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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인에서 우울증과 건강 관련 삶의 질:
2014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곽병규, 박중철*, 이왕진, 장신해, 천동호
녹색병원 가정의학과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Korean Adult: Using
2014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Data
Byoung-Gyu Kwag, Joong-Chul Park*, Wangjin Lee, Shin-Hae Chang, Dong-Ho Chun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Green Hospital, Seoul, Korea

Backgroun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monst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RQOL) and to explore
other HRQOL-related factors in Korean adults.
Methods: We analyzed data from the 2014 six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Study participants were 4,917 adults aged 19
years or over. HRQOL was measured using EuroQol-5dimension (EQ-5D), and depression using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Statistical differences
among the five items of the EQ-5D were analyzed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umber of chronic
diseases, depression morbidity, and depression severity.
Results: Depression severely reduced HRQOL. With increase in the severity of symptoms, the percentage of patients with complaints increased on all
items of mobility, self-care, usual activities, pain/discomfort, and anxiety/depression in the EQ-5D. General characteristics having a significant
influence on HRQOL included gender, age, income, educational level, job, marital status, and number of chronic diseases.
Conclusion: Depression increased the percentage of patients with complaints on all 5 items of the EQ-5D, which resulted in severe reduction in quality
of life. Social attention and further study of depression will be need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mong people with depression.
Keywords: Depression; Quality of Life;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9

서론

삶의 전반적인 모습이 급격히 서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
라의 우울증은 앞으로 더욱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

우울증은 흔한 정신과적 질환으로 2011년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로 이에 대한 명확한 실태파악과 예방적 조치가 절실한 실정이다.

한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만18세부터 74세까지 한

특히 우울증이 사회적 문제로서 더욱 크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국 성인 주요우울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6.7% (남성 4.8%, 여성 9.1%)

이환 된 환자의 삶의 질, 즉 환자의 사회적, 개인적 기능과 안녕(well-

로서, 과거 조사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울증의 평

being)이 심각하게 손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우울증이 환자에게 부

생 유병률은 일본 6.6%, 중국은 6.5%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며 미

담 지우는 사회·경제적 심각성은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 주요 만

국, 유럽 등 서구 국가는 10%–2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성질환과 비등하거나 더 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3) 무엇보다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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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

가 통계자료로 전국 규모의 건강 및 영양조사이다. 해당 조사는 전

opment,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10년 넘게 지속하고 있는 우리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며, 최근의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기본으로

나라에서 자살의 70% 이상이 우울증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례배분계통추출법으로 표본 조사구를 선정하고, 층화집락계통

우울증으로 인한 장기 결근, 생산성 상실, 자살로 인한 조기 사망 등

추출법에 의해 표본가구를 추출하여 표본가구 내에서 적정가구원

의 사회적 손실 비용도 막대하다. 세계보건기구는 2004년 인류에게

요건을 만족하는 만1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을 조사대상자로 선정

가장 큰 부담을 초래하는 10대 질환 중 우울증을 3위로 보고하였고,

하여 건강설문조사, 검진조사, 영양조사를 시행한다. 2014년 조사대

2030년이 되면 1위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상은 192조사구가 선정되어 3,840가구의 9,701명이며, 참여자 수는

4)

이렇듯 우울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우울증에 대한

7,550명으로 참여율은 77.8%였다.

사회적 관심 또한 높아지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2014년도 ‘국민건
강영양조사’에 우울증 선별검사인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2. 연구에 사용한 변수

(PHQ-9)을 포함시켜 우울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태 파악에 나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섰다. 그리고 2015년 12월에 발표된 이번 조사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로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 소득, 교육수

