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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젊은 성인에서 우울 관련 요인: 제7기 3차년도
국민건강영양 조사(2018)
공보경, 신정호*, 이동욱
오산한국병원 가정의학과

Factors Associated with Depression in Korean Young Adults: Analysis Based on the 2018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Bo Kyung Kong, Jeong Ho Shin*, Dong Wook Lee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Osan Hankook Hospital, Osan, Korea

Background: Mental health promotion in young adults is as essential as physical health promotion.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related to depression in adults aged 19–39 years.
Methods: This study included 1,620 adults aged 19–39 years from the Seven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conducted in
2018. Depression was assessed using the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PHQ-9); based on their scores, the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The chi-square test was performed to compare between-group difference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associated factors.
Results: The sample’s mean (±standard deviation) PHQ-9 score was 2.71±3.48 points. Weighte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perceived health status (odds ratio [OR], 3.179; 95% confidence interval [CI], 3.168 to 3.189), sex (OR, 3.149; 95% CI, 3.139 to 3.159), unmet medical
needs (OR, 1.990; 95% CI, 1.982 to 1.998), pain and discomfort (OR, 1.980; 95% CI, 1.973 to 1.986), and health screening (OR, 1.404; 95% CI, 1.400 to
1.408) were related to PHQ-9 score.
Conclusion: Various factors, especially those related to health, are associated with depression in young adults. Among these, perceived health status,
unmet medical needs, pain and discomfort, and health screening are modifiable factors. As health promotion specialists, family physicians should
consider these factors in mental health screening.
Keywords: Depression; Young Adult; Mental Health; Health Promotion;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9

이에 따른 인식의 변화로 가정의학 교과서 최신판에 이르러 가정의

서론

학 범주에서 다루는 하나의 세분화된 분야로 초기 성인기의 건강관
초기 성인 혹은 젊은 성인들은 생애 주기별 건강상태 측면에서
최상급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 등을 통한 적극적 건

리에 있어서 가정의의 역할을 정립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는 등 젊
은 성인에서의 건강관리도 재조명되고 있다.1)

강관리의 필요성은 덜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급격한 사회 변화에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정의에 따르면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나 손

따라 우리나라 20–30대 역시 다양한 건강 문제에 노출되고 있으며

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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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말한다. 그러나 그간 건강증진의학은 주로 신체적 건강에 초점을

기 3차년도(2018) 자료7)를 이용하였으며,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질병

맞추어 신체적 질병예방에 치중되어 왔다. 따라서 보다 완전한 건강

관리본부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다(IRB No.

상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사회적 안녕에 대한 관심이 요구

2018-01-03-P-A). 연구대상은 건강설문조사 항목에 참여한 7,649명

된다. 이에 우리나라 젊은 성인이 직면하고 있는 건강문제, 특히 정

중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성인이다. 이들 중 우울증선별도구

신적 건강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

(PHQ-9)에 무응답한 경우 등 결측값을 제외한 1,620명을 최종 분석

요하다.

대상으로 하였다.

우울증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진 자살은 2019년 기준

20–30대 사망원인 1위2)이며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의하

2. 연구방법

면 18–29세의 우울증의 유병률이 4.0%로 2006년과 비교하여 74% 증

1) 연구 자료 활용 방법 및 사용 변수

3)

가하였다. 치료되지 않을 때 우울증은 만성화되고 재발되는 경과

국민건강영양조사 건강설문조사 항목들 가운데 성별, 연령, 가구

를 보이며 다른 만성질환들에 비해 동반 시 건강을 가장 많이 악화

원 수, 결혼 여부, 교육수준을 일반적 특성으로 분류하였고, 음주빈

시켜 주요 경제활동원인 초기 성인의 우울증은 생산성 손실을 가져

도, 흡연 여부, 신체활동, 유산소운동 실천율, 1주일간 걷기일수 및

오고 장기적으로 인구 전반의 건강관리에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

근력운동일수를 생활습관 요인으로 포함하였으며 주관적 건강상

므로 공중보건 우선순위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부각된다.4,5)

태, 검진 여부, 필요의료 미충족 여부, 주관적 체형인식, 1년간 체중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맞물려 우리나라 국가건강검진 프로그램

조절 여부, 통증 및 불편 여부를 건강 관련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에서 10년에 1회 포함되어 있는 정신건강검사가 최근 20–30대로 확

연령은 만 19–29세 및 만 30–39세로 나누어 20대와 30대로 구분

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 건강검진 제도하에 우울 위험도

하였으며 가구원 수는 1–2명인 경우와 3–6명인 경우로 구분하였다.

