

   Never married 0.72(0.55-0.95) 0.69(0.50-0.95) 1.06(0.72-1.57) 1.32(0.82-2.12) 

Employment status‡   

   Working 

   (full/part time) 
0.83(0.71-0.98) 0.75(0.62-0.91) 1.07(0.77-1.48) 1.02(0.70-1.47) 

   Student/housewife 0.80(0.50-1.30) 0.95(0.53-1.68) 1.00(0.72-1.40) 0.88(0.60-1.30) 

   Not working 0.50(0.36-0.70) 0.47(0.34-0.66) 1.35(0.78-2.35) 4.76(2.16-10.46) 

Monthly income (USD) ‡   

   Low (<2000) 0.77(0.61-0.97) 0.66(0.53-0.83) 1.70(1.23-2.36) 1.51(1.08-2.12) 

   High (≥2000) 0.67(0.53-0.84) 0.65(0.52-0.82) 0.64(0.46-0.89) 0.78(0.55-1.11) 

Education (year) ‡   

   Low (<10) 0.73(0.53-0.99) 0.59(0.42-0.83) 1.03(0.60-1.75) 0.92(0.52-1.64) 

   High (≥10) 0.76(0.65-0.89) 0.70(0.59-0.84) 1.00(0.79-1.26) 1.23(0.93-1.62) 

COR; Crude odds ratio, AOR; Adjusted odds ratio,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
 Adjusted for age, marital status, employment status, education, income 

‡ 
Adjusted for marital status, employment status, education, income 

*
WSD: Widowed/separated/div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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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Cross-year comparisons of nicotine use disorder by 

socio-demographic factors; odds ratio of 2011 groups to 2001 

groups 

Male Female 

Characteristics  COR(95% CI) AOR(95% CI) COR(95% CI) AOR(95% CI) 

  Total
†

 0.61(0.52-0.72) 0.57 (0.47-0.69) 1.06 (0.72-1.57) 1.30(0.83-2.05) 

Age (year)‡   

   18-29 0.49(0.32-0.73) 0.46(0.29-0.74) 1.10(0.53-2.26) 1.35(0.55-3.28) 

   30-44 0.73(0.56-0.95) 0.65(0.47-0.90) 2.02(1.03-3.96) 1.96(0.91-4.25) 

   45-64 0.57(0.44-0.72) 0.57(0.42-0.77) 0.61(0.31-1.20) 0.83(0.38-1.82) 

Marital status‡   

   Married 0.57(0.47-0.71) 0.57(0.46-0.72) 1.00(0.55-1.82) 1.17(0.58-2.35) 

   WSD
*
 0.82(0.47-1.43) 0.71(0.39-1.27) 0.80(0.35-1.82) 0.72(0.31-1.64) 

   Never married 0.64(0.47-0.88) 0.58(0.40-0.83) 1.26(0.64-2.49) 1.36(0.63-2.95) 

Employment status‡   

   Working 

   (full/part time) 
0.61(0.51-0.74) 0.55(0.44-0.68) 1.11(0.63-1.96) 1.04(0.56-1.96) 

   Student/housewife 0.75(0.41-1.36) 0.88(0.44-1.77) 0.99(0.51-1.92) 1.12(0.53-2.40) 

   Not working 0.59(0.40-0.86) 0.66(0.46-0.94) 0.82(0.33-2.04) 1.50(0.51-4.37) 

Monthly income (USD) ‡   

   Low (<2000) 0.69(0.53-0.91) 0.63(0.49-0.81) 1.65(0.99-2.75) 1.20(0.72-2.02) 

   High (≥2000) 0.55(0.42-0.71) 0.55(0.42-0.71) 0.77(0.36-1.66) 0.82(0.37-1.78) 

Education (year) ‡   

   Low (<10) 0.58(0.40-0.86) 0.67(0.46-0.96) 1.02(0.51-2.07) 0.65(0.31-1.35) 

   High (≥10) 0.62(0.52-0.75) 0.59(0.46-0.70) 1.11(0.69-1.80) 1.39(0.81-2.39) 

COR; Crude odds ratio, AOR; Adjusted odds ratio,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
 Adjusted for age, marital status, employment status, education, income 

‡ 
Adjusted for marital status, employment status, education, income 

*
WSD: Widowed/separated/div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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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Cross-year comparisons of mood disorder by socio-

demographic factors; odds ratio of 2011 groups to 2001 groups 

Male Female 

Characteristics  COR(95% CI) AOR(95% CI) COR(95% CI) AOR(95% CI) 

  Total 1.93(1.40-2.66) 2.17 (1.47-3.21) 1.33(1.12-1.58) 1.45 (1.17-1.78) 

Age (year) 

   18-29 2.49(1.26-4.90) 2.28(1.00-5.20) 1.91(1.23-2.96) 2.13 (1.25-3.63) 

   30-44 2.31(1.34-3.99) 2.70 (1.35-5.42) 1.28(0.96-1.71) 1.29 (0.90-1.84) 

   45-64 1.42(0.87-2.31) 1.85 (1.03-3.32) 1.15(0.90-1.46) 1.35 (1.01-1.82) 

Marital status 

   Married 1.83(1.16-2.89) 2.19(1.33-3.59) 1.19(0.96-1.47) 1.15(0.90-1.47) 

   WSD
*
 0.93(0.42-2.06) 1.03(0.43-2.47) 1.63(1.13-2.35) 1.39(0.96-2.01) 

   Never married 2.34(1.33-4.12) 2.48(1.29-4.78) 1.58(1.00-2.49) 1.60(0.92-2.79) 

Employment status 

   Working 

   (full/part time) 
1.80(1.18-2.76) 1.85(1.12-3.04) 1.12(0.84-1.48) 1.07(0.78-1.47) 

   Student/housewife 6.18(1.75-21.81) 5.44(1.39-21.36) 1.38(1.08-1.77) 1.26(0.95-1.66) 

   Not working 1.76(1.01-3.08) 1.71(0.96-3.04) 1.72(1.08-2.76) 1.98(1.16-3.38) 

Monthly income (USD)

   Low (<2000) 3.00(1.93-4.65) 1.97(1.27-3.05) 1.74(1.37-2.21) 1.31(1.04-1.65) 

   High (≥2000) 1.76(0.91-3.40) 1.84(0.94-3.58) 1.15(0.82-1.61) 1.14(0.81-1.61) 

Education (year) 

   Low (<10) 2.52(1.37-4.61) 2.23(1.13-4.38) 1.35(1.02-1.78) 1.10(0.82-1.47) 

   High (≥10) 1.86(1.27-2.72) 1.93(1.26-2.97) 1.53(1.22-1.92) 1.48(1.14-1.92) 

COR; Crude odds ratio, AOR; Adjusted odds ratio,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
 Adjusted for age, marital status, employment status, education, income 

‡ 
Adjusted for marital status, employment status, education, income 

*
WSD: Widowed/separated/div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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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Cross-year comparisons of anxiety disorder by socio-

demographic factors; odds ratio of 2011 groups to 2001 groups 

Male Female 

Characteristics  COR(95% CI) AOR(95% CI) COR(95% CI) AOR(95% CI) 

  Total 1.08(0.82-1.42) 1.26 (0.90-1.74) 0.85(0.73-1.98) 0.96(0.80-1.15) 

Age (year) 

   18-29 1.32(0.75-2.32) 2.17(1.07-4.41) 1.25(0.89-1.76) 1.40(0.93-2.11) 

   30-44 1.15(0.74-1.80) 0.93 (0.54-1.59) 0.84(0.66-1.06) 0.84(0.63-1.12) 

   45-64 0.91(0.58-1.42) 1.23 (0.74-2.05) 0.73(0.58-0.91) 0.91(0.69-1.20) 

Marital status 

   Married 0.87(0.59-1.30) 1.17(0.79-1.74) 0.76(0.63-0.91) 0.83(0.68-1.03) 

   WSD
*
 0.80(0.37-1.71) 0.72(0.32-1.63) 0.91(0.64-1.28) 0.79(0.55-1.12) 

   Never married 1.31(0.83-2.06) 1.54(0.89-2.65) 1.25(0.86-1.81) 1.21(0.78-1.87) 

Employment status 

   Working 

   (full/part time) 
1.02(0.72-1.46) 0.98(0.65-1.47) 0.75(0.59-0.95) 0.79(0.61-1.04) 

   Student/housewife 1.48(0.69-3.18) 2.70(1.00-7.25) 0.87(0.70-1.08) 0.87(0.68-1.11) 

   Not working 1.10(0.64-1.88) 1.30(0.78-2.17) 0.96(0.66-1.41) 1.03(0.67-1.59) 

Monthly income (USD)

   Low (<2000) 2.26(1.56-3.28) 1.57(1.09-2.26) 1.06(0.85-1.32) 0.90(0.73-1.10) 

   High (≥2000) 0.68(0.42-1.12) 0.73(0.44-1.20) 0.79(0.60-1.03) 0.82(0.62-1.08) 

Education (year) 

   Low (<10) 1.77(0.98-3.19) 1.66(0.90-3.09) 0.99(0.77-1.27) 0.83(0.64-1.08) 

   High (≥10) 0.94(0.69-1.28) 1.10(0.78-1.54) 0.85(0.71-1.02) 0.90(0.72-1.11) 

COR; Crude odds ratio, AOR; Adjusted odds ratio,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
 Adjusted for age, marital status, employment status, education, income 

‡ 
Adjusted for marital status, employment status, education, income 

*
WSD: Widowed/separated/div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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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정신의료 서비스 이용 현황 및 변화 추이 

 

 2001년과 2011년의 정신의료 서비스 이용 현황을 비교한 결과, 모든 

군에서 정신의료 서비스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6). 먼

저 64세 이하의 지역사회 일반 성인 가운데 정신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적 있는 비율은 2001년 4.1%에서 2011년 6.9%로 증가하였다. 진단명

에 상관없이 어떤 정신장애라도 이환된 적 있는 대상자 중에서는 2001

년에는 8.2%, 2011년에는 14.9%가 정신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적 있다

고 답하였다. 모든 정신장애군에서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였는

데, 특히 니코틴 사용장애의 경우, 2001년에는 정신장애군 중 가장 낮은 

서비스 이용률 수치(2.9%)를 보였으나, 2011년에는 이용률이 10.7%로 

4배 가까이 증가하여, 알코올 사용장애에서의 서비스이용률(8.4%)을 추

월하였다.  

