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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건강보험 안구건조증 환자는 231만 명

최근 5년 간 ‘안구건조증’환자 연간 2.1%씩 꾸준히 증가

 (단위 명,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감
(‘13년 대비)

증감률
(‘13년 대비)

진료인원 2,124,150 2,148,775 2,153,510 2,259,105 2,312,309 188,159 8.9

남자 669,549 675,941 684,132 725,472 749,426 79,877 11.9

여자 1,454,601 1,472,834 1,469,378 1,533,633 1,562,883 108,282 7.4

2. ‘안구 건조증’환자 5명 중 1명은 50대에서 발병해

2017년 기준, 남녀 모두 50대 진료인원 가장 많아

3. 인구10만명당‘안구건조증’환자, 여자가 남자보다 약 2배 많아 

2017년 기준 50대 남자 3,258명, 여자 7,724명으로 2.4배 차이 나

                                         (단위 명)

10만명당 
진료인원 계 9세 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세 이상

전체 4,539 654 1,770 3,979 3,758 4,360 5,485 7,160 9,342 8,255

남자 2,931 672 1,156 2,385 2,295 2,638 3,258 4,992 7,483 8,011

여자 6,160 636 2,435 5,775 5,320 6,146 7,724 9,223 10,829 8,376

성비
(여/남) 2.1 0.9 2.1 2.4 2.3 2.3 2.4 1.8 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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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안구건조증’으로 요양기관 방문 환자, 90% 이상 의원 이용

… 2017년 기준 총 입⦁내원일수 약 415만 일 중 의원 방문일 약 387만 일

 (단위 : 일, %)

2017년 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

입⦁내원일수 4,151,985 151,950 121,046 3,868,969 10,020

(비율) (100.0) (3.7) (2.9) (93.2) (0.2)

평균 입⦁내원일수 1.8 1.7 1.3 1.8 1.7

5.‘안구건조증’봄철에 가장 진료인원 많아

… 2017년 기준 가을 대비, 봄 진료인원 12.0%(약 9만 명) 더 많아

 (단위 :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겨울(전년도 12월-2월) 760,803 753,971 768,801 759,667 809,654

봄(3월-5월) 760,715 766,027 785,854 823,377 851,964

여름(6월-8월) 707,191 739,159 732,094 789,109 826,386

가을(9월-11월) 670,086 693,584 704,785 744,439 7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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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기준

 ○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비급여, 한의분류 제외)

 ○ 수진기준(진료인원은 약국제외, 진료비 및 급여비는 약국포함)

 ○ 주상병

  - 안구건조증(H041) 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에 의함

 ○ 본 자료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에 근거한 자료이므로 실제 유병자료와는  

    차이가 있음

1. 건강보험 연도별 연령대별 성별‘안구건조증’진료현황

2. 건강보험 연도별 요양기관종별 ‘안구건조증’진료현황

3. 건강보험 연도별 계절구분별 ‘안구건조증’진료현황

4. 건강보험‘안구건조증(H041)’질환 관리 방법 및 예방법 (일산병원 안

과 박종운 교수 자문)



- 4 -

구분
진료인원수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계

전체 2,124,150 2,148,775 2,153,510 2,259,105 2,312,309
남성 669,549 675,941 684,132 725,472 749,426
여성 1,454,601 1,472,834 1,469,378 1,533,633 1,562,883

9 세
이하

계 21,586 20,697 22,845 26,832 28,775
남성 11,464 10,885 11,956 14,071 15,170
여성 10,122 9,812 10,889 12,761 13,605

10대

계 101,306 94,981 90,969 93,857 90,719
남성 29,222 28,132 27,442 30,075 30,826
여성 72,084 66,849 63,527 63,782 59,893

20대

계 299,831 295,831 284,775 279,626 274,249
남성 86,260 86,472 84,950 85,834 87,093
여성 213,571 209,359 199,825 193,792 187,156