가 평가되고 분류된다 하더라도 사후관리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

유산소운동 실천율은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

정이다. 미국 질병예방서비스 위원회에서는 사후전담인력에 의한

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우울증 추적관리 및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한 곳에서 선별검사를

신체활동을 섞어서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을 실천한 분율을 기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우울증 사후관리 체계에 대한 정

준으로 조사하였다. 근력운동 여부는 일주일에 1회 이상 팔굽혀펴

립이 없을 경우 정신건강검진으로 인한 이득보다 오히려 손해가 클

기, 윗몸 일으키기, 아령 등의 운동을 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주관적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검진 시스템을 활용한

건강상태는 좋음과 나쁨으로 이분하였으며 검진 여부는 최근 2년간

젊은 성인에서의 우울증상 선별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사후관리 체

건강검진 수진 여부로 판단하였다. 필요의료 미충족의 경우 최근 1

계를 조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에 건강증진의학 전문가로서

년 동안 병·의원 진료가 필요하였으나 받지 못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6)

가정의학과 의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는 특히 젊은 성인에서 흔하면서도 간

2) 우울증 선별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과되기 쉬운 현상일뿐만 아니라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우울증 선별도구인 PHQ-9은 간단하게 우울증을 선별하고 심각

도 불구하고, 젊은 성인층의 우울과 관련한 논의는 다른 생애주기

도를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가보고형 검사이다. PHQ는 Spitzer

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30대 우울증과

등8)이 1990년대 후반에 보고한 도구로 PHQ-9은 이 가운데 Diagnostic

연관을 가지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건강검진 전문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ition의 주요우울삽

가인 가정의들이 새로이 정신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우울증으로 선별

화 기준에 상응하는 9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된 젊은 성인 수검자들을 체계적으로 사후관리하고 나아가 신체적,

각 항목에서는 지난 2주간 ‘전혀 아님(0점)’, ‘여러 날 동안(1점)’,

정신사회적 안녕을 추구하는 포괄적 진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

‘일주일 이상(2점)’, ‘거의 매일(3점)’과 같이 빈도에 따라 선택한다.

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점수의 합계는 0점에서 27점까지의 범위로, 0–4점을 우울증이 아
님, 5–9점을 경도 우울, 10–14점을 중등도 우울, 15–19점을 중고도

방법

우울, 20–27점을 고도 우울로 분류할 수 있다.9) Lee 등10)은 PHQ-9
사용목적에 따라 총점 5점 또는 6점 이상일 경우 우울장애로 선별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수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
Korean J Fam Pract. 2021;11(4):296-303

가능하며 10점 이상으로 높아질 때 주요우울장애에 해당할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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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difference of PHQ-9 score by the characteristics of study
group
Variable

No.(%)

PHQ-9 score

Male

754 (46.5)

2.09±0.001

Female

866 (53.5)

3.47±0.001

P-valuea

이상인 우울증상이 있는 군으로 이분하여 분석하였다.

<0.001

Sex

19–29

877 (54.1)

2.41±0.001

30–39

743 (45.9)

3.06±0.001

1–2

380 (23.5)

3.01±0.002

3–6

1,240 (76.5)

2.64±0.001

Married

721 (44.5)

2.41±0.001

Single

899 (55.5)

2.96±0.001

≤High school

632 (39.0)

2.88±0.001

≥College

988 (61.0)

2.64±0.001

1,235 (76.2)

2.66±0.001

385 (23.8)

3.01±0.002

No

1,255 (77.5)

2.62±0.001

Yes

365 (22.5)

