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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산업화와 정보화 사회를 거처 현재 급격한 사회의 변화는 스트레스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신질환은 공중보건에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1]. 세계보건기구가 시행하는 세계정신건강(World 

Mental Health, WMH)조사결과 불안장애, 파괴적 행동장애, 약물남용

과 같은 물질장애가 주요 정신질환이며, 국가별로 유병률이 13.4%에서 

36.1%에 달하고 있다[2,3]. 2021년 발표된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실태조

사에서도 정신질환의 1년 유병률이 남자 8.9%, 여자 8.0%, 전체 8.5%로 

나타났으며, 평생 유병률은 남자 32.7%, 여자 22.9%, 전체 27.8%로 평생 

정신질환이 동반된 입원환자의 특성과 주진단과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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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유병률에 근접한 수준이다[4]. 이는 고혈압(27.9%)과 비슷하거나 당

뇨(9.5%), 고콜레스테롤혈증(17.9%)보다 높은 수준이다[5]. 또한 2020년

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앞으로 정신질환의 유병률

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고령화를 통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기대 수명의 증가로 인해 정신질환의 장기적 부담도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정신질환은 높은 유병률 뿐 아니라 질병 부담도 상승

하는 추세이다. 2010년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인 정신질환의 직간접

적 경제적 비용은 2조 5,000억 달러로 추산된다. 중요한 것은 심혈관 

질환 및 암과 같은 만성질환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며, 2030년에는 6조 

달러에 달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두 배 이상 될 것으로 예측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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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임상적 치료수준은 

상당히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치료격차가 존재하고[7] 다양한 신체질

환을 동반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이나 만성질환을 개별적으

로 치료하기 보다는 이들 간의 연관관계를 확인하고 통합된 의료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 최근 정신질환과 공존하는 신체질환에 

대한 몇몇 연구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당뇨병과 고혈압 환

자의 경우 우울증을 동반할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내원일수가 길

고 의료비가 높게 나타났으며, 우울증은 내원일수와 총진료비에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8]. 지역사회 표본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중증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하여 소화기계질환, 당

뇨병, 만성통증, 호흡기질환, 관절염, 혈관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

이 더 높고 주관적 건강상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9]. 우

울장애는 심근경색이나 골밀도 저하에 따른 골절의 가능성을 높이며

[5], 암환자의 경우 죽을 수 있다는 심리적 스트레스나 장기간 치료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불안장애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기도 한다[10]. 이

처럼 정신질환 진단 이후에 신체질환이 발병 되기도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신체질환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발병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

에 이들 공존질환에 대한 통합된 연구가 필요하다. 앞서 정신질환과 신

체질환의 공존가능성을 확인하였으나 특정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에만 

국한된 제한된 연구[8]이거나 보험적용이 가능한 약물이나 치료를 처

방하기 위해 진단명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

용한 연구[5,11], 일부 지역이나 병원자료를 이용한 연구[9]이므로 한계

가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연구로 질병자료에 기반한 정신

질환과 주요 신체질환인 주진단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들 간의 연

관규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단위의 

퇴원환자자료인 퇴원손상심층조사자료를 통해 비율중심의 기술통계

분석에서 탈피하여 ARM (association rule mining)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질환이 동반된 병원 입원환자의 주진단 유병

률을 확인하고 이들의 동반된 정신질환과 주진단이 어떤 연관성이 있

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아가 정신질환이 동반된 입원환자의 치료와 관

리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6년부터 최근자료인 2018년까지 조사된 퇴원손상심

층조사의 원시자료를 활용하였다. 2005년도 첫 해 조사자료는 부진단 

및 조사항목이 이후 년도의 자료와 일치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퇴원손

상심층조사자료는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전년도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수집하는 국가승인통계(통계청 승인번호 117060)이다. 질병관리청은 