면 잠정적인 우울증으로 진단할 수 있는 PHQ-9 10점 이상의 비율은

준, 직업, 결혼상태를 조사하였다. 연령은 19–39세, 40–59세, 60세 이

6.7% (여자 9.1%, 남자 4.2%)로 나타났으나, 그 중 정신 건강에 대한 상

상 세 개 군으로 분류하였고, 거주지역은 동, 읍과 면으로 분류하였

담 또는 치료를 받은 비율은 16.9%에 불과하였다. 또한, 우울증의 주

다. 소득 수준은 월평균 가구균등화소득(월 가구 소득/가구원 수의

요 위험요인은 여성, 만성질환자, 1인 가구 등으로 파악 되었다.5) 이번

제곱근)을 4분위수로 나누어 중하, 중상을 중그룹으로 정의하여 세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아직 진단되지 않은 우울증 환자까지

개 군으로,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

포함된 우울증의 유병률 규모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들의

업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직업은 업무 형태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최신 경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

고려하기 위해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근간으로 만들어진 국민건강

번 보고는 우울증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발현되는 개인의 삶

영양조사에서 제공하는 직업 분류를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의 질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분석의 차원을

와 사무종사자를 사무직으로,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를 서비스직,

확장시키지 않은 채 단면적인 해석에만 그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와 기능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고

순 노무 종사자를 생산직, 무직(주부, 학생 등)은 무직으로 정의하여
분류하였다. 결혼상태는 미혼, 기혼, 별거/이혼/사별로 분류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울증이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의 비중을 다른 요
인들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우울증 환자들을 임상적

2) 만성질환

증상에 따른 의학적 차원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최근 한국사회에서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 뇌졸중, 갑상선질환, 골관절염(류마티스

우울증이 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질환 포함),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갑상선

그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이에 대한 대

암, 기타 암)에 대하여 의사에게 진단받고, 현재 유병 중인 질환의 개

응을 논의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수로 0, 1, 2개 이상 세 개 군으로 분류하였다.

방법

3) 우울증

우울증에 대하여 의사에게 진단받고 현재 유병 중인 경우로 정의
1. 연구 대상

하였다.

본 연구는 2014년도에 시행된 제6기 2차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에 참여한 만 19세 이상 성인 5,976명 중 건강설문조사에서 가구조

4) 우울증 평가도구

사, 교육, 경제활동, 이환, 삶의 질, 정신건강 관련 설문이 미비한 경우

우울증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우울증을 진단할 수는 없지만, 우

를 제외하고 총 4,91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울증 선별 도구로 사용할 수 있으며, 증상의 심각도를 판단하고 치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료반응을 관찰하는 데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는 국
Korean J Fam Pract. 2018;8(2):23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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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양조사에서는 2014년부터 우울증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우울

이환상태가 EQ-5D 5개 항목 각각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비교하기

증 관련 조사를 처음으로 시행하였으며, 2년에 1회 시행할 예정이다.

위해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IBM

PHQ-9은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SPSS ver. 23.0 (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고, 통계적

ed (DSM-IV)의 진단기준에 의거하여 지난 2주간의 무쾌감, 우울감,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수면의 변화, 피로감, 식욕의 변화, 죄책감 또는 무가치감, 집중력 저
하, 좌불안석 또는 쳐진 느낌, 자살사고의 9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

결과

다. 각각의 요소는 0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3점(거의 매일 그렇다)
까지로 채점이 되어 합산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의 심각도가 높
다는 것을 반영하고,

6,7)

10점 이상을 절단값으로 하였을 때 주요 우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포는 가중치를 적용한 상태에서 남성

울증에 대한 민감도와 특이도가 88%로 높고, 사용이 편리하고 간단
한 우울증 평가도구이다.8)
우울증 심각도는 PHQ-9을 통해 측정된 점수가 0–4점일 경우 최
소증상(minimal), 5–9점일 경우 경미한 우울증상(mild), 10–14점일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Variable

Value

Total

4,917 (100)

Gender

경우 경도의 우울증(moderate), 15–19점일 경우 중등도의 우울증

Male

2,043 (48.9)

(moderately severe), 20점 이상일 경우 고도의 우울증(severe)으로 평

Female

2,874 (51.1)

Age (y)

가하고 있다.8) 본 연구에서는 PHQ-9 0–9점을 정상(normal)에서 경미

19–39

1,432 (38.7)

(mild), 10–14점을 중도(moderate), 15점 이상을 심함(severe)으로 정의

40–59

1,798 (40.3)

≥60

1,687 (21.0)

하여 세 개 군으로 분류하였다.