30대

계 294,190 289,906 284,036 288,000 283,143
남성 89,204 88,267 87,969 89,306 89,306
여성 204,986 201,639 196,067 198,694 193,837

40대

계 344,645 354,009 357,581 371,748 376,206
남성 108,804 109,122 109,848 114,270 115,868
여성 235,841 244,887 247,733 257,478 260,338

50대

계 410,392 421,961 421,947 442,641 456,715
남성 125,294 126,381 126,402 132,957 136,022
여성 285,098 295,580 295,545 309,684 320,693

60대

계 312,481 322,986 338,564 371,033 391,739
남성 108,087 111,329 116,559 126,930 133,140
여성 204,394 211,657 222,005 244,103 258,599

70대

계 259,686 261,927 259,130 278,259 292,774
남성 86,916 88,669 89,640 97,918 104,200
여성 172,770 173,258 169,490 180,341 188,574

80세
이상

계 80,033 86,477 93,663 107,109 117,989
남성 24,298 26,684 29,366 34,111 37,801
여성 55,735 59,793 64,297 72,998 80,188

<자료>

1. 건강보험 연도별 연령대별 성별 ‘안구건조증’ 진료현황

(단위 : 명)

주: 1) 수진기준(실제 진료 받은 일자기준), 한의분류 및 약국 제외

2) 2018년 4월 청구분까지 반영, 미청구분 자료 있을 수 있음.

3)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4) 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 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일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5) 진료비의 경우 반올림 관계로 총합과 내용의 합이 다를 수 있음



- 5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진료실인원수

전체 2,124,150 2,148,775 2,153,510 2,259,105 2,312,309

종합병원 93,414 94,357 93,158 92,963 88,888

병원 116,885 103,890 103,693 102,867 90,880

의원 1,931,881 1,966,637 1,970,944 2,077,569 2,144,476

보건기관 3,910 3,976 4,401 4,874 6,038

입내원일수

전체 3,724,061 3,799,989 3,805,619 4,031,346 4,151,985

종합병원 158,658 165,435 161,796 160,568 151,950

병원 167,642 144,904 142,552 142,286 121,046

의원 3,391,680 3,483,481 3,494,506 3,720,730 3,868,969

보건기관 6,081 6,169 6,765 7,762 10,020

진료비

전체 128,688,803 138,696,551 147,035,948 165,598,433 179,504,811

종합병원 4,999,126 5,650,975 5,785,891 6,052,392 6,532,273

병원 3,754,709 3,368,809 3,721,591 4,176,766 3,672,409

의원 59,412,597 64,227,929 68,204,044 76,815,981 85,562,584

보건기관 77,864 83,140 93,586 117,272 113,568

2. 건강보험 연도별 요양기관종별 ‘안구건조증’ 진료현황

(단위 : 명, 일, 천 원)

주: 1) 수진기준(실제 진료 받은 일자기준), 한의분류 제외

2) 2018년 4월 청구분까지 반영, 미청구분 자료 있을 수 있음.

3)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4) 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 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일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6) 진료실인원수의 전체는 요양기관종별 중복을 제외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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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진료실인원수 입내원일수 진료비

2013년

겨울 760,803 964,980 32,857,627

봄 760,715 981,146 33,420,648

여름 707,191 914,434 31,299,912

가을 670,086 849,911 30,095,278

2014년

겨울 753,971 951,657 34,432,100

봄 766,027 988,124 35,757,035

여름 739,159 955,710 34,612,860

가을 693,584 884,767 32,629,435

2015년

겨울 768,801 967,070 36,885,404

봄 785,854 1,007,466 38,625,714

여름 732,094 946,417 36,084,482

가을 704,785 898,608 35,273,052

2016년

겨울 759,667 962,874 39,046,150

봄 823,377 1,065,851 43,385,212

여름 789,109 1,025,032 41,516,805

가을 744,439 948,397 39,544,893

2017년

겨울 809,654 1,026,283 44,149,925

봄 851,964 1,100,719 47,834,968

여름 826,386 1,074,177 46,647,131

가을 760,916 972,598 41,801,487

3. 건강보험 연도별 계절구분별 ‘안구건조증’ 진료현황

(단위 : 명, 일, 천 원)

주: 1) 수진기준(실제 진료 받은 일자기준), 한의분류 제외

2) 2018년 4월 청구분까지 반영, 미청구분 자료 있을 수 있음.