표본병원과 이들 병원의 표본환자를 대상으로 층화이단집락추출을 

사용하여 최종 표본을 선정하는데, 층화변수는 4개의 그룹으로 구분

한 병상수를 활용하고 있다[12]. 질병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에서 퇴원

손상심층조사자료의 장점은 보험청구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수

가 인정을 위한 진단명 왜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사항목으

로 성별, 연령, 퇴원일 등 개인특성과 주진단, 부진단, 수술 및 처치와 

같은 임상적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주진단과 부진단은 ICD-10에 기반

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로 분류되었다. 질병관리청의 자료제공 절

차에 따라 개인식별이 가능한 변수를 제외하고 연구자료를 확보하였

다. 본 연구는 동반된 정신질환과 주진단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6-2018년 퇴원손상심층조사자료에서 주진단과 상관없이 부진단이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를 동반한 퇴원환자 71,441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한국표준질병분류상 정신 및 행동장애(F00-

F99)는 정신질환을 의미하며, 이를 제외한 주진단은 신체질환에 해당

한다.

연구도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한 변수는 성별, 연령, 보험유형, 

입원경로, 치료결과, 퇴원 후 향방, 수술여부, 입원한 병원의 병상수이

다. 성별은 남과 여, 연령은 생애주기별 연령을 적용하여 18세 이하, 

19-44세, 45-64세, 65-74세, 75세 이상으로 재분류하였다. 보험유형은 

건강보험,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2종, 기타로 구분하였다. 입원경로는 

응급, 외래, 기타로 치료결과는 향상, 향상되지 않음, 사망, 기타로 분류

하였다. 퇴원 후 향방은 귀가, 타병원, 사망, 기타로 분류하였다. 주수술 

코드가 있는 경우 수술한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환자는 수술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하였다. 입원한 의료기관의 병상수는 원시자료에서 

분류한 기준대로 100-299, 300-499, 500-999, 1,000병상 이상으로 분류

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주진단과 부진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

드로 분류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퇴원손상심층조사자료는 퇴원환자 

마다 1개의 주진단과 최대 20개의 부진단이 수집되는데, 본 연구에서

는 주진단과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에 해당하는 부진단만 추출하

였고, 자료분석과 질병군을 적절히 표기하기 위하여 3단위숫자 항목

분류표에서 대분류, 중분류의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분석방법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에 따른 분포를 살피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진단과 부진단의 분포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였

다. 이들 분석에는 SPSS 26.0 (IBM Co., Armonk, NY, USA) 통계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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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사용하였다. 정신 및 행동장애로(F00-F99)로 분류되는 정신질환

과 연구대상의 주진단의 연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통계프로그램은 

R version 4.1.0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을 이용한 연관

규칙을 적용하였다. 연관규칙을 분석하기 위해 해당 질병이 있는지 없

는지를 이분형 매트릭스 구조로 변환한 후 apriori 알고리즘을 이용하

였고, 연관규칙의 시각화는 arulesViz을 사용하였다. Apriori는 연관규

칙에서 주로 사용되는 사건의 발생 중심으로 설계된 알고리즘이다

[13]. 최근 보건의료분야의 동반질환 간 분석이나 임상적 의사결정에

도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며, 머신러닝의 비지도학습으로 분류되는 분

석방법이다[14,15]. 이에 따라 질병간 패턴을 확인하는 본 연구에 유용

한 알고리즘으로 판단하였다. Apriori 알고리즘의 평가기준으로 지지

도(support), 신뢰도(confidence), 향상도(lift), IS(interest support) scale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지도는 전체 연구대상자중 질환A와 B가 함께 진단

된 비율을 말한다. 신뢰도는 질환A가 있는 환자중에서 질환B가 함께 

존재하는 비율이며, 연관규칙의 효용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향상도는 

질환A와 B가 독립적으로 진단되는 확률 대비 함께 진단되는 확률을 

말한다. 관련이 높은 연관규칙을 제시할 때 주로 향상도를 사용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지지도와 향상도를 모두 고려한 interest support (IS) 

scale을 제시하였다. IS scale은 지지도와 향상도를 곱한 값의 제곱근으

로 계산되며 클수록 중요한 연관규칙을 의미한다. 이들 주요 지표의 

공식은 아래와 같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중분류 카테고리가 267개로 많고 표본이 

큰 본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지지도 > 0.01과 최소 신뢰도 > 0.1

을 만족하는 초기 연관규칙을 추출하였다[16]. 우연한 패턴(lift=1)이거

나 연관규칙의 효용성이 낮은(lift<1)규칙을 제외하기 위해 lift >1인 조

건을 추가 적용한 후 IS scale이 높은 순서로 제시하였다[16]. 이렇게 선

정된 연관규칙은 arulesViz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그래프로 시각화하

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은 여자가 38,778명(54.3%)으로 남자 32,663명(45.7%)보다 많았