Residential area
Dong

4,003 (84.2)

Eup or Myeon

5) 건강 관련 삶의 질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한 평가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사용된
EuroQol-5 dimension (EQ-5D)9)의 결과를 이용하였다.
EQ-5D는 운동 능력(mobility), 자기관리(self-care), 일상활동(usual
activities), 통증/불편(pain/discomfort), 불안/우울(anxiety/depression)
의 5가지 항목에 대해서 ‘문제 없음’, ‘다소 문제 있음’, ‘심각한 문제 있
음’의 3가지 건강수준으로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삶의 질 지수(EQ-5D index score)는 이러한 5개 항목에 대한 측정값
각각에 대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여 구하게 되는데, 완전한 건강상태
인 1에서 가장 낮은 점수인 -0.171까지 가중지표값으로 계산하여 산
출된 점수로서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종합으로 제시하는 지표이다.10)

914 (15.8)

Income
Low

921 (14.1)

Middle

2,655 (55.7)

High

1,341 (30.2)

Education
≤Middle school

1,707 (25.5)

High school

1,627 (38.4)

≥College

1,583 (36.1)

Job
Office

1,099 (26.1)

Service

609 (13.9)

Production

1,165 (23.3)

Unemployed

2,044 (36.8)

Marital state
Unmarried

750 (22.9)

Married

3,535 (67.8)

Separation/divorce/widow

632 (9.4)

Chronic disease (n)

3. 분석 방법

결과에서는 조사 건수와 함께 복합표본분석을 위한 가중치를 적
용하여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가중치는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
양조사 원시자료 이용지침서에 따라 적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기본특성은 가중되지 않은 빈도, 모집단 추정 비
율, EQ-5D index score는 평균, 표준오차, 95% 신뢰수준으로 기술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본특성에 따른 EQ-5D index score의 평균값
차이는 t-test를 사용하여 비교하였고, 또한 우울증 심각도, 연령, 성
별, 거주지, 소득, 교육, 직업, 결혼상태, 만성질환 유병 개수,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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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298 (75.8)

1

1,083 (17.2)

≥2

536 (7.0)

Depression morbidity
No

4,769 (97.1)

Yes

148 (2.9)

Depression severity (PHQ-9)
Normal/mild (0–9)

4,575 (93.3)

Moderate (10–14)

225 (4.8)

Severe (≥15)

117 (1.9)
*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
Estim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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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stribution of response to EQ-5D dimension (n=4,917)
EQ-5D dimention

Mobility

No problem

Self-care

4,170 (89.0)

Some/moderate
Extreme

Usual activity

Pain/discomfort

Anxiety/depression

4,715 (97.1)

4,467 (93.2)

3,739 (78.6)

4,319 (88.9)

696 (10.3)

185 (2.7)

419 (6.4)

1,051 (19.7)

538 (10.2)

51 (0.6)

17 (0.2)

31 (0.4)

127 (1.6)

60 (0.9)

*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EQ-5D, EuroQol-5dimension.
*
Estimated%.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and EQ-5D index score (n=4,917)
Variable
Total

EQ-5D index score
Mean
0.95

EQ-5D index score
(mean)

Difference*

Depression severity: PHQ-9 ≥15

0.70

-0.15

Depression morbidity: yes

0.83

-0.12

0.96–0.97 (0.00)

Chronic disease (n) ≥2

0.84

-0.08

0.93–0.94 (0.00)

Depression severity: PHQ-9 10–14

0.85

-0.11

Marital state: separation/divorce/widow

0.87

-0.09

0.88

-0.08

95% CI (SE)

<0.01

Female

0.96
0.94

<0.01

Age (y)

Detail factor

P-value*

0.94–0.95

Gender
Male

Table 4. Rank detail factors with lower EQ-5D index score below 0.9

19–39

0.97

0.97–0.98 (0.00)