 정신장애군 별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신건강문제를 상담해 본 

적 있는 비율 역시 모든 군에서 증가하였다(Table 26). 정신장애를 앓

은 적 있는 사람들 중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방문해본 비율은 2001년 

7.6%에서 2011년 11.5%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사용

장애, 니코틴 사용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에서 모두 증가하였으나, 니

코틴 사용장애에서는 2.7%에서 7.7%로 두 배 이상 증가한 반면, 기분

장애에서는 26.4%에서 27.7%로 다소 증가하였다. 알코올 사용장애의 

경우, 2011년 전문의 상담율 및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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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과 2011년 사이 정신의료서비스 이용의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지 보기 위해 로지스틱 분석을 시행하였으나, 각 정신장애 경험자 

중 서비스 이용자 수가 적고, 여러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보정하면서 샘

플 수가 줄어들어 일부 연령 군에서는 분석이 불가능하였다(Table 27). 

다만, 적은 샘플 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변화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알코올 사용장애를 경험한 남성의 경우, 2001년에 비해 2011년 정

신의료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2.06배로 높아졌고, 니코틴 사용장애 경험 

남성의 경우 3.32배로 높아졌다. 불안장애의 경우 의료서비스 이용 가능

성이 남자는 2.36배, 여자는 1.79배 높아졌으며, 특히 30-44세 여자는 

2.44배 높아졌다. 

 

 

 

 

 

 

 

 

 

 

 



72 

 

Table 26. Comparisons of professional service use in 2001 and 2011 

 
Professional service Psychiatrist 

Diagnosis 
2001 

N (%) 

2011 

N (%) 

2001 

N (%) 

2011 

N (%) 

All population 258 (4.1%) 374 (6.9%) 233 (3.7%) 283 (5.2%) 

Any DSM 169 (8.2%) 228 (14.9%) 157 (7.6%) 176 (11.5%) 

Alcohol use disorder 47 (4.4%) 65 (8.4%) 44 (4.1%) 50 (6.6%) 

Nicotine use disorder 20 (2.9%) 43 (10.7%) 19 (2.7%) 31 (7.7%) 

Mood disorder 87 (28.9%) 151 (36.9%) 79 (26.4%) 113 (27.7%) 

Anxiety disorder 94 (16.6%) 122 (25.7%) 85 (14.9%) 92 (19.4%) 

N=unweighted; %=weighted by age and sex to population census of each year 

(2000 and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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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 Cross-year comparisons of professional service use by gender and age; odds ratio of 2011 

groups to 2001 groups in alcohol use disorder, nicotine use disorder, mood disorder and anxiety 

disorder  

  Alcohol use disorders Nicotine use disorders Mood disorders Anxiety disorders 

Age 

Male 

OR (95% CI) 

Female 

OR (95% CI) 

Male 

OR (95% CI) 

Female 

OR (95% CI) 

Male 

OR (95% CI) 

Female 

OR (95% CI) 

Male 

OR (95% CI) 

Female 

OR (95% CI) 

Total†  2.06 (1.05-4.03) 1.44 (0.65-3.19) 3.32 (1.51-7.28) 4.70 (0.98-22.62) 2.10 (0.87-5.07) 1.53 (1.00-2.34) 2.86 (1.29-6.31) 1.79 (1.19-2.71)

18-29‡ 2.39 (0.20-28.71) 2,08 (0.46-9.38) 7..05 (0.74-67.55) - 3.07(0.24-39.64) 1.59 (0.45-5.63) - 1.62 (0.52-5.02)

30-44‡ 2.16 (0.66-7.06) 0.93 (0.22-3.88) 3.43 (0.98-12.09) - 2.16 (0.29-16.22) 1.68 (0.79-3.59) 3.39 (0.83-13.92) 2.44 (1.17-5.07)

45-64‡ 2.18 (0.90-5.29) 1.53 (0.32-7.26) 2.62 (0.82-8.37) 1.28 (0.12-141.14) 4.37 (1.00-19.04) 1.59 (0.86-2.93) 2.73 (0.84-8.82) 1.52 (0.85-2.71)

OR; Odds Ratio,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
 Adjusted for age, marital status, employment status, education, income 

‡ 
Adjusted for marital status, employment status, education,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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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정신장애 이환자 중, 사회인구학적 변인 별로 정신의료서비스 이용 

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정신의료서비스 이용과  관련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성별에 따라 이용 행태나 

관련요인이 다를 가능성이 커서 각 성별 별로도 관련요인을 파악하였다.   

 정신장애를 하나라도 앓았던 적 있는 사람 중에서는, 2001년, 2011년 

모두 남성보다 여성에서 이용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Table 28). 

남성에서는 10년 사이 이용률이 3배 가까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여성에서보다는 이용비율이 낮았다. 2001년에는 연령이 높아질 수록 

이용률이 높았으나, 2011년에는 44세 이하의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혼/별거/사별 군에서 

이용률이 높은 분포는 유지되었으나, 미혼 및 기혼 군에서는 10년 사이 

이용률이 늘어나고, 이혼/별거/사별 군에서는 이용률이 감소해 서로 

다른 변화를 보였다. 취업상태에 따른 분포는 10년 사이 유지되어, 

학생/주부, 무직, 취업 군 순서로 이용률이 높았다. 학생/주부, 무직 

군에서는 두 배 가까이 이용률이 증가한 데 반해 취업 군에서는 증가 

폭이 적었다.  

 정신장애를 하나라도 앓았던 적 있는 사람 중 남성의 경우 2001년에는 

45-64세, 이혼/사별/별거, 무직,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군에서 이용률

이 높았다(Table 28). 2011년에는 18-29세의 이용률이 높아지며 연령

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결혼 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

이를 보이기는 했으나 미혼 군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아졌다. 무직 군에

서 이용률이 가장 높은 분포는 유지되었다. 여성의 경우 2001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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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4세, 이혼/사별/별거, 낮은 교육수준 군에서 이용률이 높았다

(Table 28). 2011년에는 연령, 교육수준에 따른 분포는 유지되었으나,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졌고, 학생/주부 군, 저소득군에

서 이용률이 높았다. 10년 사이 거의 모든 군에서 이용률이 증가한 반면, 

이혼/별거/사별 군과 무직 군에서는 이용률이 감소하였다(Table 36).  

 10년 사이 거의 모든 군에서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미

혼 남성, 젊은 남성에서 이용률 증가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45-64세 남

성, 무직 여성, 이혼/별거/사별 군에서는 오히려 이용률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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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8. Socio-demographic profile of professional service users with any DSM mental disorders 

 Total  Male   Female  

  2001 2011 2001  2011 2001 2011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Sex   <0.001  <0.001         

   Male  3.7  9.4  -  -  -  -  

   Female 16.9  22.4  -  -  -  -  

Age (year)  <0.001  0.122  <0.001  0.649  <0.001  0.002 

   18-29 3.7  13.5  0.7  10.6  8.5  16.7  

   30-44 7.0  13.5  2.6  9.7  15.9  19.2  

   45-64 15.9  17.4  8.8  8.3  28.9  29.7  

Marital status  <0.001  0.009  0.001  <0.001  <0.001  0.278 

   Married 8.3  12.5  3.2  5.6  16.9  21.8  

   WSD
†
 21.3  19.4  11.4  9.5  30.3  28.0  

   Never married 5.2  17.3  3.3  15.7  10.2  20.1  

Employment status  <0.001  <0.001  0.005  <0.001  0.216  0.008 

   Working (full/part time) 6.2  9.4  3.1  6.5  15.4  16.6  

   Student/housewife 12.4  23.6  1.9  13.9  16.9  27.8  

   Not working 10.5  19.9  7.2  17.9  24.6  22.3  

*
 Weighted by age and sex to the population census of each year (2000 and 2010)   

† 
WSD: Widowed/separated/div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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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8. Socio-demographic profile of professional service users with any DSM mental disorders 

(Continued) 

 Total  Male   Female  

  2001 2011 2001  2011 2001 2011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Monthly income (USD)  0.080  <0.001  0.002  0.132  0.264  0.002 

   Low (<2000) 9.4  19.7  5.4  11.6  17.1  27.8  

   High (≥2000) 6.8  11.2  1.7  8.1  14.9  16.7  

Education (year)  <0.001  0.009  <0.001  1.000  <0.001  0.020 

   Low (<10) 

17.