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45-64세가 35.38%로 가장 높은 비율은 

차지하였으나 여성은 75세 이상이 35.50%로 가장 높아 유의한 분포차

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 0.001). 대상자의 보험유형은 건강보

험이 남자 76.20%, 여자 79.53%로 여성이 다소 높았으며, 의료급여1종

은 남성 15.78%, 여성 15.57%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의료급여2종은 남

성이 2.28%로 여성 1.58%보다 다소 높았다(p< 0.001). 입원경로는 응급

실을 통한 경우 남성은 49.91%로 여성은 44.82%보다 높은 반면, 외래의 

경우 여성 55.02%로 남성 49.91%보다 높았다(p< 0.001). 치료결과의 경

우 남성은 89.07%가 향상되었으며 여성은 91.83%가 향상되었다. 사망

은 남성이 4.98%로 여성 3.43%보다 높았다(p< 0.001). 퇴원 후 향방은 

여성이 88.17%가 귀가한 반면, 남성은 84.23%로 여성보다 다소 낮았다. 

타병원  전원은  남성  9.95%로  여성  7.74%보다  높게  분포하였다

(p< 0.001). 수술여부는 남성이 14.33%, 여성 14.27%로 비슷한 수준이었

다(p = 0.795). 입원한 병원의 병상규모는 남성의 경우 절반이 넘는 대

상자가 500-999병상에 분포하였으나 여성의 경우 남성과 비교하면 

100-299병상 규모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p< 0.001) (Table 1).

주진단 분포

연구대상자의 주진단을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대분류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주진단의 다빈도 그룹을 분석한 결과 

Table 2와 같다. 10% 이상 분포하는 다빈도 그룹은 손상, 중독 및 외인

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S00-T98) 13.00%, 순환계통의 질환(I00-I99) 

12.00%, 소화계통의 질환(K00-K93) 11.80%, 정신 및 행동 장애(F00-

F99) 10.20%순으로 나타났다. 5% 이상 차지하는 다빈도 그룹은 호흡계

통의 질환(J00-J99) 8.80%, 신경계통의 질환(G00-G99) 8.00%, 신생물

(C00-D48) 7.80%,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E0-E90) 5.00%순으로 나

타났다. 1% 이하의 낮은 분포를 보이는 질환은 귀 및 유돌의 질환

(H60-H95) 0.80%,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L00-L99) 0.70%,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메커니즘을 침범한 특정 장애(D50-D89) 

0.50%, 임신, 출산 및 산후기(O00-O99) 0.30% 등으로 나타났다.

정신과적 동반질환 분포

정신 및 행동 장애(F00-F99)로 분류되는 연구대상자의 정신과적 동

반질환을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분류를 기준으

로 분류하고 이들 분포를 분석한 결과 Table 3과 같다. 동반질환은 주

진단과 달리 같은 입원기간에 여러 질병이 함께 진단된다. 따라서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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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적 동반질환과 주진단의 연관성 분석

정신과적 동반질환과 주진단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apriori 

알고리즘을 이용한 연관성 규칙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에 따라 초기 

모델에서 향상도가 1 이하인 규칙을 제외하고 IS scale이 높은 순으로 

분석한 결과 12개의 규칙이 생성되었다(Table 4). 향상도는 최소 1.037

에서 최대 5.392까지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향상도가 1보다 작을 

경우 연관관계가 우연이거나 낮은 것을 뜻한다. 