Income: low

40–59

0.96

0.95–0.97 (0.00)

Education: ≤middle school

0.89

-0.07

0.89

0.88–0.90 (0.01)

Age: ≥60

0.89

-0.07

Dong

0.95

0.95–0.96 (0.00)

Eup or Myeon

0.94

0.93–0.95 (0.01)

Low

0.88

0.86–0.89 (0.01)

48.9%, 여성 51.1%로 비슷하였고, 연령은 40–59세(40.3%)가 가장 많았

Middle

0.96

0.95–0.96 (0.00)

고, 거주지역은 동 거주자가 84.2%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소득 수준

High

0.97

0.97–0.98 (0.00)

≥60

>0.05

Residential area

<0.01

Income

<0.01

Education

EQ-5D, EuroQol-5dimension;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
Difference to the upper level of the same area in EQ-5D index score.

은 중위군(55.7%), 학력 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상(36.1%), 직업은 무직

≤Middle school

0.89

0.88–0.91 (0.01)

(36.8%), 결혼상태는 기혼(67.8%)이 가장 많았다. 만성질환 및 우울증

High school

0.96

0.96–0.91 (0.00)

≥College

0.98

0.97–0.98 (0.00)

이환 상태는 만성질환이 없는 군이 75.8%로 가장 많았고, 우울증 유

Office

0.98

0.97–0.98 (0.00)

Service

0.96

0.96–0.97 (0.00)

Production

0.95

0.95–0.96 (0.00)

Unemployed

0.92

0.91–0.93 (0.01)

<0.01

Job

이상인 중도, 심함은 6.7%였다(Table 1).
EQ-5D 5개 항목별 분포는 다소 혹은 심한 문제가 있는 군이 운동
<0.01

Marital state

병군은 2.9%였다. 우울증 심각도는 정상/경미가 93.3%, PHQ-9 10점

능력 10.9%, 자기관리 2.9%, 일상활동 6.8%, 통증/불편 21.3%, 불안/우

Unmarried

0.97

0.96–0.98 (0.00)

울 11.1%로 통증/불편 항목에 문제를 호소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Married

0.96

0.95–0.96 (0.00)

Separation/divorce/widow

0.87

0.85–0.89 (0.01)

자기관리에서 가장 낮았다(Table 2).

0

0.97

0.96–0.97 (0.00)

1

0.92

0.90–0.93 (0.01)

≥2

0.84

0.82–0.86 (0.01)

No

0.95

0.95–0.96 (0.00)

Yes

0.83

0.79–0.86 (0.02)

Normal/mild (0–9)

0.96

0.96–0.96 (0.00)

Moderate (10–14)

0.85

0.83–0.88 (0.01)

무직군, 결혼상태는 별거/이혼/사별군에서, 이환 된 만성질환이 2개

Severe (≥15)

0.70

0.65–0.76 (0.03)

이상군에서 가장 낮았고, 우울증 유병군에서 낮았다(P<0.05). 또한,

<0.01

Chronic disease (n)

2. 일반적 특성과 건강 관련 삶의 질 지수

일반적 특성 변수 중 거주지역을 제외한 성별, 나이, 수입, 학력, 직
<0.01

Depression morbidity

질 지수와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P<0.05). 여성, 연령이 증가할수
<0.01

Depression severity (PHQ-9)

EQ-5D, EuroQol-5dimension; CI, confidence interval; SE, standard error;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t-test.

*

업, 결혼상태, 만성질환, 우울증 유병 여부, 우울증 심각도에서 삶의
록, 수입, 학력 수준이 낮아질수록 삶의 질이 낮았다(P<0.05). 직업은

우울증 심각도가 심할수록 낮았다(P<0.05) (Table 3).
Table 4에서 삶의 질 지수 0.9 미만의 삶의 질이 낮은 8개 세부요인
들의 같은 영역 내 상위 세부요인과의 격차는 우울증 선별검사에 따
른 중도 우울증(PHQ-9, 10–14)과 심한 우울증(PHQ-9, ≥15) 사이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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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 지수의 격차(-0.15)가 가장 컸다. 두 번째는 우울증 비유병군과

3. 일반적 특성이 EQ-5D 각 문항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 특성이 EQ-5D 각 문항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파악하기

유병군 사이 격차(-0.12)였으며, 세 번째는 정상/경미 우울증(PHQ-9,

위해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고(Table 5), 각 변수가

0–9)과 중도 우울증 사이 격차(-0.11)였다.

