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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을 비롯한 각종 수면장애는 일반 인구에서 최소한 

20%를 넘을 정도로 매우 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개개

인의 차원에서 심신의 고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손실과 비용 유발 요인이 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Hossain과 Shapiro 2002；Skaer과 Sclar 

2010；Roth 등 2011). 2005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

사를 보면, 미국인들의 평균 수면 시간은 6.9시간으로 조사 

대상의 49% 정도만이 만족스러운 정도의 수면을 취하고 있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Foundation 2005). 국내의 경우 2010

년 우종민 등(2010)의 연구 조사에 의하면 수면시간이 6시간 

30분 미만인 경우가 일반 인구의 50%에 달할 정도로 미국

인보다 수면시간이 짧고, 최근 한달간 수면에 문제를 느끼

지 않은 사람이 불과 14.1%일 정도로 수면의 질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면 부족 내지 수면 문제는 인지기

능을 저하시기고, 고혈압이나 혈당 조절의 문제, 비만 등의 

건강 상 문제를 일으켜 각종 질환의 유병률과 사망률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Tochikubo 등 1996；Dinges 

등 1997；Spiegel 등 1999；Kripke 등 2002). 그러나, 수면 

질환의 문제는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손실과 고통에만 머물

지 않고,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미치게 된다. 

이러한 영향은 크게 네 가지의 경로를 통하게 되는데, 여기

에는 수면 질환 관련 직접적인 의료비 지출의 증가, 내외과

적 질환이나 정신과적 질환의 유발, 주간의 사고 위험성 증

대와 직장 업무에서의 기능 저하가 해당된다(Figure 1). 미국

수면장애연구회는 1995년 기준으로 불면증으로 인한 직접적

인 사회적 비용 손실을 139억 달러로 추산하여 보고한 적이 

있으며, 다른 연구에 의하면 1998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수면

장애 관련 사고로 인한 비용이 925억 달러에서 1,075달러에 

이른다는 결과가 보고하기도 하였다(Stoller 1994；Walsh과 

Engelhardt 1999). 

따라서, 본고에서는 불면증을 비롯해, 폐쇄성 수면무호흡

증(obstructive sleep apnea, OSA), 하지불안증후군(restless 

leg syndrome, RLS) 등과 같은 대표적인 수면 질환들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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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간에 진행되어온 사회경제적 비용 관련 연구를 검토

해보고자 한다.

본    론

1. 불면증(Insomnia)

불면증은 가장 흔한 수면질환으로, 국제수면분류학회의 

기준에 의하면 잠들기 어렵거나 유지의 어려움, 회복 수면 불

능과 함께 낮동안의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질환으로 정의된

다. 진단기준을 만족하는 불면증의 유병률은 최소한 10% 이

상으로 성인기의 수면 장애 중 가장 흔하며, 주간의 심한 피

로와 자극 과민성, 기능 저하 등의 많은 영향을 미치는 데 반

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는 불면증 환자의 5% 내외

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Walsh 2004；대한수면학회 

2011). 만성적인 불면증은 각종 내외과적, 정신과적 질환과 

관련되는데, 만성 불면증 환자의 40% 이상에서 우울증과 같

은 정신질환을 동반한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McCall 2001). 

Daley 등(2009)은 최근 953명의 남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불면증과 만성적인 건강 문제와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는데, 

불면증을 가진 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최소한 한 가

지 이상의 만성적인 건강 문제와 함께 최근에 건강 관련 전

문가를 찾은 횟수, 불면증이나 기분장애, 불안장애 관련 약

물을 처방 받은 가능성이 2.8배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

다. 또한 건강 관련 전문가들과의 접촉과 관련해, 불면증을 

가진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정상군에 비해 정신과 의사 14배, 

사회사업가 11배, 침구사 9배, 약사 2.3배, 일반인 1.9배로 높

게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잠을 유도하기 위해 일

반약(OTC medication)을 스스로 사용한 경우가 1.8배, 알코

올을 섭취한 경우가 4.8배가 높았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

회경제적 비용과 관련하여 불면증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

도 만만치 않은데, Daley 등(2009)의 연구에서는 불면증이 있

는 환자의 경우 정상대조군에 비해 4.8배 이상의 비 교통사고

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Silvertsen 등(2009)은 6,599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4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불면증

이 영구적인 직무 능력 장해를 예측하는 강력한 예측인자로 

나타났고 교차비(odd ratio)는 4.56이었다. 이 통계적 의미는 

정신과적 질환이나 내외과적 질환의 영향을 배제하고도 교

차비 1.88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기존에 연구되어진 사회적 비용 계산 방법 외에 최

근 업무관련 생산성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업무 

생산성 평가는 크게 지각이나 조퇴, 결근 등과 관련된 ‘결근

률(absenteeism, 이하 absenteeism)’과 정규 시간 근무는 하

지만 근무 중 집중력이나 업무 효율의 저하로 인해 눈에 띄

지 않게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비효율 근무(presenteeism, 

이하 presenteeism)’으로 나뉘어진다(Simon 등 2001). Kessler 

등(2004)에 의해 특히 presenteeism을 좀더 정확히, 효율적

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었는데, 이들은 피험자

로 하여금 지난 한달간의 근무 효율을 스스로 표시하게 하

고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였다. 또한, 이 결과가 직장 상사나 

관리자가 해당 피험자를 평가하는 정도와 일치율이 높게 

나타나 자가 보고형 설문지에 따를 수 있는 개인적인 요소

나 자의적인 측면을 고려하고도 presenteeim을 비교적 정

확하게 평가할 수 있음을 증명하여 최근 널리 쓰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우종민 등(2010)에 의해 이를 이용한 연구가 시