정신활성물질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F10-F19)만을 진단 받

은 확률보다 간질환(K70-K77)을 진단 받은 자 중 추가적으로 정신질

환을 진단 받을 확률이 약 5.4배(lift)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증상성을 포

함하는 기질성 정신장애(F00-F09)를 동반하는 환자는 여러 주진단과 

연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신활성물질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F10-F19)만을 진단 받은 확률보다 추가적으로 뇌혈관질

환(I60-I69)이 동반될 확률이 1.7배(lift), 인플루엔자 및 폐렴(J09-J18)이 

동반될 확률은 1.8배(lift), 신경계통의 기타 퇴행성 질환(G30-G32)이 

동반될 활률은 2.6배(lift), 고관절 및 대퇴의 손상(S70-S79)의 동반확률

은 2.1배(lift),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C15-C26) 1.1배(lift), 기타 형태의 

심장병(I30-I52) 1.3배(lift)로 나타났다. 기분장애(F30-F39)를 동반으로 

하는 주진단의 연관성은 다음과 같다. 기분장애(F30-F39)만을 진단받

은 확률보다 약물, 약제 및 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중독(T36-T50)이 함

께 동반될 확률은 2.6배(lift)로 높은 반면, 당뇨병(E10-E14)이 함께 동

반될 확률은 1.1배(lift), 특정 처치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Z40-Z54)을 함께 진단받을 확률은 1.0배(lift)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네트워크 그래프를 통한 연관성규칙의 시각화는 Figure 1과 같다. 원

의 크기는 지지도의 크기를 나타내며, 색상이 붉을수록 향상도가 높

은 것을 의미한다. 네트워크 그래프는 정신활성물질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F10-F19), 증상성을 포함하는 기질성 정신장애(F00-F09), 

기분[정동]장애(F30-F39)를 중심으로 각각 개별 네트워크가 형성되었

으며, 간의 질환(K70-K77), 뇌혈관질환(I60-I69), 인플루엔자 및 폐렴

(J09-J18)과 같은 주진단이 주요 연관규칙임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

고찰 및 결론

정신질환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유병률과 질병부담

이 증가하는 질환이며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신체질

환의 발병률이 높아 이들을 함께 고려하는 환자관리가 필요하다. 그 

동안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이 함께 동반된 여러 연구가 시행되었으나, 

일부 지역사회나 병원과 같은 소규모의 제한된 연구, 진단명의 편향이 

존재하는 건강보험 청구데이터를 사용한 연구 등 제한점이 있었다. 본 

응답으로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자 71,441명은 총 81,513개의 정신과적 

동반질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자 중 10% 이상 분포하

는 질환은 증상성을 포함하는 기질성 정신장애(F00-F09) 38.86%로 가

장 높고, 기분[정동]장애(F30-F39) 26.62%, 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F40-F48) 19.46%, 정신활성물질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

동 장애(F10-F19) 12.62% 순으로 나타났다.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 장애(F90-F98), 상세불명의 정신장애(F99)는 각

각 0.69%와 0.25%를 차지하여 낮은 비율을 보였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inpatients with mental disorders 
as comorbidity

Variables
Male 

(n=32,663)
Female 

(n=38,778) χ2 p
n % n %

Age group (y)
   ≤18 1,365 4.18 1,168 3.01 1,603.10 <0.001
   19-44 5,603 17.15 6,926 17.86
   45-64 11,556 35.38 9,687 24.98
   65-74 6,504 19.91 7,230 18.64
   ≥75 7,635 23.38 13,767 35.50
Insurance type
   National health 24,888 76.20 30,841 79.53 305.81 <0.001
   Medicaid I 5,154 15.78 6,036 15.57
   Medicaid II 746 2.28 611 1.58
   Others 1,875 5.74 1,290 3.33
Admission route
   Emergency 16,301 49.91 17,379 44.82 185.24 <0.001
   Outpatient 16,303 49.91 21,334 55.02
   Others 59 0.18 65 0.17
Treatment outcome
   Improved 29,092 89.07 35,608 91.83 166.60 <0.001
   Not improved 1,854 5.68 1,753 4.52
   Death 1,626 4.98 1,330 3.43
   Others 91 0.28 87 0.22
Disposition
   Return-home 27,512 84.23 34,190 88.17 241.27 <0.001
   Other hospital 3,251 9.95 3,003 7.74
   Death 1,626 4.98 1,330 3.43
   Others 274 0.84 255 0.66
Operation
   No 27,981 85.67 33,246 85.73 0.07 0.795
   Yes 4,682 14.33 5,532 14.27
Number of hospital beds
   100-299 7,010 21.46 9,789 25.24 146.57 <0.001
   300-499 4,239 12.98 4,917 12.68
   500-999 16,888 51.70 19,160 49.41
   ≥1,000 4,526 13.86 4,912 12.67
Total 32,663 100.00 38,778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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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표본병원 기반의 퇴원손상심층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정신질환과 주진단의 연관규칙을 규명하고자 

시행하였다.