Table 5. Relationship between study population’s characteristics and EQ-5D dimension,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Variable

Motility

Self care

Usual activity

Pain/discomfort

Anxiety/depression

Gender
Male
Female
P for trend

1.00

1.00

1.00

1.25 (0.99–1.56)

0.82 (0.56–1.22)

0.80 (0.57–1.12)

0.0574

0.3362

0.1899

1.00
1.41 (1.20–1.67)
<0.0001

1.00
1.50 (1.14–1.97)
0.0034

Age (y)
19–39

1.00

1.00

1.00

1.00

1.00

40–59

1.50 (0.96–2.32)

3.20 (0.91–11.3１)

1.07 (0.61–1.89)

1.12 (0.88–1.42)

0.96 (0.66–1.40)

≥60

2.77 (1.80–4.27)

2.68 (0.68–10.57)

1.56 (0.84–2.92)

1.28 (0.96–1.71)

0.94 (0.56–1.56)

0.1807

0.2401

0.9665

P for trend

<0.001

0.1592

Residential area
Dong
Eup or Myeon
P for trend

1.00

1.00

1.00

1.03 (0.76–1.40)

1.59 (1.00–2.51)

1.44 (1.03–2.01)

0.8357

0.0481

0.0323

1.00
1.08 (0.87–1.34)
0.505

1.00
0.92 (0.65–1.30)
0.6161

Income
Low

1.00

1.00

1.00

1.00

1.00

Middle

0.66 (0.51–0.84)

0.71 (0.49–1.01)

0.67 (0.49–0.91)

0.86 (0.69–1.09)

0.80 (0.58–1.09)

High

0.47 (0.33–0.66)

0.59 (0.32–1.11)

0.60 (0.37–0.96)

0.69 (0.51–0.93)

0.71 (0.49–1.02)

0.0385

0.1814

P for trend

<0.0001

0.0929

0.02

Education
≤Middle school

1.00

1.00

1.00

1.00

1.00

High school

0.50 (0.38–0.66)

0.51 (0.30–0.85)

0.52 (0.36–0.74)

0.81 (0.65–1.01)

0.73 (0.50–1.05)

≥College

0.27 (0.18–0.40)

0.43 (0.24–0.76)

0.32 (0.20–0.51)

0.67 (0.51–0.88)

0.80 (0.54–1.17)

0.0158

0.2376

P for trend

<0.0001

0.0035

<0.0001

Job
Office

1.00

1.00

1.00

1.00

1.00

Service

0.64 (0.34–1.20)

0.61 (0.21–1.78)

0.84 (0.37–1.87)

0.99 (0.72–1.36)

1.03 (0.65–1.65)

Production

0.95 (0.56–1.63)

1.17 (0.47–2.94)

1.18 (0.64–2.18)

0.84 (0.64–1.12)

1.05 (0.74–1.49)

Unemployed

1.24 (0.73–2.09)

2.19 (0.93–5.17)

2.11 (1.12–3.99)

0.99 (0.76–1.29)

1.42 (1.04–1.94)

0.0042

0.0007

0.0003

0.4313

0.0966

P for trend
Marital state
Unmarried

1.00

1.00

1.00

1.00

1.00

Married

1.02 (0.60–1.74)

0.81 (0.22–3.04)

0.65 (0,35–1.23)

1.11 (0.86–1.44)

0.76 (0.51–1.13)

Separation/divorce/widow

1.31 (0.73–2.35)

1.39 (0.40–4.82)

0.90 (0.46–1.76)

1.34 (0.96–1.88)

0.88 (0.56–1.39)