행되었는데,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Pittsburge sleep quality index)에서 6점 이상의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연간 

비용으로 presenteeism의 경우 약 200만원 정도의 손실을 

유발하는 것으로, 수면이 6시간 30분 이내의 사람들은 그렇

지 않은 경우에 비해 100여 시간의 업무시간 손실을 가져오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 폐쇄성 수면무호흡증(Obstructive sleep apnea, OSA)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완전한 또는 부분적인 기

도 폐색으로 인해 간헐적으로 호흡의 중단이 일어나거나 공

기 흐름의 감소가 일어나는 흔한 수면질환의 일종이다(Kapur 

2010).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수면의 분절과 함께 반복적

인 저산소증을 일으켜 심한 주간 졸림증을 유발함과 동시에 

인지 기능 감퇴, 교통사고 및 사업장에서의 사고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hamsuzzaman 등 2003；

Sassani 등 2004；Norman과 Loredo 2008). 또한 폐쇄성 수

면무호흡증이 각종 심혈관질환을 비롯한 내외과적 질환의 

Fig. 1. Socioeconomic burden of sleep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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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보고도 많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통해 건강관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

는데(Nieto 등 2000), Tarasiuk 등(2008)은 반대로 체중 조

절을 비롯한 적절한 치료와 지속적 양압술 치료(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CPAP)를 이용한 치료를 통해 폐

쇄성 수면무호흡증 관련 비용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폐쇄성 수면무호

흡증과 관련된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 발생도 막대한데, 

Sassani 등(2004)에 의해 2000년 기준으로 159억 달러의 손

실이 추산되기도 하였다. 한편,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으로 인

해 눈에 보이지 않는 presenteeism과 같은 비용손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되나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3. 하지불안증후군(Restless legs syndrome, RLS)

하지불안증후군은 하지를 움직이고픈 충동이 저항할 수 

없는 정도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감각운동

장애이며, 이러한 충동은 다리 깊숙한 곳에서 뭐라 형언하기 

어려운 불쾌한 감각이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대한수면

의학회 2011). 이러한 충동과 감각 이상은 휴식기에 발생하

거나 악화되고 걷거나 다리를 움직이면 일시적으로 완화되

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하지불안증후군 환자들은 휴식

을 방해 받고 잠들 수 있는 능력도 저해된다. 일반 인구에서 

하지불안증후군의 유병률은 대략 5~10% 정도로 추산되고 있

다(Allen 등 2005；Garcia-Borreguero 등 2006). 하지불안증

후군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

는데, 관절염이나 당뇨,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내과적 질환

에 버금가는 정도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Abetz 등 2004；Kushida 등 2007). Allen 등(2010)

은 2007년 기준으로 일차성 하지불안증후군 환자의 경우 

490.70달러를 지출한다고 하였고, 그중 하지불안증후군 관

련 직접적인 의료 비용은 273.62달러였다. 증상의 심각도와 

비용 지출은 정비례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하지

불안증후군 환자에서 absenteeism과 presenteeism을 추산

하였는데, 하지불안증후군 환자들은 주당 40시간 근무 중 

1.9%(0.5시간)의 absenteeism을 나타냈고, presenteeism의 

경우 18.9%로 7.56시간을 보여 총 업무 손실은 8.06시간으

로 주당 1일의 손실을 보고하였다. 특히, 국제하지불안증후

군척도(International RLS scale, 이하 IRLS)에 따라 증상

의 정도가 IRLS＞30인 환자들의 경우 absenteeism은 9.3%

에 그쳤으나 presenteeism이 50%가 넘어 자리를 지키고 있

음에도 실제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간이 주당 절반을 

넘는 정도로 업무 수행에 있어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

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4. 비용-효과(Cost-effectiveness)

아직 국내에서 수면질환 치료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를 분

석한 시도는 보고되지않고 있다. 우선, 불면증에 대한 연구에

서 이러한 연구의 난점은 주로 불면증 정의에 대한 문제와 

함께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문제에 기인한다. 

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정은 비슷한데, 예를 들어, 약물이

나 인지행동치료에 의한 효과를 비교하더라도 그 결과물로서

의 효과를 무엇과 비교하고, 어떻게 정량화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이 문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불면증의 경우 Snedecor 

등(2009)은 6개월간 eszopiclone과 위약을 이용한 연구에

서 약제비, 의료 이용 비용, 업무 생산성(absenteeism, presen-
teeism), 삶의 질 등 여러 항목을 합산하여 비교하였고, 비용 

대비 효과가 약물군에서 다소 높음을 보고하였다. 폐쇄성 수

면무호흡증의 경우 불면증에서보다는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좀더 많은 편인데, Kapur 등(2009)에 의하면 중등도에서 심한 

폐쇄성 무호흡증 환자들의 치료에 있어 삶의 질을 보정한 

수명(quality-adjusted life year, QALY) 1년 당 2,000에서 

11,000달러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여 대표적으로 ‘비용을 지

불할 가치가 있는(willingness-to-pay)’ 수준으로 인정되고 

있는 당뇨 치료에 있어서의 비용 효과와 비슷한 정도의 결과

를 보였다.

결    론

수면장애는 일반인구에서 대단히 흔한 질환으로 개인적

인 차원에서의 고통과 손실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 차원에서도 막대한 비용과 손실을 야기시킨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비용 발생의 경로와 비용 계산 방법, 

구체적인 비용의 정도와비용 효과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러한 측면에 대한 관심이나 매우 연

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학계나 일반의 많

은 관심이 절실한 상태로 사료된다. 

중심 단어：수면질환·사회경제적 비용·불면증·수면무호

흡증·하지불안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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