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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년간‘수면장애’환자수 연평균 8.1% 증가
   - 남성보다 여성 환자가 1.4배 더 많으나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

< 연도별 건강보험 ‘수면장애’ 성별 진료인원 >
(단위: 명,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4-‘18
증감인원

‘14-‘18
증감율

연평균
증감율

계 415,502 464,049 495,434 517,654 568,067 152,565 36.7% 8.1%
남성 168,314 190,762 201,828 212,208 239,022 70,708 42.0% 9.2%
여성 247,188 273,287 293,606 305,446 329,045 81,857 33.1% 7.4%
성비 1.5 1.4 1.5 1.4 1.4 - -

< 연도별 건강보험 ‘수면장애’ 연령대별 성별 진료인원 >
(단위: 명,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4-‘18
증감인원

‘14-‘18
증감율

연평균
증감율

계 415,502 464,049 495,434 517,654 568,067 152,565 36.7% 8.1%

10세 
미만

남성 892 794 823 826 951 59 6.6% 1.6%
여성 585 514 516 518 579 -6 -1.0% -0.3%

10대
남성 2,264 2,220 2,280 2,340 2,681 417 18.4% 4.3%
여성 1,646 1,798 1,887 1,856 2,130 484 29.4% 6.7%

20대
남성 9,683 11,551 12,437 12,950 14,972 5,289 54.6% 11.5%
여성 14,455 15,211 15,820 15,251 15,599 1,144 7.9% 1.9%

30대
남성 18,867 21,468 22,388 22,687 27,110 8,243 43.7% 9.5%
여성 28,978 30,910 32,046 30,988 32,148 3,170 10.9% 2.6%

40대
남성 25,313 28,477 29,360 30,370 34,674 9,361 37.0% 8.2%
여성 38,477 42,116 44,894 45,766 47,512 9,035 23.5% 5.4%

50대
남성 32,798 36,416 38,269 40,067 44,544 11,746 35.8% 8.0%
여성 55,544 61,435 66,317 69,309 74,250 18,706 33.7% 7.5%

60대
남성 29,953 35,331 38,083 40,852 46,010 16,057 53.6% 11.3%
여성 42,447 49,667 55,770 60,548 68,128 25,681 60.5% 12.6%

70대
남성 48,544 54,505 58,188 62,116 68,080 19,536 40.2% 8.8%
여성 65,056 71,636 76,356 81,210 88,699 23,643 36.3%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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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수면장애’환자의 78.5%는 의원에서 진료

  - 2014년 대비 1.0%p 감소

< 연도별 건강보험 ‘수면장애’ 요양기관 종별 진료인원 >
(단위: 명,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4년 
점유율

2018년 
점유율

연평균
증감율

계 415,502 464,049 495,434 517,654 568,067 - - 8.1%

종합병원 51,768 58,194 65,135 70,805 84,560 12.5% 14.9% 13.1%

병원 38,852 42,764 44,524 45,388 49,498 9.4% 8.7% 6.2%

의원 330,153 369,710 393,629 410,718 445,920 79.5% 78.5% 7.8%

보건기관 6,113 6,234 5,793 5,252 4,979 1.5% 0.9% -5.0%

주: 의원 진료 후 병원에서 추가 진료를 받는 등 요양기관 종별 중복이 있어 점유율 계는 100%가 넘음

4.‘수면장애’환자 중 4.1%가 수면다원검사 급여를 받음

  - 보험급여적용 직후보다 1.8%p 증가

< 건강보험 ‘수면다원검사’ 진료인원 >
(단위: 명, %)

구분 
2018.7월(보험급여적용 직후) 2019.3월(보험급여적용 9개월 후)

증감

(b-a)수면장애
수면다원
검사

비율(a) 수면장애
수면다원
검사

비율(b)

전체 112,975 2,600 2.3% 134,077 5,511 4.1% 1.8%p

종합병원 16,049 1,093 6.8% 21,717 1,572 7.2% 0.4%p

병원 7,880 346 4.4% 8,946 522 5.8% 1.4%p

의원 88,835 1,162 1.3% 103,368 3,418 3.3% 2.0%p

보건기관 828 - - 89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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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수면장애’환자는 겨울과 겨울전후 환절기에 증가

< 연도별 월별 건강보험 ‘수면장애’ 진료인원 >
(단위: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101,201 97,364 103,969 98,164 97,268 94,770 96,326 96,961 99,849 103,777 100,697 105,450