정신질환이 동반된 입원환자의 성비를 살펴보면 Kim et al. [17]의 연

구결과에서는 여성이 51.8%로 남성 48.2%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양극성 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등을 제외하면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18]. 본 

연구에서도 여성이 54.3%를 차지하여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

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이유로 성별 병인론적 이유와 만성질환에 

의한 영향에 기인한다는 보고가 있다[18]. 우울증의 경우 여성이 남성

보다 2배 이상 높게 보고되었는데, 이는 사회적 대인관계 및 생물학적 

차이의 결합요인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였다[19].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정신질환이 빈번히 동반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 여성환자

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연계가 더욱 필요하다. 연령군별로 분석한 결과

를 보면 남성은 45-64세에서 정실질환이 가장 많이 동반되는 반면 여

성은 75세 이상의 연령에서 정신질환을 가장 많이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 뿐 아니라 연령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국내 복합질환에 대

한 단면적 연구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이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정신

Table 2. Distribution of principal diagnosis of study population

Principal diagnosis n %

S00-T98 Injury, poisoning and certain other consequences of external causes 9,255 13.00
I00-I99 Diseases of the circulatory system 8,570 12.00
K00-K93 Diseases of the digestive system 8,456 11.80
F00-F99 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 7,279 10.20
J00-J99 Diseases of the respiratory system 6,307 8.80
G00-G99 Diseases of the nervous system 5,685 8.00
C00-D48 Neoplasms 5,543 7.80
E00-E90 Endocrine, nutritional and metabolic diseases 3,543 5.00
N00-N99 Diseases of the genitourinary system 3,454 4.80
M00-M99 Diseases of the musculoskeletal system and connective tissue 3,002 4.20
Z00-Z99 Factors influencing health status and contact with health services 2,938 4.10
R00-R99 Symptoms, signs and abnormal clinical and laboratory findings, not elsewhere classified 2,871 4.00
A00-B99 Certain infectious and parasitic diseases 2,589 3.60
H60-H95 Diseases of the ear and mastoid process 587 0.80
L00-L99 Diseases of the skin and subcutaneous tissue 512 0.70
D50-D89 Diseases of the blood and blood-forming organs and certain disorders involving the immune mechanism 326 0.50
O00-O99 Pregnancy, childbirth and the puerperium 228 0.30
H00-H59 Diseases of the eye and adnexa 167 0.20
Q00-Q99 Congenital malformations, deformations and chromosomal abnormalities 129 0.20
Total 71,441 100.00

Table 3. Distribution of mental disorders of study population

Mental disorders n %1

F00-F09 Organic, including symptomatic, mental disorders 27,759 38.86
F30-F39 Mood disorders 19,015 26.62
F40-F48 Neurotic, stress-related and somatoform disorders 13,900 19.46
F10-F19 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 due to psychoactive substance use 9,017 12.62
F50-F59 Behavioral syndromes associated with physiological disturbances and physical factors 4,150 5.81
F20-F29 Schizophrenia, schizotypal and delusional disorders 4,027 5.64
F70-F79 Mental retardation 1,244 1.74
F60-F69 Disorders of adult personality and behavior 930 1.30
F80-F89 Disorders of psychological development 803 1.10
F90-F98 Behavioral and emotional disorders with onset usually occurring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490 0.69
F99 Unspecified mental disorder 178 0.25
Total 81,513 100.00

1The denominator is the number of the study population. Because of comorbidities may have multiple diagnoses during the same hosp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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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동반비율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20].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성별과 연령을 구분하여 다

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심층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신질환이 동반된 환자들의 주진단 분포를 분석한 결과 손상, 중

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순환기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 정신

질환, 호흡계통의 질환 등이 높게 나타났다. 미국의 입원환자 표본자료

를 바탕으로 조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외상성 뇌손상 환자들은 우

울증, 양극성 장애,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 동반된다고 보고하였

으며 정신분열병은 퇴원결과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1]. 또

한 외상성 뇌손상 환자들은 불완전한 회복과 장기간 입원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고[22], 반대로 향정신성 물질의 사용