3)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4) 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 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일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5) 겨울은 전년도 12월부터 당해 연도 2월, 봄은 3월부터 5월, 여름은 6월부터 8월, 가을은 9월부터

11월로 구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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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박종운 교수 ‘안구건조증(H041)’질

환 관리 방법 및 예방법

❍‘안구건조증’의 정의

⚊ 안구건조증은 눈물층의 항상성 손실로 인하여 눈 불편감을 동반하는 

안구표면의 다인자 질환으로, 눈물층의 불안정 및 고삼투압, 안구표면

의 염증 및 손상, 그리고 신경감각적 이상 등을 특징으로 한다.

❍‘안구건조증’의 원인 

⚊ 눈물의 생성 자체가 문제거나 눈물의 증발이 과도한 경우, 눈물의 안

정성이 떨어진 경우 안구건조증이 생기는데, 이는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눈물의 생성 부족은 연령의 증가, 호르몬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며, 신경정신과 약제나 진통제, 시력교정수술 등으로도 가능하

다. 눈물의 증발 과다는 안검염, 마이봄샘기능장애 등으로 발생하며, 

스마트폰 사용과 같이 눈 깜빡임이 부족해지면 더욱 심해진다. 뿐만 

아니라, 콘택트렌즈의 착용, 눈 알레르기질환, 피부과 질환이나 약제, 

녹내장약제 등으로 인하여 눈물층의 불안정성이 동반된다.

❍‘안구건조증’의 증상

⚊ 안구건조증의 증상은 안구자극증상과 시각증상으로 나눌 수 있다.

안구자극증상은 환자의 주관에 따라 여러 가지로 표현된다. 모래알

이 구르는 느낌, 비눗물이 들어간 듯한 작열감, 또는 이물감 내지 

뻑뻑한 느낌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시각증상은 글씨가 흐려진다든

지, 초점이 맞지 않는다는 식으로 시각증상을 느끼게 된다.



- 8 -

❍‘안구건조증’의 치료방법(수술법 등)

⚊ 가장 기본적인 치료로써, 가습기 사용, 스마트폰 사용제한 등 환경과 

생활습관의 개선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신의 기저질환과 사용하고 있

는 약제 등을 파악하여 이들이 안구건조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

인해야 한다. 그리고 인공눈물을 사용하며 눈꺼풀 세정 및 눈꺼풀 온

찜질을 하는 것이 가장 치료의 기본이다. 

⚊ 2차 치료로써, 항염증 또는 눈물층 강화 등의 전문 점안약제를 사용

하거나 누점마개술 등의 치료를 시행한다. 더 심한 경우, 자가혈청

안약이나 경구약 또는 영구적 누점폐쇄수술 등의 수술적 치료도 시

행할 수 있다.

❍‘안구건조증’질환의 예방법

⚊ 가능한 안구에 염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눈병이 생긴 경우에는 바로

바로 치료를 해 주는 것이 좋다.

⚊ 여성에서는 콘택트렌즈나 경구용피임약이 안구 건조증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그 사용에 주의한다.

⚊ 눈꺼풀위생을 청결히 하여 안검염의 발생빈도를 감소시킨다.

⚊ 눈물분비를 억제하는 약물의 사용을 자제한다.

⚊ 건조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피한다.

⚊ 책이나 PC를 볼 때 쉬엄쉬엄 눈의 휴식을 취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