8 

 20.6  10.8  9.3  26.5  29.9  

   High (≥10) 6.0  13.8  2.3  9.4  13.6  20.3  

*
 Weighted by age and sex to the population census of each year (2000 and 2010)   

† 
WSD: Widowed/separated/div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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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코올 사용장애에서의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률은 여성에서 남성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Table 29). 2001년에는 44세 이하의 이용률이 45세 

이상 군에 비해 크게 낮았으나, 10년 사이 44세 이하 군의 이용률이 두 

배 이상 높아지며 유의한 차이가 사라졌다. 미혼 군의 이용률이 

높아지며 결혼상태에 따른 이용률 분포에는 차이가 생긴 반면, 

취업상태에 따른 이용률 분포는 유사했다. 저소득 군의 이용률이 증가해 

소득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생긴 반면, 교육수준이 높은 군에서의 

이용률이 높아지며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사라졌다.  

 알코올 사용장애 남성에서는 2001년에는 연령, 결혼상태, 취업상태, 소

득,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반면 2011년에는 결혼상태, 

취업상태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29). 10년 사이 45-

64세 남성, 이혼/사별/별거 남성, 교육수준이 낮은 남성 에서는 이용률

이 감소했다. 여성의 경우 2001년에는 결혼상태, 교육수준, 2011년에는 

취업상태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29). 45-64세에서 

가장 이용률이 높은 분포는 유지되었으며, 미혼 군에서 이용률이 증가하

고, 기혼/이혼/사별/별거 여성에서는 이용률이 감소하였다. 학생/주부에

서는 이용률이 증가한 반면, 취업 여성에서는 감소하였고, 높은 소득수

준, 낮은 교육수준 여성에서도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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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9. Socio-demographic profile of professional service users with alcohol use disorders 

 Total  Male   Female  

  2001 2011 2001  2011 2001 2011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Sex   0.001  0.009         

   Male  3.4  6.8  -  -  -  -  

   Female 9.4  13.3  -  -  -  -  

Age (year)  <0.001  0.321  <0.001  0.157  0.338  0.230 

   18-29 3.1  7.0  0  3.4  9.0  12.2  

   30-44 2.0  7.7  1.6  7.0  5.4  10.3  

   45-64 10.0  10.6  9.4  8.9  15.6  22.6  

Marital status  <0.001  0.012  0.001  0.013  0.046  0.358 

   Married 0  5.9  3.1  4.4  12.3  11.7  

   WSD
†
 2.6  9.8  11.1  10.9  16.7  5.6  

   Never married 0  12.4  1.8  10.6  2.6  17.1  

Employment status  0.005  <0.001  0.010  <0.001  0.474  0.028 

   Working (full/part time) 3.4  5.1  2.9  4.8  6.6  5.3  

   Student/housewife 5.7  13.3  0  6.3  11.7  20.3  

   Not working 7.0  17.1  6.5  18.2  11.1  14.6  

*
 Weighted by age and sex to the population census of each year (2000 and 2010)   

† 
WSD: Widowed/separated/div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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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9. Socio-demographic profile of professional service users with alcohol use disorders 

 (Continued) 

 Total  Male   Female  

  2001 2011 2001  2011 2001 2011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Monthly income (USD)  0.090  0.003  0.001  0.073  0.784  0.051 

   Low (<2000) 5.3  13.0  5.2  9.8  7.0  20.0  

   High (≥2000) 2.8  5.6  0.7  5.3  8.6  8.1  

Education (year)  <0.001  0.073  <0.001  0.218  0.014  0.286 

   Low (<10) 14.0  13.7  12.4  10.5  22.6  21.1  

   High (≥10) 2.4  7.7  1.3  6.3  7.0  12.3  

*
 Weighted by age and sex to the population census of each year (2000 and 2010)   

† 
WSD: Widowed/separated/div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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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코틴 사용장애에서의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률 분포의 변화 양상은 

알코올 사용장애에서와 거의 동일하였다(Table 30). 먼저 여성에서 

남성에 비해 3배 이상 이용률이 높았다. 2001년에는 45세 이상의 

이용률이 훨씬 높았으나, 2011년에는 44세 이하 군의 이용률이 높아져 

유의한 차이가 사라졌으며, 30-44세 군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아졌다. 

미혼 군의 이용률이 증가하며 가장 이용률이 높은 군이 이혼/사별/별거 

군에서 미혼 군으로 변화한 것이나, 취업상태별 분포가 변하지 않은 것, 

저소득군에서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높은 교육수준 군에서의 이용률이 

증가한 것도 알코올 사용장애의 경우와 유사했다.  

 니코틴 사용장애 남성에서는 2001년 45-64세에서, 2011년 미혼/이혼

/사별/별거 군, 무직, 저소득 군에서 유의하게 이용률이 높았다(Table 

30). 역시 미혼 군과 44세 이하 군의 사용률 증가가 두드러졌다. 여성

에서는 2001년 이혼/별거/사별군, 2011년 학생/주부 군에서 이용률이 

높았다(Table 30). 44세 이하에서는 이용률이 증가한 반면 45-64세에

서는 이용률이 증가하지 않았다. 미혼, 저소득에서는 이용률이 증가한 

반면 이혼/사별/별거 군, 고소득에서는 이용률이 오히려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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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0. Socio-demographic profile of professional service users with nicotine use disorders 

 Total  Male   Female  

  2001 2011 2001  2011 2001 2011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Sex   0.019  0.001         

   Male  2.4  8.6  -  -  -  -  

   Female 8.9  26.5  -  -  -  -  

Age (year)  0.007  0.800  0.039  0.876  0.075  0.805 

   18-29 1.3  10.5  0.5  6.9  6.9  22.2  

   30-44 2.0  11.7  2.1  9.1  0  31.6  

   45-64 5.9  9.4  4.3  8.8  25.0  25.0  

Marital status  <0.001  0.070  0.318  0.044  0.031  0.958 

   Married 2.8  7.4  2.5  5.6  13.6  26.3  

   WSD
†
 11.1  13.0  6.1  13.2  30.0  22.2  

   Never married 1.6  14.9  1.8  13.3  0  27.3  

Employment status  0.017  <0.001  0.903  0.037  0.071  0.008 

   Working (full/part time) 2.5  6.4  2.4  6.2  4.2  8.3  

   Student/housewife 6.0  22.0  1.6  8.6  21.7  53.3  

   Not working 2.4  18.5  2.7  16.7  0  27.3  

*
 Weighted by age and sex to the population census of each year (2000 and 2010)   

† 
WSD: Widowed/separated/div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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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0. Socio-demographic profile of professional service users with nicotine use disorders 

 (Continued) 

 Total  Male   Female  

  2001 2011 2001  2011 2001 2011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Monthly income (USD)  0.275  <0.001  0.430  0.029  0.652  0.056 

   Low (<2000) 3.8  19.0  3.1  14.6  12.5  33.3  

   High (≥2000) 2.1  6.3  1.8  6.3  6.3  5.9  

Education (year)  0.002  0.817  0.241  0.781  0.349  1.000 

   Low (<10) 5.6  8.9  3.8  6.5  17.6  27.3  

   High (≥10) 2.3  10.9  2.1  8.9  7.5  26.3  

*
 Weighted by age and sex to the population census of each year (2000 and 2010)   

† 
WSD: Widowed/separated/div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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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장애 이환자에서의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률은 물질사용장애의 

경우와는 다른 분포와 변화를 보였다(Table 31). 2001년에는 여성, 

45세 이상, 기혼, 학생/주부, 낮은 교육수준 군에서 유의하게 이용률이 

높았으나, 2011년에는 모든 군에서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유의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즉, 이전에는 이용률이 

낮았던 남성, 29세 이하, 미혼, 무직, 높은 교육수준 군에서 이용률이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기분장애에 이환된 적 있는 남성의 경우 2001년에는 연령,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2011년에는 유의한 관련요인이 없었다

(Table 31). 2001년에는 45-64세에서 이용률이 높았으나 2011년에는 

44세 이하의 이용률이 증가하며 연령별 차이가 감소하였다. 2001년에는 

기혼, 학생/주부, 고소득, 낮은 교육수준 군에서 이용률이 높았으나, 이

용률 분포가 역전되어, 2011년에는 미혼, 무직, 저소득, 높은 교육수준 

군에서 이용률이 높아졌다. 여성의 경우에도 남성의 경우와 같이 44세 

이하의 이용률이 증가하여 연령별 차이가 감소하였고, 이용률이 가장 높

았던 것이 기혼 군에서 미혼 군으로 바뀌는 변화가 나타났다(Table 31). 

