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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quality of life, severity of depression, suicidality, subjective health 
and subjective stress of depression with subjective cognitive decline in Korean adults. 

Methods：We used the 7th KNHANES data to enroll 415 participants with a score of 10 or higher on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aged 20-64. Depression was divided into two groups based on the presence/ab-
sence of subjective cognitive decline. Demographic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were compared between 
two groups. Correlation analysis of subjective cognitive decline, quality of life, depression, suicidal idea was car-
ried out. To detect which variables influenced quality of life,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Results：Among the 415 participants, 98 had depression with subjective cognitive decline. We identified sig-
nificant differences in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employment between the two groups. After adjusting for 
these variables, depression with subjective cognitive decline had lower EuroQol-5D index scores, more severe 
depressive symptoms without cognition and worse subjective health than depression without cognitive decline.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subjective cognitive decline and quality of life (r=-0.236, p<0.001), sui-
cidal idea (r=0.182, p<0.001), depression score without cognition (r=0.108, p=0.028). Through multiple regres-
sion analysis, subjective cognitive decline was predictor of reduced quality of life (β=-0.178, p<0.001).

Conclusions：Depression with subjective cognitive decline has poor quality of life and severe depression. Cog-
nitive decline should be considered to improve treatment result in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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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울증은 전세계적으로 3억명 이상이 앓고 있는 주요 정

신질환이며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우울증 환자의 수가 10년에 

걸쳐 18.4% 증가했으며, 전세계적으로 직업 환경에서 장애

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2) 이는 연간 약 366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할 정도로 경제적 부담을 유발한다.3) 2016년 한

국에서 시행된 정신질환실태 조사에 의하면 기분 장애의 평

생 유병율은 5.3%이었으며 이중 주요우울장애는 5.0%로 높

은 유병율을 보였다.4) 또한 우울증은 자살의 위험을 증가시

키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5) 특히 한국의 자살률의 경

우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

ment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이며 자살 당사자의 미래소

득 감소분만 고려할 경우에도 사회, 경제적 비용은 연간 6조 

5천억원으로 우울증의 평가 및 관리에 국가적인 관심이 요

구되고 있다.6)

우울증은 전통적으로 삶의 질의 저하와 관련이 있는 것으

로 생각된다.7) 주요우울장애의 경우 신제 질환을 통제한 후

에도 사회적 장애가 23배 증가했고 단기 직업적 장애가 거의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8,9) 또한 우울증 군은 그렇지 않은 

인구에 비해 가정의 긴장, 사회적 과민성, 재정적 긴장 직업 

기능의 제한이 높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10,11) 우울증

의 기능적 관점에서도 많은 수의 환자들이 치료 후에도 사회

적 활동 및 작업 수행과 삶의 질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12) 이

러한 일반적인 기능의 감소는 사회적으로도 큰 부담이다.13)

주요우울장애는 기분, 에너지, 대사, 동기, 인지의 장애를 

보이는 질환으로14) 그 중 인지 저하는 주요우울장애가 있는 

성인에서 광범위하게 보고 되고 있으며15) 주요우울장애의 

첫 삽화, 청소년에서도 보고되고, 반복되는 우울증을 경험

하는 환자에서의 인지 손상은 점점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16) 

또한 다른 증상들은 호전되었음에도 인지 손상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17) 우울증에서 직업적, 사회적 기능 손상의 강력

한 예측인자로 여겨진다.18,19) 이러한 인지 저하는 우울 증상

이 호전된 후에 삶의 질과 정신사회적 기능 손상과 관련이 

있었다.20)

인지 저하가 우울증에서 기능적 결과, 예후 및 삶의 질을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주요우울장애 환자에서 인

지와 삶의 질 사이의 연관성을 평가한 연구는 많지 않다.21) 

특히, 국내의 성인을 대상으로 인지 저하를 동반한 우울증에

서 삶의 질, 우울 양상 및 정신건강 특성에 대해 알려진 연구

가 거의 없다.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

tional Examination Survey, KNHANES)는 국내 인구를 대

상으로 질병관리 본부에서 시행되는 검사로 건강설문조사, 

검진조사 및 영양조사가 포함된다.22) 전문 요원의 조사를 통

해 결과 신뢰성이 높으며 참여자 수가 많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한국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의학 연구들에서 널리 이용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7기(2016~ 

2018년)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성인에서 인지 저하를 동반

한 우울증에서의 삶의 질과 정신건강 특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방       법

1. 대  상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7기(2016~2018년) 자료

를 활용하였다.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PHQ-9)은 우

울증을 선별하고 심각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기보고 검사이

며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아 임상 상황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도구이다.23) 이전 연구에서 PHQ-9 점수 10점을 최적 절단

점으로 제시하였다.24)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2014년도 조

사부터 2년마다 PHQ-9을 적용하고 있다.