0.1662

0.0183

0.0998

0.1869

0.2831

P for trend
Chronic disease (n)
0

1.00

1.00

1.00

1.00

1.00

1

2.08 (1.56–2.77)

3.34 (1.94–5.75)

2.07 (1.49–2.88)

1.62 (1.31–2.00)

1.41 (1.04–1.91)

≥2

4.02 (2.99–5.40)

5.41 (3.24–9.05)

4.59 (3.00–7.03)

2.32 (1.71–3.14)

1.87 (1.30–2.70)

P for trend

<0.0001

<0.0001

<0.0001

<0.0001

0.003

Depression morbidity
No
Yes
P for trend

1.00

1.00

1.00

1.00

1.68 (1.02–2.78)

1.22 (0.55–2.69)

2.06 (1.17–3.63)

2.01 (1.26–3.21)

0.0415

0.6297

0.0128

0.0036

1.00
4.77 (2.79–8.14)
<0.0001

Depression severity (PHQ-9)
Normal/mild (0–9)

1.00

1.00

1.00

1.00

1.00

Moderate (10–14)

3.91 (2.60–5.88)

4.35 (2.45–7.73)

5.32 (3.36–8.42)

3.57 (2.55–4.98)

6.32 (4.41–9.07)

Severe (≥15)

5.64 (3.59–8.86)

5.03 (2.96–8.56)

7.39 (4.43–12.32)

6.77 (4.38–10.46)

21.47 (13.97–33.00)

P for trend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EQ-5D, EuroQol-5dimension;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adjusted by gender, age, residential area, monthly household income, education, job, marital state, chronic disease, depression morbidity, PHQ-9 sc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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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rrelation between study population’s characteristics and each item of EQ-5D
Variable

Motility

Self care

Usual activity

Pain/discomfort

Anxiety/depression

Number*

Depression severity (PHQ-9)

○

○

○

○

○

5

Chronic disease (n)

○

○

○

○

○

5

Depression morbidity

○

○

○

○

4

Education

○

○

○

○

Job

○

○

○

Income

○

Residential area

3

○
○

○

3

○

2

Gender

○

Age

4

○

2

○

Marital state

1
○

1

EQ-5D, EuroQol-5dimension;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Adjusted by gender, age, residential area, monthly household income, education, job, marital state, chronic disease, depression morbidity, PHQ-9 score.
*
Number of items in EQ-5D affecting the variable (P-value<0.05).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EQ-5D 항목의 분포를 나타냈다(Table 6).

채 방치되어 있으며, 그들의 망가진 삶의 질의 실태 또한 알려진 것보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통증/불편, 불안/우울에서 유의하게 교차

다 훨씬 넓고 심각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처음

비가 증가하여 여성에서 통증/불편, 불안/우울 항목에 대한 문제 호

으로 우울증 선별검사가 도입된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포함된

소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운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러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우울증 선별검사인

동 능력, 읍 또는 면에서 자기관리, 일상생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PHQ-9 결과 그리고 삶의 질 측정도구인 EQ-5D 결과를 종합하여, 삶

운동 능력, 일상활동, 통증/불편, 교육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운동 능

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여러 요인들의 심각성을 측정하고, 이들

력, 자기관리, 일상활동영역, 통증/불편 항목에서 교차비가 유의하

간의 상호 보정을 통한 교차비를 통해 그 역동적 실태 특히, 우울증

게 감소하였다. 직업에 따라서 운동 능력에서 서비스직, 생산직, 사무

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와 범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직, 무직 순으로, 자기관리에서 서비스직, 사무직, 생산직, 무직 순으

일차적으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삶의 질 측정 도구인

로, 일상활동에서 서비스직, 사무직, 생산직, 무직 순으로, 결혼상태

EQ-5D의 5개 평가 항목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삶의 질 지수’