3.12±0.002

≥Twice a week

<0.001

Current smoking

<0.001

Physical activity
(moderate-intensity)
No

1,134 (70.0)

2.88±0.001

Yes

486 (30.0)

2.44±0.002

No

730 (45.1)

2.66±0.001

Yes

890 (54.9)

2.80±0.001

≤4 Times a week

792 (48.9)

2.82±0.001

≥5 Times a week

828 (51.1)

2.67±0.001

1,144 (70.6)

2.81±0.001

476 (29.4)

2.58±0.002

604 (37.3)

1.57±0.001

1,016 (62.7)

3.43±0.001

899 (54.9)

2.37±0.001

≥Once a week

Fair or poor or very poor

No

731 (45.1)

3.19±0.002

No

1,483 (91.5)

2.52±0.001

Yes

137 (8.5)

5.05±0.004

Thin or normal

872 (53.8)

2.56±0.001

Table 2. Univariate analysis for the general characteristic factors of
PHQ-9 score
PHQ-9 score
0–4 group
(n=1,280)

PHQ-9 score
5–27 group
(n=340)

Male

654 (86.7)

100 (13.3)

Female

626 (72.3)

240 (27.7)

19–29

718 (81.9)

159 (18.1)

30–39

562 (75.6)

181 (24.4)

Obese

748 (46.2)

2.94±0.001

1–2

286 (75.3)

94 (24.7)

Yes

1,023 (63.1)

2.83±0.001

3–6

994 (80.2)

246 (19.8)

No

597 (36.9)

2.60±0.001

Married

589 (81.7)

132 (18.3)

No

1368 (84.4)

2.46±0.001

Single

691 (76.9)

208 (23.1)

Yes

252 (15.6)

4.28±0.003

≤High school

492 (77.8)

140 (22.2)

1,620 (100)

2.74±0.001

≥College

788 (79.8)

200 (20.2)

<0.001

Household members

<0.001

Marital status
<0.001

Pain and discomfort

<0.001

Age, y

<0.001

Weight-control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error after weighted analysis method.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a
By weighted t-test.

P-valuea
<0.001

Sex

<0.001

Perceived body type

www.kjfp.or.kr

여성의 PHQ-9 점수의 평균은 3.35±3.84점, 남성은 1.99±2.86점이었

Variable

<0.001

Unmet medical needs

Total

PHQ-9 점수는 2.71±3.48점이었다. 남성이 754명(46.5%), 여성이 866

<0.001

Health screening
Yes

1. 연구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 차이

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경우는 604명(37.3%), 좋지 않

<0.001

Perceived health status
Very good or good

결과

<0.001

Muscular exercise
None

하로 하였다.

명(53.5%)이었고 20대가 877명(54.1%), 30대가 743명(45.9%)이었으며,
<0.001

Walk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를 시행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 이

본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자는 1,620명으로 평균(±표준편차)
<0.001

Aerobic exercise

따른 두 군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chi-square test를 활용하였다.
이후 각 요인들이 우울 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0.001

Alcohol

0점 이상 4점 이하인 정상군과 5점 이상 27점 이하인 우울군으로
나누어 일반적 특성, 생활습관 요인, 건강 관련 요인 각 구성항목에

<0.001

Education

활습관 요인, 건강 관련 요인들의 PHQ-9 점수와의 관련성을 알아보
기 위해 Independent Sample t-test를 시행하였다. 또한 PHQ-9 점수가

<0.001

Marital status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 (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생

<0.001

Household members

≤4 Times a month

3. 자료 분석
<0.001

Age, y

298

본 연구에서는 PHQ-9 총점이 0–4점인 우울증상이 없는 군과 5점

<0.001

Education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a
By weighted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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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응답한 경우는 1,016명(62.7%)이었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

성별( P<0.001), 연령( P=0.002), 가구원 수( P=0.044 ), 결혼 여부

쁘다고 응답한 경우의 PHQ-9 점수는 3.43±3.90점인데 비해 좋다고

(P=0.020)는 우울 여부와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

응답한 경우는 1.50±2.13점이었다. 필요의료 미충족 여부 문항에서

만 교육수준(P=0.381)은 우울 정도와 유의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미충족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37명(8.5%), 충족인 경우는 1,483명

분석되었다. 하지만 가중치 적용 후 시행한 분석에서는 모든 변수가

(91.5%)이었으며, 필요의료가 미충족된 군은 PHQ-9 평균점수 5.09±

우울 정도와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Table 2).