제 7기 조사에서 PHQ-9을 실시한 2016, 2018년에 참여한 

11,679명 중 PHQ-9 점수 10점 이상인 참가자는 635명이었

다. 노인 인구의 경우 인지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치매

에 대한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에서 제외했으며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은 총 415명으로 본 연구의 대

상자로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의생명연구윤리심의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for Human Research)

의 승인(IRB number 20-0076)을 받아 수행하였다.

2. 평  가

1) 인구사회학적자료

건강설문조사를 통해 대상자들의 나이, 성별, 가구 소득, 

결혼 상태, 교육 수준, 흡연 여부, 음주 빈도, 고용 상태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결혼 상태는 기혼, 별거/사별/이혼, 미혼으로 분류했다. 

교육 수준은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으로 분류하였

고, 흡연 여부는 현재흡연, 과거흡연, 비흡연으로 구분하였

다. 음주 빈도는 최근 1년간 월 1회 이상, 1회 미만으로 분류

하였고, 고용 상태는 예, 아니오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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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관적 인지 저하 및 정신건강 특성 

정신건강 특성으로 한글판 우울증 선별 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점수, EuroQol-5 dimen-

sion (EQ-5D) 점수, 자살사고 유무, 자살계획 여부, 자살시

도 여부, 주관적 건강 상태, 스트레스 인지율을 파악하였다.

PHQ-9는 1999년에 Spitzer 등24)이 개발하였으며, 주요우

울장애 진단기준 9개를 바탕으로 최근 2주 간 증상을 묻는 

9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각 문항 당 전혀 아

니다(0점), 여러날 동안(1점), 일주일 이상(2점), 거의 매일(3

점)로 가능하며, 총점은 0에서 27점까지이다. 이전 연구에 

의하면 우울증의 절단값으로 10점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민감도 88%, 특이도 88%를 나타냈다.25) 본 연구에서도 

PHQ-9점수가 10점 이상일 경우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정

의하였다.

PHQ-9 중 7번, 8번 항목의 경우 손상된 기억, 느려진 처

리 속도, 집중과 집행 기능의 손상을 포함한 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항목이다.26) Lerenr 등27)의 이전 연구에서도 우울증

의 ‘집중/안절부절함’과 관련된 인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PHQ-9 중 7번, 8번 항목을 사용했다. DSM-5에서는 주요우

울증상의 진단을 위해 대부분 핵심 증상들은 거의 매일 존재

해야 한다.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HQ-9의 7번 문항(신문

을 읽거나 TV를 볼 때 집중하기 어려움), 8번 문항(남들이 알

아챌 정도로 거동이나 말이 느림. 또는 반대로 너무 초조하

고 안절부절 못해서 평소보다 많이 돌아다니고 서성거림)에

서 어느 하나라도 3점 이상(거의 매일)에 응답한 경우를 인

지 저하를 동반한 것으로 적용하였다. 인지 저하의 심각도

를 PHQ-9 총점에서 7번 문항, 8번 문항의 점수의 합으로 

적용했고 인지 영역 제외한 우울의 심각도를 평가하기 위해

서 PHQ-9 총점에서 7번 문항, 8번 문항의 점수를 제외한 

값을 적용하였다.

EQ-5D는 EuroQol group에서 개발하여 삶의 질을 측정

할 수 있는 도구이다.28)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 활동, 통

증/불편, 그리고 불안/우울의 다섯 영역에 대한 현재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도구로서 ‘지장이 없음’(1점), ‘다소 지장이 

있음’(2점), ‘심한 지장이 있음’(3점)의 3단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EQ-5D index는 문항에 대한 응답을 통해 계산

되며, 한국인에서의 가중치가 반영되어 완전한 건강상태가 

1점이며 평가된 여러 요인들을 통해 감정이 이루어진다.29)

PHQ-9의 항목 9에 대한 응답은 자살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도구이다.30) 이에 자살사고 유무를 평가하기 위해 PHQ-

9 항목 9에서 ‘전혀 아니다’(0점), ‘여러 날 동안’, ‘일주일 이

상’, ‘거의 매일’(1점)으로 산출하였다. 자살사고를 평가하기 

위해서 원래의 방식대로 전혀 아니다(0점), 여러날 동안(1점), 

일주일 이상(2점), 거의 매일(3점)을 적용하여 산출했다. 자

살계획과 자살시도 여부는 예, 아니오로 분류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좋음’, ‘좋음’(2점), 보통’(1점), 

나쁨’, ‘매우 나쁨’(0점)으로 분류하였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평소 스트레스 인지 정도에서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

끼는 편을 1점, ‘조금’ 또는 ‘거의 느끼지 않는다’의 경우 0점

으로 나타내었다.