그러나 남성과 달리 학생/주부,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에서 이용률이 높

은 분포는 유지되었다. 이용률이 10년 사이 감소한 군은 학생/주부 남성, 

낮은 교육수준 남성, 45-64세 여성, 기혼 여성, 낮은 교육수준 여성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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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Socio-demographic profile of professional service users with mood disorders 

 Total  Male   Female  

  2001 2011 2001  2011 2001 2011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Sex   0.023  0.156         

   Male  19.3  31.8  -  -  -  -  

   Female 33.3  39.1  -  -  -  -  

Age (year)  <0.001  0.199  0.028  0.803  0.004  0.316 

   18-29 15.3  33.3  7.7  29.5  18.6  35.8  

   30-44 27.3  33.1  12.5  30.4  32.0  34.5  

   45-64 42.0  41.9  33.3  35.7  45.6  44.0  

Marital status  0.004  0.631  0.278  0.492  0.032  0.772 

   Married 36.3  34.7  26.2  26.4  39.7  37.6  

   WSD
†
 25.0  38.3  9.1  35.3  29.3  39.1  

   Never married 16.0  39.7  13.8  36.5  19.1  42.9  

Employment status  0.034  0.050  0.239  0.691  0.449  0.025 

   Working (full/part time) 26.2  31.4  20.0  31.0  29.3  31.3  

   Student/housewife 38.1  44.4  50.0  27.6  37.6  48.0  

   Not working 19.0  34.8  14.3  37.5  30.8  33.3  

*
 Weighted by age and sex to the population census of each year (2000 and 2010)   

† 
WSD: Widowed/separated/div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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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Socio-demographic profile of professional service users with mood disorders (Continued) 

 Total  Male   Female  

  2001 2011 2001  2011 2001 2011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Monthly income (USD)  1.000  0.134  0.734  1.000  0.527  0.092 

   Low (<2000) 29.1  39.0  19.0  34.0  34.2  41.2  

   High (≥2000) 28.3  30.9  23.5  33.3  29.3  29.6  

Education (year)  0.001  0.634  0.012  0.642  0.020  0.331 

   Low (<10) 43.9  39.0  43.8  26.9  44.8  44.6  

   High (≥10) 23.8  36.0  13.6  34.0  28.4  37.4  

*
 Weighted by age and sex to the population census of each year (2000 and 2010)   

† 
WSD: Widowed/separated/div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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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장애에서의 서비스이용률 분포 변화는 기분장애와 유사하게 

나타났다(Table 32). 10년 사이 남성, 19세 이하, 미혼, 높은 교육수준 

군의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에 의한 

차이가 없어지는 양상이었다. 다만 기분장애의 경우와는 다른 변화도 

나타났다. 학생/주부군에서 이용률이 증가하며 취업 군에서 다른 군에 

비해 이용률이 낮게 나타났다. 저소득군에서 이용률이 좀더 높은 양상은 

유지되었다. 

 불안장애 이환 경험이 있는 남성에서 2001년에는 연령, 결혼상태, 교

육수준에 따라 이용률이 유의하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1년

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가 없었다(Table 32). 2001년에는 

45-64세, 낮은 교육수준, 저소득 군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나 44세 

이하, 높은 교육수준, 고소득 군에서 이용률이 높아지며 큰 차이가 없어

졌다. 이혼/별거/사별 군, 취업 군에서 가장 이용률이 높았던 분포도 미

혼, 무직 및 학생/주부 군에서 가장 높은 분포로 바뀌었다. 여성에서 이

용률과 관련되는 요인은 2001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2011년 소

득수준이었다(Table 32). 45-64세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은 분포는 유

지되었으나 역시 44세 이하 군에서 이용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01년과 2011년 사이 낮은 교육수준 남성, 이혼/사별/별거,취업, 무직 

여성에서만 이용률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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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Socio-demographic profile of professional service users with anxiety disorders 

 Total  Male   Female  

  2001 2011 2001  2011 2001 2011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Sex   0.041  0.424         

   Male  11.4  28.2  -  -  -  -  

   Female 18.8  24.6  -  -  -  -  

Age (year)  <0.001  0.296  <0.001  0.988  0.003  0.125 

   18-29 9.6  22.9  0.0  28.3  13.0  20.0  

   30-44 13.9  23.8  7.0  27.5  15.6  21.6  

   45-64 28.1  29.8  26.0  28.9  28.9  30.7  

Marital status  <0.001  0.346  <0.001  0.136  0.004  0.939 

   Married 14.6  22.9  9.8  19.2  15.9  24.1  

   WSD
†
 37.7  26.3  46.7  27.8  35.2  26.3  

   Never married 12.1  29.4  3.8  35.6  18.1  25.0  

Employment status  0.645  0.020  0.137  0.067  0.260  0.102 

   Working (full/part time) 17.0  19.3  14.3  21.0  18.6  18.2  

   Student/housewife 15.7  30.9  0.0  38.7  17.5  29.4  

   Not working 20.6  30.3  12.1  38.7  30.0  26.5  

*
 Weighted by age and sex to the population census of each year (2000 and 2010)   

† 
WSD: Widowed/separated/divorced 

 



89 

 

Table 32. Socio-demographic profile of professional service users with anxiety disorders (Continued) 

 Total  Male   Female  

  2001 2011 2001  2011 2001 2011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 P- value

Monthly income (USD)  0.521  0.049  0.152  1.000  1.000  0.021 

   Low (<2000) 17.2  29.8  17.4  30.9  17.2  29.8  

   High (≥2000) 14.8  21.0  5.7  29.3  17.5  17.7  

Education (year)  <0.001  0.316  0.002  1.000  0.012  0.188 

   Low (<10) 28.8  29.6  35.0  28.0  26.9  30.1  

   High (≥10) 13.1  24.5  7.8  28.2  15.5  22.8  

*
 Weighted by age and sex to the population census of each year (2000 and 2010)   

† 
WSD: Widowed/separated/divorced 

 

 

 



90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해, 정신의료서비스 이용의 관련요인을 

분석하고 2001년, 2011년 사이 서비스 이용 관련요인의 변화가 있는지 

비교해보았다. 각각의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별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각 정신장애에서의 정신의료서비스 

이용자 수가 많지 않아, 남녀를 나누어 분석하면 한 인구사회학적 요인 

군에 들어가는 샘플 수가 너무 적어져 정확한 분석이 어려웠다. 따라서 

남녀 합친 전체에 대해서만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전체 정신장애의 경우 2001년에는 여성, 미혼, 무직, 교육수준이 낮은 

군에서 이용가능성이 높았고, 44세 이하에서는 이용가능성이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2011년에도 마찬가지였으며, 학생/주부 군의 

이용가능성이 취업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아지고,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없어졌다는 변화가 있었다(Table 33).  

 알코올 사용장애의 경우 2001년에는 교육수준이 낮은 군에서만 

이용가능성이 유의하게 높고 성별, 연령 등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반면, 2011년에는 여성, 미혼, 학생/주부와 무직 군에서 이용 

가능성이 높았고, 44세 이하에서는 이용가능성이 낮았다(Table 34).   

 2001년의 니코틴 사용장애 경험자 중에서는 18-29세만이 정신의료 

서비스 이용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학생/주부, 

저소득만이 정신의료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5). 

 기분장애의 경우 2001년에는 44세 이하에서 이용 가능성이 낮고, 

학생/주부,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에서 이용 가능성이 높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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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는 18-29세에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점만이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다(Table 36). 

 불안장애의 경우 2001년에는 이혼/별거/사별군에서 이용 가능성이 

높고, 18-29세에서 이용가능성이 낮았으며, 2011년에는 미혼, 

학생/주부 군에서 이용가능성이 높고, 18-29세는 동일하게 

이용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Table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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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Demographic correlates of professional service users with 

any DSM-IV disorder 

2001 2011 

Characteristics  AOR (95% CI) AOR (95% CI) 

Sex 

   Male 1.0 1.0 

   Female 4.72 (3.07-7.27) 2.31 (1.60-3.35) 

Age (year) 

   18-29 0.15 (0.07-0.30) 0.24 (0.13-0.46) 

   30-44 0.46 (0.29-0.72) 0.72 (0.47-1.10) 

   45-64 1.0 1.0 

Marital status 

   Married 1.0 1.0 

   WSD
*

 1.59 (0.95-2.64) 1.32 (0.80-2.16) 

   Never married 2.18 (1.19-4.00) 2.92 (1.79-4.76) 

Employment status 

   Working (full/part time) 1.0 1.0 

   Student/housewife 1.41 (0.90-2.20) 2.85 (1.89-4.29) 

   Not working 2.05 (1.23-3.41) 1.72 (1.09-2.70) 

Monthly income (USD) 

   Low (<2000) 0.76 (0.49-1.16) 1.43 (0.98-2.09) 

   High (≥2000) 1.0 1.0 

Education (year) 

   Low (<10) 1.78 (1.14-2.79) 0.82 (0.51-1.33) 

   High (≥10) 1.0 1.0 

AOR; Adjusted odds ratio,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

WSD: Widowed/separated/div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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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Demographic correlates of professional service users with 

alcohol use disorder 

2001 2011 

Characteristics  AOR (95% CI) AOR (95% CI) 

Sex 

   Male 1.0 1.0 

   Female 1.94 (0.70-5.40) 2.30 (1.14-4.64) 

Age (year) 

   18-29 0.98 (0.28-3.36) 0.06 (0.02-0.21) 

   30-44 0.39 (0.15-1.07) 0.26 (0.11-0.62) 

   45-64 1.0 1.0 

Marital status 

   Married 1.0 1.0 

   WSD
*

 2.38 (0.96-5.91) 1.01 (0.35-2.88) 

   Never married 0.46 (0.14-1.55) 7.77 (3.24-18.65) 

Employment status 

   Working (full/part time) 1.0 1.0 

   Student/housewife 2.19 (0.72-6.69) 3.83 (1.59-9.24) 

   Not working 2.06 (0.90-4.73) 4.27 (1.96-9.33) 

Monthly income (USD) 

   Low (<2000) 1.07 (0.45-2.55) 1.16 (0.57-2.37) 

   High (≥2000) 1.0 1.0 

Education (year) 

   Low (<10) 6.02 (2.75-13.20) 0.92 (0.38-2.22) 

   High (≥10) 1.0 1.0 

AOR; Adjusted odds ratio,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

WSD: Widowed/separated/div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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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Demographic correlates of professional service users with 

nicotine use disorder 

2001 2011 

Characteristics  AOR (95% CI) AOR (95% CI) 

Sex 

   Male 1.0 1.0 

   Female 2.07 (0.47-9.18) 1.74 (0.66-4.61) 

Age (year) 