4.91에 비해 충족군은 2.49±3.23점이었다.
성별(P<0.001), 연령(P<0.001), 가구원 수(P=0.028), 결혼 여부

3. 생활습관 요인에 따른 우울 여부와의 관계

(P=0.003), 흡연 여부(P=0.048), 중강도 신체활동(P=0.004), 1주일간

생활습관 요인에 따른 우울 여부 관련 변수들과의 관계에서 중강

근력운동일수( P=0.028), 주관적 건강상태( P<0.001), 검진 여부

도 신체활동 여부(P=0.003), 1주일간 근력운동일수(P=0.038)는 우울

( P<0.001), 필요의료 미충 족 여부( P<0.001), 주관적 체형인식

정도와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음주빈도

(P=0.009), 통증 및 불편 여부(P<0.001)는 PHQ-9 점수에 각각 유의한

(P=0.390), 흡연 여부(P=0.423), 유산소운동실천율(P=0.951), 1주일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교육수준(P=0.070), 음주

걷기일수(P=0.596)는 우울 정도와 유의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조

빈도(P=0.168), 유산소운동 실천율(P=0.520), 1주일간 걷기일수

사되었다. 하지만 가중치 적용 후 시행한 분석에서는 모든 변수가

(P=0.866), 1년간 체중조절 여부(P=0.151)는 PHQ-9 점수와 유의한 연

우울 정도와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Table 3).

관성이 없었다. 하지만 가중치 적용 후 시행한 분석에서는 연구에
포함된 모든 요인이 PHQ-9 점수와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Table 1).

4. 건강 관련 요인에 따른 우울 여부와의 관계

건강 관련 요인에 따른 우울 여부 관련 변수들과의 관계에서 주
관적 건강상태(P<0.001), 검진 여부(P<0.001), 필요의료 미충족 여부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여부와의 관계

전체 대상자 1,620명 가운데 PHQ-9 점수가 0점에서 4점 사이에

(P<0.001), 주관적 체형인식(P=0.032), 통증 및 불편 여부(P<0.001)는

있는 군은 1,280명, 5점에서 27점 사이에 있는 군은 340명으로 조사

우울 정도와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1년간 체

되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여부 관련 변수들과의 관계에서

중조절 여부(P=0.129)는 우울 정도와 유의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Table 3. Univariate analysis for the life style factors of PHQ-9 score

Table 4. Univariate analysis for the health related factors of PHQ-9
score

PHQ-9 score
0–4 group
(n=1,280)

PHQ-9 score
5–27 group
(n=340)

≤4 Times a month

982 (79.5)

253 (20.5)

Perceived health status

≥Twice a week

298 (77.4)

87 (22.6)

No

997 (79.4)

258 (20.6)

Yes

283 (77.5)

82 (22.5)

Variable

PHQ-9 score
0–4 group
(n=1,280)

PHQ-9 score
5–27 group
(n=340)

Very good or good

553 (91.6)

51 (8.4)

Fair or poor or very poor

727 (71.6)

289 (28.4)

Yes

733 (82.5)

156 (17.5)

No

547 (74.8)

184 (25.2)

No

1,203 (81.1)

280 (18.9)

Yes

77 (56.2)

60 (43.8)

Thin or normal

707 (81.1)

165 (18.9)

Obese

573 (76.6)

175 (23.4)

Yes

796 (77.8)

227 (22.2)

No

484 (81.1)

113 (18.9)

P-valuea
Variable
<0.001

Alcohol

<0.001

Current smoking

<0.001

<0.001

Health screening
<0.001

Physical activity
(moderate-intensity)

<0.001

Unmet medical needs

No

874 (77.1)

260 (22.9)

Yes

406 (83.5)