에서는 자기관리에서 기혼, 미혼, 별거/이혼/사별 순으로 교차비가

와의 관계는 거주지역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에서 유의한 연관성

증가하였다. 만성질환에서는 5개 항목 모두에서 만성질환 이환 개수

(P<0.05)을 보였다. Sohn 등12)의 연구에서는 성, 연령, 결혼상태, 교육

가 증가할수록 교차비가 증가하였고, 우울증 이환군에서 운동 능

수준, 소득이 건강 관련 삶의 질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고, 삶의 질

력, 일상생활, 통증/불편, 불안/우울에서 교차비가 증가하였다. 우울

지수의 경향 역시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Seong 등13)의 연구에서는

증 심각도에서 우울 증상이 심할수록 5개 항목 모두에서 교차비가

성별, 나이, 교육, 소득, 직업이 관련성이 있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증가하였다.

일치하였으나, 거주지역 또한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고 하여 본 연구
와 차이를 보였다.

고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삶의 질 지수가 가장 높은 세부요인은 대
학교 졸업 이상 학력과 사무직 종사자(mean, 0.98)였으며, 삶의 질 지

우울증은 오늘날 개인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

수가 가장 낮은 세부요인은 PHQ-9 15점 이상의 심한 우울증군

지만, 증상이 가시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정

(mean, 0.70)이었다. 두 번째로 낮은 세부 요인 역시 기존 우울증 유병

확한 유병률의 규모를 측정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의 우울증 시점

군(mean, 0.83)으로 어떤 다른 요인들보다 우울증이 삶의 질에 가장

유병률은 2% 정도로 알려져 있고, 이번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낮은 요인은 2

에서 이미 우울증 진단을 받은 우울증 유병률은 그보다 높은 2.9%

개 이상의 만성질환 유병군(mean, 0.84)으로 만성질환이 우울증의

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우울증 선별검사(PHQ-9) 10점 이상의 잠재적

주요 원인이자 상호 관련성이 깊음을 감안할 때12,14) 삶의 질에 있어

우울증 환자의 비율은 그 2배가 넘는 6.7%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우울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11)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의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이를 종합해보면

또한, Table 4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삶의 질 지수 0.9 미만의 삶의

실제 우울증 환자의 절반 이상이 어떠한 진단과 치료도 받지 못한

질이 낮은 8개 세부요인들의 같은 영역 내 상위 세부요인과의 격차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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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상위 3가지가 모두 우울증 관련 세부요인들이어서 우울증은 삶

있다. 만성질환 개수, 우울증 유무, 그리고 PHQ-9을 제외한 나머지

의 질의 낮은 수준뿐만 아니라 삶의 질의 추락 정도까지 삶의 질의

요인들에서 교차비가 3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없어서, 역시 이들 3

전반적인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가지 요인이 삶의 질의 저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다시
7)

우울증의 증상 정도와 삶의 질 지수의 음의 관계에 대한 연구 나,
노인 등의 특정 연령군에서의 우울증과 삶의 질에 관련된 기존의 연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PHQ-9을 제외한 유일하게 교차비가 5배 이상 증가한 것은

구 들은 이미 존재하지만 모두 외국 연구이거나 특정 인구 집단에

만성질환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 ‘자기돌봄’에 대한 부분

관련된 연구뿐이었고, 이번처럼 국내의 대규모 인구집단을 대상으

(OR=5.41)이었는데, 만성질환의 예방과 더불어 만성질환자들의 돌

로 여러 인구사회학적 요인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울증이 삶의 질에

봄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충이 삶의 질 개선에 중요하게 기여

미치는 심각성을 여러 차원에서 분석한 연구는 처음이다.