2014년 83,534 80,137 84,491 82,276 80,824 76,869 81,143 80,965 82,007 83,318 78,288 86,047

2015년 93,944 87,107 94,140 90,851 86,002 84,806 90,561 88,021 91,930 99,371 93,258 100,671

2016년 101,534 103,085 110,216 101,282 99,796 97,902 94,553 93,395 97,069 101,553 98,280 104,406

2017년 104,855 104,933 109,659 101,574 103,988 104,366 102,398 108,312 115,787 104,521 108,364 110,329

2018년 122,136 111,557 121,338 114,836 115,729 109,905 112,975 114,112 112,454 130,123 125,295 125,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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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선영 교수는 ‘수면장애’ 의 증

상 및 원인, 치료방법 및 예방법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수면장애'의 증상

  - 수면장애는 환자가 보이는 증상에 따라 다양하며, 대표적으로 아

래와 같이 나뉨.  

1) 불면장애: 가장 대표적인 수면장애로, 환자 자신이 느끼기에 

잠이 불충분하거나 비정상적인 상태를 일컬음. 잠에 들기 힘들거

나, 자다가 자주 깨거나,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들거나, 자도 

개운하지 않다고 느끼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남.

2) 과다수면장애: 야간 수면시간이 길고 중간에 깨지는 않아도 개

운하지 않은 특징을 보이며, 낮잠도 긴 시간을 자고 개운하지 않

은 양상을 보임.

3) 기면증: 낮시간의 졸리움, 탈력발작(감정자극에 의해 촉발되어 

근육의 힘이 빠짐), 수면마비(잠들기 전 혹은 잠에서 깨어날 때 

의식은 깨어 있지만 근육에 힘이 빠져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

태), 입면시 혹은 출면시 환각, 야간수면장애를 특징적으로 보임.

4) 호흡관련 수면장애: 수면무호흡증이 대표적으로, 수면 중에 호

흡의 멈춤 또는 호흡이 얕아지는 문제로 수면에 지장이 생김.

5) 일주기리듬 수면-각성 장애: 개인의 정상적인 수면/각성 리듬

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적절한 시간대에 잘 수 없고 각성이 필

요한 시간대에 각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주된 증상임.

6) 사건수면: 수면 중 혹은 수면과 각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정

상적인 행동이나 생리적 사건을 말함. 대표적으로 하지불안증후

군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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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장애’의 원인

  - 불면증상은 불면장애(수면장애) 이외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 다

양한 정신과적 불편에서 나타날 수 있어 원인질환 혹은 동반질

환을 고려해야 함.

  - 수면장애의 종류에 따라 원인은 다양함. 대표적 원인으로는 생리

학적 과각성과 불면에 영향을 주는 행동적 측면이 고려됨. 개인

의 특징과 같은 불면증을 일으킬 만한 소인이 있는 상태에서 스

트레스 사건 등 유발요인이 불면증을 야기하면, 이후 수면과 관

련한 불안, 부적응적 수면습관이 불면증을 지속시키게 됨. 

  - 흔히 코골이로 나타나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의 경우 비만, 목둘

레가 크고 목젖이 늘어진 경우, 혀가 큰 경우 등 상기도가 쉽게 

폐쇄되는 특징을 가진 사람에서 잘 나타남. 

  - 하지불안증후군의 경우 고령, 가족력, 철결핍, 만성신부전, 임신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음. 

  - 나이가 많아지면서 잠의 질이 떨어지기도 함.

❍‘수면장애’의 진단 ․ 검사 

  - 수면장애는 다양한 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며, 따라서 전문 의사의 문진이 필요함. 수면장애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로는 피츠버그 수면장애척도가 있

으며, 낮 졸음이 심한 수면장애에는 엡워스졸음증척도를 사용할 

수 있음. 

  - 수면장애의 원인 파악과 진단을 위하여 야간수면다원검사가 도움

이 됨. 야간수면다원검사는 수면의 양과 질, 수면장애의 다양한 

증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들이 갖춰진 수면검사실에서 실

제로 자면서, 수면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를 시행함. 이를 통

하여 불면의 양상, 호흡관련 수면장애, 사건수면(하지불안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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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확인할 수 있음. 

❍‘수면장애’의 치료방법

  - 불면의 양상과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상이함. 대표적으로 불면

을 개선하기 위해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비벤조다이아제핀계 수면

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소량의 항우울제나 항히스타민제가 수면에 

도움을 주기도 함. 멜라토닌등 내인성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을 약제

로 복용하여 수면을 호전시키도 함. 