80 (16.5)
<0.001

Aerobic exercise
No

576 (78.9)

154 (21.1)

Yes

704 (79.1)

186 (20.9)
<0.001

Walking
≤4 Times a week

386 (78.1)

108 (21.9)

≥5 Times a week

894 (79.4)

232 (20.6)
<0.001

Muscular exercise

<0.001

Perceived body type

<0.001

Weight-control

<0.001

Pain and discomfort

None

888 (77.6)

256 (22.4)

No

1,120 (81.9)

248 (18.1)

≥Once a week

392 (82.4)

84 (17.6)

Yes

160 (63.5)

92 (36.5)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a
By weighted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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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factors associated with PHQ-9 score
Variable

P-value

Odds ratioa

1.156

<0.001

3.179

1.147

<0.001

3.149

0.688

<0.001

1.990

0.683

<0.001

1.980

0.437

<0.01

1.548

0.339

<0.001

1.404

0.306

<0.001

1.357

0.288

<0.001

1.334

0.271

<0.001

1.312

0.258

<0.001

1.294

0.214

<0.001

1.238

0.178

<0.001

1.195

0.162

<0.001

1.176

0.082

<0.001

1.085

0.062

<0.001

1.064

0.046

<0.001

1.048

-0.331

<0.001

0.718

-3.981

<0.001

0.019

Regression coefficient

95% confidence interval

Perceived health status
Very good or good
Fair or poor or very poor

1
3.168–3.189

Sex
Male
Female

1
3.139–3.159

Unmet medical needs
No
Yes

1
1.982–1.998

Pain and discomfort
No
Yes

1
1.973–1.986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1
1.542–1.554

Health screening
Yes
No

1
1.400–1.408

Current smoking
No
Yes

1
1.353–1.362

Physical activity (moderate-intensity)
No
Yes

1
1.329–1.338

Aerobic exercise
No
Yes

1
1.307–1.316

Walking
≤4 Times a week
≥5 Times a week

1
1.290–1.298

Household members
1–2
3–6

1
1.234–1.242

Alcohol
≤4 Times a month
≥Twice a week

1
1.191–1.199

Age, y
19–29
30–39

1
1.172–1.180

Perceived body type
Thin or normal
Obese

1
1.082–1.088

Education
≤High school
≥College

1
1.061–1.067

Weight-control
Yes
No

1
1.044–1.051

Muscular exercise
None
≥Once a week
Constant

1
0.716–0.721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Analyzed by weighte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djusted for perceived health status, sex, unmet medical needs, pain and discomfort, marital status, health screening,
current smoking, physical activity, aerobic exercise, walking, household members, alcohol, age, perceived body type, education, physical activity, muscular exercis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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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경 외. 젊은 성인에서 우울 관련 요인

조사되었다. 하지만 가중치 적용 후 시행한 분석에서는 모든 변수가
우울 정도와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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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주관적 건강상태가 우울증과 관련된 요인
임을 보여주고 있다.14,15) 또한 많은 연구들에서 주관적 건강인식은
실제 건강상태를 반영하는 변수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5. 우울 여부와 관련된 변수들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서도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사용한 연구에서 주관적 건강인식의

우울점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 각 요인들이 우울점수에

실제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변수로서의 유효성이 검증되었다.16) 그러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다중 로지스틱

나 주관적 건강상태가 우울증 대상자에서 개인의 건강상태를 보다

회귀분석에서, 주관적 건강이 나쁘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군이 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타당한 요인임을 밝힌 연구17)나 주관적 건강상

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응답한 군에 비해 3.753배 더 우울 성향이

태가 우울 및 통증 및 불편, 동반질환, 와병일수와 유의한 관련성이

높고,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2.753배, 필요의료가 미충족된 경우

있음을 보여준 연구들18,19)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가 많

충족된 군에 비해 2.551배, 통증 및 불편이 있다고 응답한 군은 없다

았다. 반면 전 연령층이 고르게 포함된 연구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고 응답한 군에 비해 1.851배, 검진을 받지 않은 군은 받은 군에 비

나타나 우울증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서도 주관적 건강상태 관련 요

해 1.345배 더 우울 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중치 적

인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용 후 시행한 분석에서는 주관적 건강 여부에 따라 3.179배, 성별에

미충족 의료와 관련한 연구20)에 따르면 국내 의료 미충족률은 전

따라 3.149배, 필요의료 미충족 여부에 따라 1.990배, 통증 및 불편

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성인의 경우 시간적 요인에 의

여부에 따라 1.980배, 검진 수검 여부에 따라 1.404배 우울 성향에

한 미충족률이 높았고 노인의 경우 경제적 요인에 의한 미충족률이

차이를 보였다(Table 5).