   18-29 0.12 (0.01-0.97) 0.47 (0.12-1.89) 

   30-44 0.37 (0.11-1.23) 1.58 (0.60-4.12) 

   45-64 1.0 1.0 

Marital status 

   Married 1.0 1.0 

   WSD
*

 3.10 (0.87-11.08) 2.04 (0.65-6.39) 

   Never married 1.75 (0.32-9.55) 2.31 (0.94-5.67) 

Employment status 

   Working (full/part time) 1.0 1.0 

   Student/housewife 4.44 (0.97-20.42) 4.86 (1.63-14.48) 

   Not working 0.91 (0.24-3.42) 2.44 (0.96-6.21) 

Monthly income (USD) 

   Low (<2000) 1.76 (0.57-5.46) 2.84 (1.15-7.05) 

   High (≥2000) 1.0 1.0 

Education (year) 

   Low (<10) 0.73 (0.21-2.56) 0.52 (0.16-1.70) 

   High (≥10) 1.0 1.0 

AOR; Adjusted odds ratio,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

WSD: Widowed/separated/div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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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Demographic correlates of professional service users with 

mood disorder 

2001 2011 

Characteristics  AOR (95% CI) AOR (95% CI) 

Sex 

   Male 1.0 1.0 

   Female 1.02 (0.44-2.33) 1.04 (0.60-1.80) 

Age (year) 

   18-29 0.17 (0.05-0.55) 0.28 (0.11-0.71) 

   30-44 0.45 (0.22-0.93) 0.62 (0.34-1.15) 

   45-64 1.0 1.0 

Marital status 

   Married 1.0 1.0 

   WSD
*

 0.78 (0.35-1.78) 1.07 (0.56-2.04) 

   Never married 1.11 (0.36-3.46) 1.99 (0.91-4.35) 

Employment status 

   Working (full/part time) 1.0 1.0 

   Student/housewife 2.04 (1.04-4.00) 1.72 (0.98-3.03) 

   Not working 0.56 (0.19-1.64) 0.91 (0.48-1.73) 

Monthly income (USD) 

   Low (<2000) 0.47 (0.22-0.99) 1.36 (0.80-2.30) 

   High (≥2000) 1.0 1.0 

Education (year) 

   Low (<10) 2.52 (1.23-5.14) 0.65 (0.34-1.22) 

   High (≥10) 1.0 1.0 

AOR; Adjusted odds ratio,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

WSD: Widowed/separated/div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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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 Demographic correlates of professional service users with 

anxiety disorder 

2001 2011 

Characteristics AOR (95% CI) AOR (95% CI) 

Sex 

Male 1.0 1.0 

Female 1.33 (0.68-2.61) 0.71 (0.41-1.21) 

Age (year) 

18-29 0.28 (0.10-0.81) 0.24 (0.10-0.60) 

30-44 0.55 (0.28-1.09) 0.68 (0.36-1.30) 

45-64 1.0 1.0 

Marital status 

Married 1.0 1.0 

WSD
*

 2.66 (1.36-5.23) 1.07 (0.53-2.15) 

Never married 1.86 (0.76-4.55) 2.34 (1.11-4.93) 

Employment status 

Working (full/part time) 1.0 1.0 

Student/housewife 1.10 (0.62-1.96) 2.97 (1.67-5.28) 

Not working 1.22 (0.53-2.80) 1.70 (0.89-3.26) 

Monthly income (USD) 

Low (<2000) 0.68 (0.37-1.25) 1.59 (0.93-2.74) 

High (≥2000) 1.0 1.0 

Education (year) 

Low (<10) 1.65 (0.82-3.31) 0.68 (0.34-1.35) 

High (≥10) 1.0 1.0 

AOR; Adjusted odds ratio,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

WSD: Widowed/separated/div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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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가. 연구 결과의 해석 

 

먼저, 2001년과 2011년의 조사대상은 대부분의 인구사회학적 

분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고령의 비율이 좀더 높고, 기혼자의 

비율은 감소했으며,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인 비율이 감소하고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군이 감소하였다. 이는 대상 군의 차이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10년 간의 사회적 변화가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사대상 군에서 나타난 변화들은 사회의 고령화, 혼인 연령 증가, 

물가 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 변화 등 사회적 변화와 동일한 방향이었기 

때문이다.  

인구센서스에 따라 보정한 유병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물질사용장애의 

감소추세와 기분장애의 증가추세가 관찰되었다. 알코올 사용장애, 

니코틴 사용장애는 남성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여성에서는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30-44세 여성에서는 알코올 사용장애, 

니코틴 사용장애가 오히려 증가하였다. 기분장애는 남녀 모두,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으며, 특히 30세 미만의 청년 층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불안장애는 성별, 연령대별로 다른 변화를 보였다. 30세 

미만 군에서는 남녀 모두 증가하였고, 45세 이상 군에서는 남녀 모두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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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1년과 2011년 사이 인구사회학적 분포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그에 영향을 받아 유병률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보정하여 2001년과 2011년의 위험을 비교하였다. 

보정한 후에도 물질사용장애의 감소와 기분장애의 증가 추세는 유의한 

것으로 남았다. 2011년에는 2001년에 비해 실제로 물질사용장애의 

위험이 낮아지고, 기분장애의 위험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에서는 알코올 사용장애와 니코틴 사용장애의 위험이 2001년에 

비해 2011년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기분장애의 경우 남녀 모두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2011년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정신장애군의 위험요인 역시 10년 사이 변화가 있었다. 

물질사용장애에서는 남성, 젊은 나이, 이혼/사별/별거 상태라는 

위험요인은 남았으나 이외 위험요인에서는 변화가 있었다. 알코올 

사용장애의 경우 30-44세 연령대의 위험이 45-64세 연령대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2001년에는 미혼 상태에서 위험이 낮았으나 

2011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니코틴 사용장애의 위험도는 

2001년 학생/주부 군에서는 낮았으나 2011년에는 낮지 않았다. 

기분장애는 여성, 이혼/사별/별거 상태라는 위험요인은 10년 사이 

동일하였으나, 2011년에는 학생/주부, 무직 군에서 위험이 높아졌고,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군에서 위험이 높아졌다. 불안장애에서도 무직,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군은 2001년과 달리 2011년 새로운 위험군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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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물질사용장애가 감소하며 이전의 위험요인들의 유의성이 희미해진 

반면, 기분장애와 불안장애에서는 무직/저소득/낮은 교육수준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직 군에서는 취업 군에 비해 

기분장애의 위험이 2배, 불안장애의 위험은 1.7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군은 고소득군에 비해 기분장애의 위험이 1.4배, 불안장애의 

위험이 1.5배로 나타났다. 중졸 이하인 경우 고졸 이상보다 기분장애 

위험은 1.4배, 불안장애 위험은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에 비해 2011년 각 정신장애를 경험할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비교해보았을 때에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다. 알코올, 니코틴 

사용장애는 남성 대부분의 군에서 위험이 감소했으나, 무직 여성, 

저소득 여성에서는 알코올 사용장애의 위험이 올라갔다. 기분장애의 

경우 대부분의 군에서 2011년 위험이 더 높아졌으나 특히 저소득 남, 

녀의 경우 2001년에 비해 2011년 기분장애 경험 가능성이 각각 

1.97배, 1.31배였고, 무직 여성에서는 1.98배로 나타났다. 불안장애의 

경우에는 30세 미만 남성에서 2.17배, 저소득 남성에서 1.57배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남자에서는 물질사용장애와 같은 외향화 장애가 더 흔하고, 

여성에서는 우울장애, 불안장애와 같은 내향화 장애가 더 흔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으로, 1980-2013년 사이, 

63개국에서 이루어진 174개 정신장애역학연구에 대한 메타리뷰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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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향은 일관되게 나타난 바 있다(31). 또한 WHO mental health 

survey에서도 기분장애, 불안장애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위험이 높고, 

물질사용장애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위험이 높은 경향이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2, 5). 그러나 주요우울장애와 

물질사용장애의 경우, 최근 많은 국가에서 젊은 연령대에서 남녀 차이가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어(32, 33),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남녀차이 

감소는 다른 나라와 공통된 경향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Seedat 등은 이 

남녀차이 감소의 원인을 성역할 가설(gender role theory)로 

설명하였다. 전통적 성역할의 변화가 큰 나라에서 남녀 차이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여성의 역할이 남성의 역할과 

유사해지면서, 여성의 물질사용 증가로 물질사용장애가 증가하여, 

물질사용장애에서의 남녀 차이가 감소했다고 설명하고 있다(33).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로 본 연구에서 2001년과 2011년 사이 

물질사용장애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남성에서의 감소 

추세였다. 다른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보정하고도, 남성에서는 알코올 

사용장애와 니코틴 사용장애의 위험이 2001년에 비해 2011년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반면 30-44세 이하의 젊은 여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위험이 높아지지는 않았으나, 알코올 사용장애와 니코틴 

사용장애의 유병률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성비의 감소 추세도 이전 

연구에서부터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1984년 알코올 사용장애 

유병률의 남녀비는 16.5였다가, 1999년 지역사회조사에서 5.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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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모습이 관찰된 바 있다(34). 2001년의 남녀 성비는 

4.36였다가 2011년에는 3.16으로 감소했다.  