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15)

각 요인들의 세부적인 격차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2014년 조사시점의 우울증, 일반적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는 삶의 질 측정도구인 EQ-5D의

특성,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조사한 단면연구로 인과관계를 파악하

5개 항목별로 세부요인 격차별 교차비를 분석하였다(Table 5). 그 결

는 데 한계가 있었다. 둘째, 연령, 학력, 소득 수준에 대하여 세 가지로

과 5개 항목별로 유의성 유무가 드러났으며, 이를 통해 각 요인들이

분류함으로써 연구 대상에 대해 좀 더 세분화된 삶의 질의 차이를

삶의 질의 어떠한 측면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 특성을 확인할 수 있

파악하지 못하였고, 만성질환에 대하여 제한된 질환을 개수로 분류

었다(Table 6).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강도와 상관없이 삶의 질에

함으로써 다양한 만성질환이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모든 항목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증 심각도

파악하지 못하였다. 셋째, 삶의 질과 관련된 건강행태 등 다양한 요

(PHQ-9)와 만성질환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성질환과 우울증이 삶

인들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지 못하였다. 넷째, EQ-5D index score에

의 질 지수도 서로 유사했지만, 삶의 질에 관여하는 범위 역시 동일

대하여 성, 연령, 추가적인 유병 질환 유무 등의 교란변수들을 보정

하여 상호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

하지 않은 값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은 같은 우울증 관련 요인인 PHQ-9과 달리 우울증 유병군에서는 자

고 본 연구는 우울증 선별검사가 처음으로 적용된 2014년 국민건강

기돌봄 항목에서 교차비에 유의성이 없었고, 다른 항목에서도 교차

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19세 이상 성인의 우울증이 건

비가 낮았다. 이런 차이는 일차적으로 우울증 유병군이 PHQ-9과 달

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최초의 연구이며, 사회인

리 잠재적인 우울증 환자들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집단 구성의 차

구학적 특징, 만성질환, 우울증이 건강 관련 삶의 질(EQ-5D)에 미치

이와 더불어 우울증 유병군에서의 우울증 치료 경험과 병식으로 인

는 영향을 그 분포를 나열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각 항목별로 영향

해 삶의 질이 호전된 것으로 여겨지며, Sapin 등, Sobocki 등 의 우

의 크기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6)

17)

울증으로 치료 중인 환자의 추적 연구들에서도 EQ-5D로 측정한 삶
의 질이 점차 호전되는 결과를 보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다변량 분석을 통해 요인들간의 상호 영향력을 보
정한 후 각각의 교차비를 산출하여 요인 별 삶의 질의 변화 양상을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우울증이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시행한 우
울증 선별검사의 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한다면 국내 우울증의 실태
파악 및 예방정책의 수립에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파악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다른 요인들을 보정하면 연령은 운동
능력에만 관련이 있는데, 40세 이전의 청장년에 비해 60세 이상의 노

요약

년들은 운동 능력 저하(odds ratio [OR]=2.77)가 3배 가까이 증가하게
되고, 노년에서는 운동 능력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은 삶의 질 저하

연구배경: 본 연구는 한국 성인에서 우울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

를 막는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향과 삶의 질과 관련된 다른 여러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시행되었다.

모든 세부요인들 중 교차비의 가장 현격한 차이를 보인 것은 ‘불

방법: 2014년 시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만19

안/우울’ 항목에서 PHQ-9 9점 이하군과 10–14점군 그리고 15점 이상

세 이상 성인 4,91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삶의 질은 EQ-5D, 우울증

군 간의 교차비로 무려 1:6.32:27.1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우울

은 PHQ-9를 사용하여 측정되었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사회

증이 심각하게 의심되는 집단에서의 우울증 증상이 발생할 공산을

인구학적 특성, 만성질환 개수, 우울증 유병상태, 우울증 증상 정도

측정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지만, 그만큼 이번 국민건강영양조

에 따라 EQ-5D 5개 항목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사에서의 PHQ-9의 타당도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결과: 우울증은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심각하게 낮추고 그 증상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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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규 외. 우울증과 건강 관련 삶의 질

할수록 EQ-5D에서 운동 능력, 자기관리, 일상 활동, 통증/불편, 불
안/우울 모든 항목에서 문제 호소 비율이 높았다. 건강 관련 삶의 질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소득, 교육 수준,
직업, 결혼상태, 만성질환 개수였다.

결론: 우울증은 EQ-5D의 5개 모든 영역에서 문제 호소 비율을 높여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렸으며, 우울증 환자들의 삶
의 질 향상을 위해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중심단어: 우울증; 삶의 질;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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