높았다. 또한 본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우울증이 미충족 의료와
관계된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제활동 유무, 의료보장 유형, 주관
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유무 등이 미충족 의료와 연관성이 있을 것

고찰

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 7기 3차년도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기초

통증이나 불편감 여부는 다양한 형태의 신체적 질환으로 나타날

로 파악한 20–30대 젊은 성인 중 PHQ-9 점수 5점 이상인 경우는

수 있겠으나 위장염 등을 제외하고는 연령별로 그 요인이 다른데 노

1,620명 가운데 340명으로 20.99%였고, 동일 대상에서 PHQ-9 점수

년층에서 고혈압, 당뇨병, 관절증 등이 다빈도로 나타나지만 청년층

10점 이상인 중등도 이상의 우울 증상을 보인 경우는 5.2%였다. 이

에서는 알러지성 비염 등이 다빈도로 나타난다. 다수의 연구들이

11,12)

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알레르기 비염은 우울을 비롯한 정신건강 특성들과 관련성이 있다

우울증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선행연구들이 진행된 생애주기인 65

고 보고하였으며21,22) 기능성 위장질환과 우울증상, 불안과의 관련성

세 이상 노년기에서의 PHQ-9 5점 이상인 경우는 25.4%, 10점 이상

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23) 메타분석 결과 항우울제는 기능성

인 경우로 보면 9.2%로 보고13)된 바 있는데 수치로 보면 젊은 층에

소화불량증의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24) 따라서 연령

비해 노년층에서 우울점수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대별로 차이는 있지만 청년층에서도 신체적 질환에 의한 통증이나

젊은 성인에서는 노인인구에 비해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

불편감 여부가 우울증상과 관련될 수 있다.

는 다른 선행연구

다하더라도 자살과 같은 극단적 국면으로 전개되어 사회적 파급 효

선행연구들에서 청년기 우울증과 관련된 요소들로 결혼상태, 교

과가 더욱 클 수 있으므로 이는 전문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지

육수준, 취업상태, 흡연, 음주, 수면 등 인구사회적 특성들과 생활

점이라 판단된다.

습관 관련 요인들이 주로 확인되었던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소에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20–30대 젊은 성인의 우울 여부에도 건강 관련 요인들이 중요한 연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여성인 경우, 최근 1년 동안 병·의원 진료가

관인자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건강검진 전문가로서 가정의들은

필요하였으나 받지 못한 적이 있는 경우, 현재 통증이나 불편감이

20–30대 수검자들 중 PHQ-9 5점 이상의 우울증 선별 대상자들에게

있는 경우,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우울증상이

도 나쁜 주관적 건강상태 이면의 실제 건강문제나 미충족된 필요의

발생할 위험이 높았다. 이 가운데 주관적 건강상태, 필요의료 미충

료, 통증이나 불편감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족 여부, 통증이나 불편감 여부, 건강검진 수검 여부 등의 요인은 교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기울이면서 정기적 건강검진

정가능한 요인으로 일차의료 환경에서도 간단하게 문진으로 파악

을 통한 추이 변화 파악 및 치료 연계의 사후관리를 보강해 나가야

할 수 있어 구조화된 면담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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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이 연구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는 단면 연구에 해당되므로 우울 점수와 관련된 각 요인의 인과관
계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자가 기입식 설문 항목 가운

중심단어: 우울; 젊은 성인; 정신건강; 건강증진; 우울증 선별도구

데 일부는 주관적 인식에 따른 개인차를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새로이 정신건강검진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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