으로 인해 더욱 심각한 두개내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23] 이

러한 연관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유럽 국가의 연구에서는 심혈관 

질환 환자가 정신질환을 동반할 경우 사망률이 2-3배 증가하며[24], 특

히 양극성 정동 장애나 조현병의 동반으로 인한 사망률은 증가추세라

고 하였다[25]. 이러한 결과는 과로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직장인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장시간 노동에 의한 과로는 우울증과 불안

장애의 경우 1.3-1.7배, 관상동맥질환이나 뇌졸중은 1.13-1.33배 발생위

험이 높다고 하였다[26,27]. 소화기계 질환과 정신질환의 동반을 시사

하는 연구는 매우 드물었는데, 국내의 한 보고에 의하면 9개 역류증상

지수 중 우울증과 이들 모두와 통계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불안증은 8개 항목, 신체화 장애를 가진 환자는 5개 항목과 관련이 

있었다. 하지만 후두내시경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는 환자들

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신체화 장애와 연관성을 추론하기

도 하면서 정신과적 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28]. 선행연구에서 

기분장애가 주진단인 환자들의 정신질환 동반 유병률은 27.28%로 나

타났으나[29], 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 동반 유병률이 10.20%로 차이가 

있었다. 선행연구는 기분장애가 주진단인 환자가 대상이며 본 연구는 

모든 정신질환을 포함하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났다. 출생부터 50세까

지 추적 관찰한 핀란드의 연구에서 조현병을 제외한 정신질환 환자들

은 호흡기 질환(AHR =1.27), 소화기계 질환(AHR =1.31), 신경계 질환

(AHR =1.61)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나 암질환은 조현병이 동

반된 환자에게서 위험률(AHR =1.33)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0]. 본 

연구에서도 정신질환이 동반된 환자의 주요 주진단으로 호흡기계 질

환, 신경계 질환, 암질환이 나타나 환자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대상자들에게 동반된 정신질환의 분포를 보면, 증상성을 포

함하는 기질성 정신장애, 기분장애, 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 정신활성물질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가 주를 이루고 있

었다. 증상성을 포함하는 기질성 정신장애로 분류되는 치매, 섬망은 뇌

손상 및 뇌질환과 관련되기 때문에[31] 높은 분포를 보이며, 치매는 고

령화로 인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분장애의 분포가 높은 

Figure 1. Network graph for Association rules analysis. KCD code and de-
scription: See the comments at the bottom of Table 4. KCD, Korean Stan-
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Table 4. Association rules between principal diagnosis and mental disor-
ders of study population

No Rules n Support Confidence Lift IS scale

  1 K70-K77→F10-F19 2,107 0.029 0.714 5.392 0.399
  2 F10-F19→K70-K77 2,107 0.029 0.223 5.392 0.399
  3 I60-I69→F00-F09 2,424 0.034 0.634 1.679 0.239
  4 J09-J18→F00-F09 2,074 0.029 0.681 1.804 0.229
  5 G30-G32→F00-F09 1,104 0.015 0.967 2.562 0.199
  6 T36-T50→F30-F39 992 0.014 0.738 2.552 0.188
  7 S70-S79→F00-F09 1,126 0.016 0.781 2.070 0.181
  8 C15-C26→F00-F09 912 0.013 0.422 1.118 0.119
  9 S00-S09→F00-F09 766 0.011 0.491 1.301 0.118
10 I30-I52→F00-F09 752 0.011 0.472 1.252 0.115
11 Z40-Z54→F30-F39 808 0.011 0.300 1.037 0.108
12 E10-E14→F30-F39 730 0.010 0.320 1.107 0.106

IS, interest support.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 code and description: 
C15-C26, Neoplasm of digestive organs; E10-E14, Diabetes mellitus; F00-
F09, Organic, including symptomatic, mental disorders; F10-F19, 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 due to psychoactive substance use; F30-F39, 
Mood [affective] disorders; G30-G32, Other degenerative diseases of the 
nervous system; I30-I52, Other forms of heart disease; I60-I69, Cerebrovas-
cular diseases; J09-J18, Influenza and pneumonia; K70-K77, Diseases of liv-
er; S00-S09, Injuries to the head; S70-S79, Injuries to the hip and thigh; T36-
T50, Poisoning by drugs, medicaments and biological substances; Z40-
Z54, Persons encountering health services for specific procedures and 
health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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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외상성 뇌손상, 과로, 