미국의 경우 1982년 ECA 연구에서 알코올 의존의 성비가 

5.17이다가(14, 35, 36) 1990-1992년 NCS 연구에서 2.45로 

감소했고(15), 2001-2002년 National Epidemiologic Survey on 

Alcohol and Related Conditions (NESARC)연구에서는 2.34로 

감소했다(37). 또한 2001-2002년 NESARC와 1991-1992년 

National Longitudinal Alcohol Epidemiologic Survey (NLAES) 

조사를 비교해보았을 때, 남성에서 알코올 의존이 감소한 반면 

여성에서는 의존의 감소폭이 크지 않았다는 변화도 유사하게 

나타났다(37). 그러나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알코올 남용이 남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면서, 전체 알코올 사용장애의 12개월 유병률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성비가 감소하는 속도가 

미국에 비해 훨씬 빠르다.  

 이러한 추세는 다른 국내 조사에서 나타난 흡연 및 음주행태의 

변화양상과도 일치한다. KECA 이외에는 최근 국내에서 이루어진 

전국적 정신장애 역학 조사가 없어 정신장애 실태 변화의 직접적 비교는 

어려우나, 건강행태의 변화에 대한 조사인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와 

비교가 가능하다. 2001년의 제2기 조사와 2010-2012년의 제5기 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흡연행태, 음주행태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38, 39).  

 먼저 음주행태를 살펴보면,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알코올 의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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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검사 결과에 의해 정의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는 CAGE로, 

2011년도에는 AUDIT(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로 

서로 다른 도구를 사용해 직접 비교가 어려워, 같은 AUDIT를 사용한 

2005년도와 2011년도의 결과를 비교해보았다. AUDIT 점수 20점 

이상을 알코올 의존으로 정의했을 때, 유병률은 남자에서는 2005년 

13.67%에서 2011년 12,8%로 감소했으나, 여자에서는 1.7%에서 

2.2%로 다소 증가하여, 알코올 사용장애 유병률의 변화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38, 39). 

 전통적인 한국 사회는 유교사상에 입각한, 매우 엄격한 성 역할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비교적 최근인 

2000년과 2010년 사이에도, 여성 교육수준이 증가하며 여성의 대학교 

입학률(80.5%)이 남성(77.6%)보다 증가하고(Figure 9), 또한 평균 

초혼 연령도 증가하고 있다(Figure 10). 다른 연령대에서와 달리, 

20대에서는 여성 고용률이 남성 고용률보다 높아졌다(Figure 11)(23). 

이는 특히 현재 20대의 경우 교육수준, 결혼상태, 취직상태 등 경험하는 

사회적 환경에서, 성별 차이가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대부분 제한되어있던 이전에 비해,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며 사회적 음주기회가 증가하였고, 동시에 여성 음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으며, 또한 술을 구매할 경제적인 능력도 갖추어지면서 

여성 음주율이 증가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여성의 알코올 사용장애도 

증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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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Change of college entrance rate by gen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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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Change of average age at first marriage by gen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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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Change of employment rate by gender among those aged 

20-29 years o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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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남성의 음주가 감소한 것은, 음주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 변화와 

적극적 절주 정책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전과 달리, 음주운전, 

음주 상태에서의 행패 등 음주로 인해 생기는 행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용은 감소하고 있다. 1995년 이래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 강화, 단속 

활성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0년 경찰에서 '주폭 퇴치' 

캠페인을 벌일 정도로, 음주로 인한 행동문제는 진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음주에 대한 허용적인 분위기가 변화했고, 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남성 음주자들이 이로 인해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또한 국가에서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래 지속적으로 절주 

정책을 펴고 있다. 2006년에는 2010년까지의 국가 알코올 종합계획인 

'파랑새 플랜 2010'이 발표되었으며, 여기에는 술 권하는 문화 바꾸기, 

알코올 중독의 치료 및 재활, 예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41). 

이후 음주문화 바꾸기 공동체인 '파랑새 포럼'을 구축하고, 보건소 및 

교육기관에 '절주 학교'를 운영하며, 알코올 상담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자가검진도구를 보급하고 음주 폐해에 대한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절주 정책이 남성의 알코올 사용장애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니코틴 사용장애 현황과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흡연행태도 비슷한 변화양상을 보였다. 남성의 현재 흡연율은 2001년 

60.9%에서 2011년 47.3%로 감소한 반면, 여성의 현재 흡연율은 

2001년 5.2%에서 6.8%로 다소 증가하였다. 남성의 경우 200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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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2011년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흡연율이 감소하였으며, 소득수준, 

거주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흡연율이 감소하였다. 여성의 경우 

2001년에 비해 2011년, 60대, 70대에서는 감소한 반면,  20대, 

30대에서는 증가하였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수준 상 이외에는 

모든 소득수준에서 증가를 보였는데, 소득수준 하, 중하의 경우 

증가폭이 높았다(38, 39). 즉, 남성과 달리 젊은 여성에서 니코틴 

사용장애 감소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였던, 본 조사 

결과와 비슷한 양상이다.  

 해외에서는 니코틴 사용장애를 CIDI와 같은 진단도구로 조사한 결과가 

많지 않고, 대부분 선별검사나 간단한 scale을 사용해 니코틴 의존을 

측정했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미국에서 Nicotine 

Depend-ence Syndrome Scale (NDSS)을 사용해 조사했을 때, 

2002년과 2012년 사이 니코틴 의존의 유병률이 23.6%에서 18.9%로 

감소했고, 중증도(severity)도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었다(42).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찾기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좀더 

살펴보면, 금연시도율이 대부분의 군에서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남자에서는 금연시도율이 48.0%에서 56.3%으로 높아지고, 여성의 경우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금연시도율이 증가했으나 20대에서는 74.4%에서 

52.4%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흡연예방/금연교육 경험률은 2007년부터 

측정하였는데, 남자의 경우 2007년 9.2%에서 2011년 11.8%로 다소 

증가했다. 주로 20대(16.3→22.3%), 40대(6.6→11.2%),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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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에서 증가폭이 컸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험률은 점점 

낮아지는 양상이었다. 반면 여성의 경우 금연교육 경험률은 2007년 

4.6%에서 2011년 4.3%로 오히려 감소했다. 20대에서는 8.8%에서 

10.4%로 증가했으나 30대에서는 3.0%에서 2.8%로, 40대에서는 

5.8%에서 3.6%로, 50대에서는 2.7%에서 1.7%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였으며,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교육 경험률이 매우 낮았다(38, 

39). 즉, 여성에서 흡연율이 증가하고 니코틴 사용장애가 증가하는 반면, 

금연교육 경험률은 낮고,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남성의 흡연율 감소와 니코틴 사용장애 유병률 감소는 적극적 금연 

정책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금연정책은 95년 

국민건강법 제정에 따라 금연구역 설정 등 흡연을 규제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는데, 1995년 건강증진법을 제정하며 ‘금연 

및 절주 운동’의 내용이 포함되고, 2002년 제1차, 2005년 제2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역시 금연, 절주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면서 

여러 가지 금연 사업이 진행되었다. 2005년 금연교육 및 홍보 중심에서 

금연 지원을 위한 금연 클리닉, 금연상담전화, 군/전의경 금연지원 

등으로 금연 사업이 확대되었고, 2010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구역 지정 및 관련 과태료 부가가 가능해졌으며, 

2011년에는 법정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담배광고 금지가 강화되는 등, 

점차 금연정책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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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하면, 물질사용장애에서의 성비 감소는 WHO 연구에서 제기된 

성역할 가설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 음주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 변화,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과 연관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기분장애의 경우 WHO 연구를 근거로 제시한 성역할 

가설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Seedat 등은 우울장애에서의 남녀차이 

감소는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등으로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스트레스요인이 감소하고 대처역량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우울장애가 

감소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33).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남녀차이 감소의 원인은 여성의 우울장애 감소가 아니라 남성의 

우울장애 증가였다. 게다가 전체적으로는 여성, 남성에서 모두 

우울장애가 증가했다.  

 해외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선진국의 경우 우울장애는 뚜렷한 

변화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네덜란드의 경우 1996년과 2009년 사이 

불안장애, 물질사용장애는 거의 변화가 없었고, 우울장애의 경우 다소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는 아니었다(43). 영국의 

경우에도 1993년과 2007년의 연구결과를 비교했을 때, 특정 

코호트에서 다소 유병률이 높기는 하였으나, 14년 사이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지는 않았다(44). 미국의 경우 연구마다 조금씩 다른 

결과를 보였으나, National Comorbidity Survey (NCS) 1990–1992 

조사(15)와 NCS replication 2001–2003 조사(17) 사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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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의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고, US National Survey on Drug Use 

and Health 연구 결과로는 2004년과 2007년 사이 최근 12개월 우울증 

유병률은 오히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45).  

 중국의 경우 1982년, 1993년 단 2회만 국가적인 정신질환 역학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거기에는 MDD 진단은 포함되어있지 않았다. 이후에는 

지역별로만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각 연구 별로 사용한 도구나 진단기준, 

조사대상 지역의 농촌/도시 구성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매우 어렵다. 

또한 2000-2010년 사이 유병률의 변화 추세가 일관되게 나타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2010년 사이 이루어진 연구를 

단면적으로 비교해보면, 2001-2002년 베이징, 상하이에서 CIDI 1.0을 

이용해 이루어진 조사에서 12개월 우울증 유병률이 1.7%였는데, 

2010년 베이징에서 CIDI 3.0을 이용해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3.3%으로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빠른 사회적 변화를 겪은 중국 

대도시에서, 우울증의 위험은 1937년 이전 태어난 군에 비해 1966년 

이후 태어난 군은 우울증의 위험이 22.4배 크다는 보고도 있었다(46). 