  - 대표적인 비약물적 치료로는 불면증 인지행동치료가 있음. 인지

적 및 생리적 각성수준을 낮추고, 비 적응적인 수면습관을 교정

하며, 수면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태도를 수정하는 것으로 목표

로 함. 수면위생교육, 자극조절, 수면제한, 이완훈련, 인지치료 

등이 있음. 

  -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의 경우에는, 상기도 근육이완을 유발하여 

기도막힘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술, 수면제 등의 약물 사용은 피

해야 함. 옆으로 누워 자는 것과 체중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됨. 

심한 수면무호흡증에서 추전되는 치료 방법은 ‘지속적 양압

술’로, 양압기로 상기도에 공기를 불어넣어 기도를 열리게 한 

상태에서 수면을 취하는 것임. 때로는 수면 중 막히는 기도의 특

정부위를 수술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음. 

  - 하지불안증후군의 경우, 증상이 경미하다면 수면리듬 지키기, 술, 

카페인 섭취를 줄이기, 스트레칭과 다리 마사지 등이 도움이 됨. 

심한 경우 도파민 효현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일부 항경련제

가 사용되며, 철분도 효과적인 경우가 있음. 

❍‘수면장애’예방법

  - 수면장애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함. 

건강한 수면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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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분 이상의 낮잠을 피하기

2)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기

3) 자기 30분 전에는 부담 없는 독서나 이완요법

4) 새벽에 깨서 시계를 보는 것을 삼가기

5) 술, 담배, 커피를 피하기

6) 40분 내외의 운동을 매일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자기 4-5

시간 전에는 끝내기

7) 잠들기 2시간 전 온욕이 도움이 됨

8) 침실의 소음과 빛을 통제하며 적절한 온도 유지하기

❍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1.4배 더 많은 이유

  - 다양한 연구에서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1.5-2배 정도 불면호소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 이유로는 생리주기, 임신, 출산, 폐경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 시기 호르몬과 신체의 변화, 

출산과 폐경과 관련한 우울과 불안의 증가 등이 불면을 일으킴. 또

한 스트레스에 대한 각성반응과 관련한 콜티졸 분비가 사춘기 이후 

여성에서 더 많은 점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짐.  

❍ 60대 환자와 20~30대‘남성’환자 증가율이 높은 이유

  - 생물학적 노화는 불면의 악화와 연관이 높음. 조기 기상하는 패

턴의 수면 일중주기 변화도 그 이유 중 하나이며, 이는 멜라토닌

이라는 수면주기 호르몬의 분비 감소와 관련이 있음. 또한 통증, 

야간뇨, 호흡곤란, 하지불안증후군 등 노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불편이 불면을 일으킬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불면은 불안과 연관이 있으며, 불안한 경험을 한 후

에 혹은 불안이 예상되는 상황을 앞두고 악화됨. 슬픔, 상실, 혹

은 스트레스를 포함한 삶의 변화와 관계되어 발생함. 최근 20-30

대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20대 남성환자의 우울증 빈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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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것을 고려할 때, 20-30대 남자의 불면이 증가하는 원인

을 이에서 유추해볼 수 있음.  

❍ 겨울과 그 전후 환절기에‘수면장애’환자가 증가하는 원인

  - 사람의 몸은 약 24시간 주기의 일주기리듬(circadian rhythm)에 

다라 수면/각성주기를 보이며, 이는 멜라토닌, 콜티졸, 프로락틴

의 분비와 관련이 있음. 빛 자극에 따라 멜라토닌의 생성이 조절

되고, 일주기리듬은 이에 큰 영향을 받음. 환절기 일조량의 변화

는 일주기리듬(circadian rhythm)의 변화를 일으켜 수면-각성주기

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 겨울철 일조량이 줄어들면 낮시간 졸음이 길어지는 것이 야간 수

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또한 추운 날씨에 실내생활이 길어지

는 것 또한 수면/각성주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됨.  

◈ 작성기준 ◈

○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비급여, 한의분류 제외), 주상병 기준(부상병 제외)

○ 수진기준(진료인원은 약국진료건 제외), 2019년 8월 일부 지급분까지 반영,

미청구분 자료 있을 수 있음.

○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1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 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본 자료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에 근거한 자료이므로 실제 유병자료

와는 차이가 있음 

○ 대상 질병코드: 수면장애(G47)

○ 대상 행위코드: 수면다원검사(F6290)

※ 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에 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