불완전한 회복과 장기간 입원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21-

24]. 향후 구체적인 원인규명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입원환자의 주진단과 정신과적 동반질환의 구체적

인 연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데이터마이닝 방법 중 연관관계 규칙 

분석을 활용하였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지

도 > 0.01, 신뢰도 > 0.1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12개의 연관규칙을 발

견하였다. 간질환과 정신활성물질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의 IS 

scale이 0.399로 연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해질 장애, 중

추신경계의 감염, 특정 약물 사용에 대한 부작용이 간손상으로 이어

진다는 보고가 있으며[32], 정신활성 물질 중 알콜의 과다한 섭취는 지

방간이나 간경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33]. 따라서 이러한 연

관성을 고려하여 추가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증상성을 포함하는 기질성 정신장애 중 대표적인 섬망은 고령 입

원환자의 60% 이상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저질환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34]. 뇌졸중, 간질, 대사이상이 있을 경우 섬망의 발병

률이 높으며, 단일요인을 보유한 환자보다 위험인자간 상호작용이 동

반될 경우 발병률은 더욱 커진다[35]. 선행연구에서도 말기 암환자의 

골전이나 모르핀 등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은 섬망을 일으키는 위험인

자이며 치명률을 높인다고 하였다[36]. 본 연구에서도 뇌혈관 질환, 인

플루엔자 및 폐렴, 신경계통의 기타 퇴행성 질환, 고관절 및 대퇴의 손

상,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머리의 손상이 증상성을 포함하는 기질성 

정신장애와 연관성이 높아 선행연구를 일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 약물, 약제 및 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중독환자의 

73.8%는 기분장애가 동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캐나다의 약물중

독 치료환자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49.8%가 우울증과 같은 기분장

애를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나[37], 본 연구 결과와 수치적인 차이는 있

으나, 우울증은 자존감이 낮아지고 약물중독으로 빠지는 요인인 것은 

틀림없다[38]. 연관규칙을 시각화하면 주요 정신질환을 중심으로 주진

단의 경로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과거 누적된 의료기관의 자료

를 이용하여 질환간 연관규칙을 파악하고 협진체계 강화 등 의료서비

스를 개선하면 맞춤치료로 인해 의료의 질 향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자료의 신뢰성과 분석방법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기존 선

행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통합적인 연관

규칙을 제시하고 임상적 의의를 고찰하였음에도 몇 가지 제한점 있다. 

첫째 퇴원손상심층조사자료는 전국의 표본병원을 대상으로 퇴원환자

의 자료를 수집한 것이므로 외래환자와 100병상 미만 의료기관에서 

퇴원환 정신질환 환자의 자료가 제외되었으며 매년 동일한 환자가 표

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있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신질환은 사회적 편견과 OECD평균 30% 수준에도 못 미치는 

인적자원[39], 예산의 부족으로 치료격차가 존재하고[40] 낮은 의료이

용 때문에 연구대상이 과소추정 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포괄적

인 자료수집 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2차자료의 한계로 인하

여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파악할 수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별 환자의 질병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코호트 연구

를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결과의 연관규칙은 인과성을 규명하는 분

석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주요 연관규칙에 대한 

인과성을 규명할 수 있는 임상연구가 활발해 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최근 13년간 전국 퇴원환자의 진단자료를 이용하여 정신

질환과 신체질환 중심의 주진단 특성이 어떠한 연관관계를 보이는지 

관련 패턴을 규명하여 연구결과를 고찰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결론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질환의 인식을 높이고 연관성이 높

은 질환 간 협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관관계가 깊은 정

신질환과 신체질환을 중심으로 환자 감시 모니터링 결과를 임상의사

결정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그 동안 의료기관의 협진

체계는 질병발생 이후에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결과의 연관규칙을 고

려하여 인과성 연구를 시행한다면 향후 예상 질환에 대해서도 사전에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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