 개발도상국에서의 우울증 위험 증가와, 선진국에서 도시 거주자가 

우울장애와 불안장애의 유병률이 높다는 보고를 근거로, 우울증을 

현대의 병(disease of modernity)로 규정하고, 현대화된 정도와 우울증 

유병률이 비례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Hidaka 등은 이와 같은 현대화에 

따른 우울증 증가를 비만, 서구화된 식단, 신체활동 부족, 일주기리듬 

변화에 따른 수면패턴의 변화, 불평등의 증가, 고립되고 경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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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환경(예를 들어 일자리를 위한 경쟁, 사회적 지지 부족)이 

원인일 것이라고 제시한 바 있었다(47).  

 변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우울장애와 연관된 우리나라의 사회적 

변화를 좀더 살펴보면, 10년간 우리나라 연도별 자살률(십만 명 당)은 

2001년 14.4명, 2010년 31.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Figure 

12)(48). 소득, 교육수준 등의 요인은 조사되지 않아 자살사망의 

관련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직접적인 통계에 의한 분석은 어려우나, 

자살률 현황과 변화 추이를 통해 간접적인 추측은 가능할 것이다. 

자살률의 지속적 증가 추세와는 다르게, 최근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비율은 2001년에서 2010년 사이 오히려 감소 

추세이다(Figure 13)(38, 39, 49). 그렇다면 자살생각 자체보다는 

자살생각에서 자살행동으로 이어지는 요인의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 가지 측면은 정신장애와의 연관성일 것이다. 

자살관련 행동은, 니코틴 사용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살생각에서 자살 

계획, 자살시도로 갈 수록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비율은 

높아졌다(Figure 14)(48-50). 따라서 더 치명적인 행동일 수록 

정신장애와 관련이 높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본 조사에서 남녀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우울장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울증이 

자살생각을 행동화하는 데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자살률의 변화 추이를 보면, 경제위기 상황 시 자살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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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1997년 IMF 사태 이후 1998년 

18.4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가, 1999년 15명, 2000년 13.6명으로 다소 

감소했다(48). 그러나 2002년~2003년 가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 

이후 2003년 급격히 증가했고, 그 영향이 잦아든 2006년 다소 

감소했다가 그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문제가 자살의 행동화와 연관이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113 

 

 

Figure 12. Increase of suicide rate (per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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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Decrease of suicidal thought 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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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The percentage of subjects who experienced a mental 

disorder among those with suicide-related behavior by gen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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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본 연구 결과, 남녀 거의 모든 군에서 기분장애가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기분장애의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2001년에 비해 2011년에는, 무직 여성 

군에서는 1.98배, 200만원 이하 저소득 여성 군에서는 1.31배 

기분장애의 위험이 높아졌다. 연구 결과에서 2001년에 비해 2011년 

기분장애와 불안장애에 대한 취약성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사회적 변화와의 연관성을 시사한다. 특히 기분장애나 불안장애의 

위험은 삶의 스트레스 경험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10년간의 사회적 

변화는 취약계층에 더 부담을 주는 방향이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여러 정신질환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번 보고된 바 있다(51). 그러나 우울증 유병률이 전체적인 국가 GDP와 

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현대화가 덜 이루어진 국가에서는 우울증 

유병률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52). 따라서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이 문제일 것이다. World Mental Health survey 

initiative에서,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 계수(0에서 1사이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음)와 우울장애의 위험 간에 

연관성이 보고된 바 있었다. 전체를 분석했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분석대상을 선진국으로 한정했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54).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10년 사이, 소득이 증가하는 동안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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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지니계수는 2000년 0.279에서 2010년 

0.315으로 증가했다. 또한 계층간 소득격차를 보여주는 소득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 값으로 나눈 값)은 4.4배에서 

6.02배로 증가해, 소득격차가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중위소득 

50%~150% 미만 비율(소득이 중위소득의 50%와 중위소득의 150% 

구간 내에 속하는 인구비율)은 69.7%에서 63.7%로 감소하였다(23). 

즉, 중산층의 비율은 감소하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격차는 

더 심해져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현대화의 질병' 가설과 같이,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 

우울증이 증가하는 경향과 함께, 양극화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우울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한 연구에서는 90년대 

후반의 경제적 위기 이후, 1998년에서 2007년 사이 소득 불평등과 

우울 및 자살의 관련성을 보고하기도 하였다(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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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Secular change of Gini's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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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장애의 변화와 함께 불안장애의 변화를 살펴보면, 젊은 남성에서의 

불안장애 위험 증가가 눈에 띈다. 또한 18-29세 젊은 층에서는 

우울장애 유병률의 증가폭이 가장 높았으며, 다른 연령대와 달리 

유일하게 불안장애 유병률이 증가하였다. 게다가 젊은 여성의 경우에는 

알코올 사용장애의 위험이 높아졌다.  

 지역사회 역학조사에서는 젊은 군에서 우울증 유병률이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었다(53). 이를 설명하는 방법 중 하나는 

기억 비뚤림(recall bias)이다. 즉, 노년층의 경우 예전에 있었던 우울증 

삽화를 잊어버려 우울증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2001년에 비해 2011년에 기억 비뚤림 

이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기억 비뚤림에 따라 

우울증 유병률이 높아졌다면 연령이 올라가며 유병률이 점점 낮아졌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양상은 이와 다르다. 2001년에는 45세 이상에서 

우울장애 유병률이 가장 높았고, 2011년에는 중년층에서 가장 

낮고(6.5%) 청년층(8.4%), 노년층(7.8%)에서 높아지는 패턴이었다. 

따라서 29세 이하 청년층의 우울장애, 불안장애 증가에 대해서는 기억 

비뚤림 이외의 다른 설명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무직, 저소득 군에서 증가 폭이 큰 경향이 있었으므로, 관련된 지표인 

성, 연령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연령대별로 다소 다른 변화를 보임을 

관찰할 수 있다. 전체 고용률은 2000년 58.5%에서 2010년 58.7%로 

다소 상승했으나, 3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는 감소하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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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남성의 경우 15-19세에서는 9.8%에서 4.7%로, 20-29세에서는 

66.0에서 58.2%로, 30-39세는 91.8%에서 89.5%로 감소하였으며, 

20대 이하 젊은 남성의 고용률 하락이 뚜렷했다(46.1%→38.7%). 젊은 

남성 군에서는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가 큰 폭으로 감소해 구직을 

포기하거나, 학생으로 남는 등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20대 

남성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참가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인구 중 고용된 비율은 10년 사이 다소 낮아져, 절대적인 

고용의 부족을 시사한다(23). 본 연구에서 18-29세 남성의 경우 다른 

군과 달리 알코올 사용장애의 위험이 감소하지 않았고, 미혼 남자, 

학생/주부 남자 군에서는 니코틴 사용장애의 위험이 감소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고용상황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반면 여성의 경우 20-29세에서는 54.9→58.3%, 30-39세에서는 

52.5→53.7%로 고용률이 다소 증가했다. 그러나 고용률 증가폭에 비해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폭이 더 커서,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의 비율은 

더 낮아졌다(23). 즉, 20대 여성의 경우 상대적 고용이 부족함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자살률은 남성에서 여성보다 더 높은데, 20대, 30대의 경우 

최근 남녀 성비가 감소하였다. (1998년 2.3→2009년 1.2) 또한 2007, 

2008년에는 여성 20대의 자살률이 남성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48). 20대 여성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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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된다.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률과 정신과 의사 상담 경험률에서도 10년 사이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 모든 군에서 이용률이 증가하였다.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률이나 정신과 의사 상담률이 높아진 것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신장애를 

개입이 소용없는 상태로 인식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찾는 행동(Help-

seeking behavior)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을 것이다. 따라서 개입이 

필요한 질병 혹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니코틴 사용장애 군에서의 이용률이 뚜렷하게 

높아졌는데, 이는 질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001년에는 니코틴 사용장애에 속하는 니코틴 금단이나 

니코틴 의존을 질병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률이 

낮았을 것이다. 반면 2011년에는, 앞에서 언급된 금연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흡연의 위해성과 금연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알코올 

사용장애에서의 이용률 증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물질사용장애에서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률은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으나, 증가된 후에도 여전히 이용률은 높지 않다. 

알코올 사용장애의 경우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률은 2011년 8.4%로, 

나머지 91.6%는 한번도 전문가와 상담해본 일이 없는 셈이다. 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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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알코올 사용장애 이환자 중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률은 미국 43.6%, 

호주 24.0%, 뉴질랜드 27.3%(2)로, 우리나라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기분장애 군에서의 서비스 이용률은 2001년 28.9%에서 2011년 

36.9%로 상당한 증가를 보였으며, 다른 군의 이용률에 비해 높기는 

하나 선진국에 비하면 역시 낮은 수준이다 (미국 68.2%, 호주 58.6%, 

뉴질랜드 51.7%, 일본 33.0%, 유럽 36.5%)(2).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 진료인원은 2003년 39만 

5천여명에서 2013년 66만4천여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Figure 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서는 진료과에 상관없이 진료 시 

상병진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가 정신과 진료 외에 

타과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포함되게 된다. 본 조사 결과에서 기분장애 

군에서의 정신과 의사 상담률은 26.4%에서 27.7%로, 전체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률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증가를 보였다. 

즉, 정신과 의사 외의 다른 전문가에게 가는 비율만이 증가한 셈이다. 

따라서 심사평가원의 자료에서 증가한 진료인원은 정신과 외의 타과 

진료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는 정신과 진료에 대한 편견이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즉, 정신과적 질환과 증상에 대한 

인식은 증가하여 보다 잘 발견할 수 있게 되었으나,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것이나 그로 인한 낙인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차후 정신장애에 대한 태도, 정신과적 치료에 



123 

 

대한 태도와 이용의 연관성 등, 이를 증명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각 정신장애 군에서의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률이라는 것은 해당 

사용장애에 이환된 적 있는 군에서 한 번이라도 상담한 비율을 말하는 

것이지, 그 정신장애를 주 증상으로 상담을 했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공존 질환이 있는 경우 공존 질환 때문에 상담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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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Number of patients receiving treatment with diagnosis of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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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간의 유병률, 관련요인의 변화,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률 변화를 

종합해보면, 물질사용장애의 경우 남성은 거의 모든 군에서 유병률 

감소와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률 증가가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정신장애에 비해 여전히 이용률이 낮으며, 45-64세, 이혼/별거/사별, 

낮은 교육수준의 알코올 사용장애 남성에서는 서비스 이용률이 감소하여, 

해당 군에 대한 개입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여성의 경우 알코올 사용장애 위험은 무직, 저소득 여성에서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이용률의 감소는 취업, 고소득, 높은 교육수준의 

알코올 사용장애 여성, 이혼/별거/사별 군, 높은 교육수준의 니코틴 

사용장애 여성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취업/고소득/높은 교육수준 

여성에게는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을 알리고, 무직/저소득 여성에게는 

알코올 사용장애의 위험성을 알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다른 대처전략을 

개발하는 등, 각 군에 대해 서로 다른 개입전략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여성의 니코틴 사용장애가 감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금연 정책은 크게 금연구역 강화 등 흡연의 

규제와, 금연 교육, 금연 클리닉 설치 등 금연의 활성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성의 흡연에 대해서 아직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흡연하는 모습은 보기 쉽지 않다. 따라서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확대 등 흡연 규제는 여성 흡연을 감소시키는데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크고, 금연 캠페인, 교육, 상담 혹은 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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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강화 등, 금연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여성, 

특히 44세 이하 젊은 여성의 금연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분장애의 경우 거의 모든 군에서 유병률이 증가하는 양상이었으나, 

특히 2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군에서는 위험이 증가하지 않은 반면, 

저소득 군에서는 기분장애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9세 

이하의 청년 층에서는 다른 연령군에 비해 유병률 증가폭이 컸다. 반면 

서비스 이용률 감소는 45-64세/기혼/낮은 교육수준인 여성, 

학생/주부/낮은 교육수준의 남성에서만 나타났다. 

 불안장애의 경우 18-29세/학생/주부/저소득 남성에서 위험이 증가했다. 

서비스 이용 감소는 이혼/사별/별거 남성 및 여성, 낮은 교육수준 남성, 

취업/무직 여성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기분장애와 불안장애에 대해서도 

질병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개입과,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개입이 

서로 다른 대상군에 초점을 맞추어야 효과적인 질병부담 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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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의 장점 

 

 본 연구의 장점 중 첫 번째는 전국적 샘플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는 

것이다. 다단계집락추출법에 의해 전국 12개 지역에서 다양한 군을 

추출하였으며, 6,022명을 조사하여 분석에 필요한 샘플 수를 충분히 

확보하였다. 

 두 번째로는 구조화된 진단도구인 CIDI를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DSM-

IV 진단에 근거한 CIDI는 국제적 역학조사에서 널리 쓰이는 도구로, 

신뢰도가 증명되어 있으며 타 조사결과와 비교하기가 용이하다. 또한 

구조화된 진단도구이며, 중앙에서 일관된 교육을 시행했으므로 평가자들 

간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는 2001년과 2011년 연구 디자인이 유사하며, 동일한 

도구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2001년에도 비슷한 구조의 

다단계집락추출법을 사용했으며, 동일한 버전의 CIDI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결과의 비교가 용이하였다. 또한 이러한 연구방법과 조사도구는 

WHO mental health survey 등 해외 연구에서도 널리 쓰인 방법으로, 

해외 연구결과와의 비교도 비교적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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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단면적 역학조사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인 기억 비뚤림 현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이전에 

있던 증상들을 기억해내어 답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이전의 증상을 

잊어버리거나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노년층이나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기억 비뚤림의 위험이 커진다. 그러나 

2001년과 2011년 동일한 디자인의 1대1 면담 조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2001년과 2011년 사이 기억 비뚤림의 정도가 다르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두 연구 결과를 비교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는 동일한 코호트를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계점이다. 2001년과 2011년 연구를 진행한 지역은 

반 이상 비슷한 지역이나, 동일인을 추적 관찰한 것이 아니므로 2001년 

대상군과 2011년 대상군은 다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인구학적 

분포가 유의하게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것이 조사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회귀분석에 

포함시켜 최대한 보정하였으나,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만일 사회인구학적 분포의 변화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그로 인해 생긴 유병률의 변화는 

오히려 사회적 변화를 잘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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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는 응답 거부자의 존재이다. 응답 거부자는 면담 자체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응답 거부자의 특성을 응답자와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어떤 특성이 거부에 영향을 주었는지 알기 어렵다. 

응답 거부자는 응답자에 비해 정신질환의 유병률이 높다는 여러 보고가 

있으며, 실제로 심각한 정신장애가 있을 경우 증상이나 증상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때문에 면담을 끝까지 완료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심각한 정신장애의 유병률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정신장애에 

비해 실제보다 낮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네 번째로는 두 번의 연구조사를 통해 변화를 관찰했다고는 하나, 두 

번 다 단면적 역학조사이므로, 유병률의 변화와 관련요인들에 대한 

인과관계를 논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단면조사의 특성 상, 연관관게가 

있다고는 말할 수 있으나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서 기분장애의 유병률이 높은 현상에 대해, 저소득이 

기분장애의 원인이 되는지, 기분장애로 인해 소득이 낮아지는 것인지 

선후 인과관계를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단면적 

실태조사와 함께,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다만 정신장애의 경우 아직 일반인의 인식이 좋지 않아 코호트의 

추적률이 낮을 가능성이 높고, 유병률이 낮은 정신장애의 변화 실태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많은 샘플이 필요하므로, 현실적인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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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응답거부자의 특성을 최대한 파악하는 것이 결과의 신뢰성 

보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응답거부자는 인구학적 요인에 대한 

조사조차 거부한 사람들이므로 역시 조사 진행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또한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해짐에 따라 개인적 

질문이 포함되는 조사에 대한 순응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조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각 질환의 위험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위험군을 추출하여 

실태조사를 추가로 진행하는 것도 보완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무직자나 저소득군을 대상으로 기분장애의 

유병률을 조사하거나,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알코올 사용장애의 

유병률을 조사하는 정신질환 실태조사가 그 예가 될 것이다.  

 

 

 

 

 

 

 

 



131 

 

라. 결론  

본 연구는 지역사회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2011년 단면적 역학조사를 

실행하였고, 2001년에 같은 디자인으로 시행된 단면적 역학조사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2001년에 비해 물질사용장애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여전히 

유병률이 높았다. 또한 남성에서만 감소 경향을 보이고 젊은 여성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이었다. 기분장애는 남녀 모두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보정한 후에도 

나타나, 2001년에 비해 2011년에는 남성의 물질사용장애의 위험이 

낮아지고, 남녀 모두에서 기분장애의 위험이 높아졌다. 

 2011년 물질사용장애와 관련되는 위험요인은 줄어든 반면, 기분장애와 

불안장애에서는 무직,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이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10년 사이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분포, 정신장애군의 유병률, 

위험요인, 정신의료서비스의 이용률 모두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  

물질사용장애의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개입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여 유병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병률이 높아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젊은 여성 군을 대상으로 한 개입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분장애와 불안장애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취약군에 대한 개입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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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서비스 이용률은 모든 군에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어서, 정신질환의 관리를 위한 개입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알코올 사용장애에서 이용률이 낮아 치료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가장 이용률이 높은 

기분장애에서 정신과 의사 방문률은 미미한 증가를 보여, 정신과 치료에 

대한 편견이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률의 

장애요인과 그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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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prevalence, correlates and service use of mental disorders in 

Korean adults. And the results is compared to the results of 

previous study.  

Methods: Door to door household surveys were conducted 

with community residents aged 18-74 years from July, 2011, 

to November, 2011 (N = 6,022, response rate 78.7%). The 

sample was drawn using a multistage cluster method. Each 

subject was assessed using the Korean versio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Composite International Diagnostic 

Interview (CIDI) based on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fourth edition (DSM-IV). In 

2001, Door to door household surveys with the same survey 

design and the same assessment tool was conducted(N=6,242, 

response rate =80.2%). 

Results: Between 2001 and 2011, significant change in 

prevalence, correlates and service use was observed in 

alcohol use disorder, nicotine use disorder, mood disord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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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xiety disorder. The risk of alcohol and nicotine use disorder 

diminished in male, while the risk of mood disorder increased 

in female in 2011. Being male; divorced, separated, or 

widowed were associated with alcohol and nicotine use 

disorder. Being female; divorced, separated, or widowed were 

associated with mood and anxiety disorder. In 2011, having a 

low-income; being without a job; low level of education were 

also associated with mood and znxiety disorder, which were 

not associated correlates in 2001. The rate of service use of 

professionals was increased during 10 years.  

Conclusion The prevalence, correlates and service use of 

mental disorders were changed between 2001 and 2011 in 

alcohol and nocotine use disorder, mood disorder and anxiety 

disorder. Further research based on the results is needed to 

intervene for the chan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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