3. 통계분석

범주형 자료의 경우 빈도와 백분율로, 연속형 자료의 경

우 평균과 표준편차로 요약하였다. 대상자들을 위의 정의에 

따라 인지 저하를 동반한 우울증과 인지 저하를 동반하지 

않는 우울증으로 나누었다. 두 군의 비교를 위해 카이제곱검

정, 독립 표본 t-검정을 이용하였다. 

두 군의 신체적, 정신적 지표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통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나이, 결혼 

상태, 교육 수준, 고용 여부를 공변량으로 설정하여 공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지 저하의 정도가 삶의 질, 자살사고, 

인지 영역을 제외한 우울에서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pear-

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

으로 인지 저하가 우울증 인구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

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했다. 인지 저하와 

삶의 질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 인지 저하 및 인지 저하를 제

외한 우울도 분석에 포함했으며 기존 연구에서 삶의 질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을 알려진 요인인 성별, 연령, 소득, 

교육수준, 결혼 상태, 고용 상태도 분석에 포함했다.31-33) 다

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산팽창요인을 확인했고 

최종 모델에서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0을 넘는 

값이 포함되지 않아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문제는 없었다.

통계적 유의성은 p＜0.05로 정의하였고, 모든 통계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sion 24.0 (IBM Corp., 

Armonk, NY, USA)를 사용하였다.  

결       과

1.   우울증의 주관적 인지 저하 양상 유무에 따른 인구사회

학적 특성

전체 대상자 415명 중 주관적 인지 저하를 동반하는 우울

증군은 98명, 동반하지 않는 우울증군은 317명이었다. Ta-

ble 1에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해 나타내었다. 주관적 

인지 저하를 동반하는 우울증군의 나이는 45.57세로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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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42.37세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p=0.039). 

결혼 상태에서 주관적 인지 저하를 동반하는 우울증군은 대

조군에 비해 미혼인 경우가 많았다(p=0.042). 교육 수준에

서 주관적 인지 저하를 동반하는 우울증군이 대조군에 비해 

낮은 학력을 보였고(p＜0.001) 고용 상태에서도 실업인 경

우가 유의하게 많았다(p=0.001). 그 외 성별, 월 평균 가구 

소득, 흡연, 음주 빈도에서는 두 군간의 차이는 없었다.

2.   우울증의 주관적 인지 저하 유무에 따른 정신적 지표의 

차이

Table 2에서는 우울증의 주관적 인지 저하 유무에 따른 

정신적 지표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EQ-5D index에서 주관

적 인지 저하를 동반한 우울증군은 0.773로 대조군 0.870에 

비해 삶의 질이 불량하게 나타났으며(p＜0.001) 5가지 하위 

영역 모두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PHQ-9 score 

exclude item-7,8에서 주관적 인지 저하를 동반한 우울증군

은 13.15, 대조군에서는 11.76으로 주관적 인지 저하를 동반

한 우울증 군이 인지 영역을 제외한 우울에서도 더 심한 것

으로 나타났다. 자살 사고에서도 주관적 인지 저하를 동반한 

우울증군은 대조군에 비해 더 심각함을 보였다(p=0.032). 주

관적인 건강 또한 더 불량하게 보고 했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했다(p＜0.001).

나이, 결혼 상태, 교육 수준, 고용 여부를 보정한 후, EQ-

5D index (p＜0.001), PHQ-9 score exclude item-7,8 (p= 

0.001)에서 주관적 인지 저하를 동반한 우울증군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존했다. EQ-5D 하위 다섯 가지 중 exercise (p= 

0.001), self-care (p=0.028), daily activity (p=0.004), anxi-

ety/depression (p=0.041)의 4가지 영역에서 주관적 인지 

저하를 동반하는 우울증 군이 대조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관적인 건강 또한 보정 후에도 통계적 유

의성을 보존했다(p=0.008). 반면 자살 사고에서는 위의 항

목들을 보정한 후에는 주관적 인지 저하를 동반한 우울증

군과 대조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 외 

자살계획, 자살 시도, 주관적 건강, 스트레스 인지율에서는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Depression with subjective 
cognitive decline (n=98)

Depression without subjective 
cognitive decline (n=317)

p value

Age (years) 45.57±13.981 42.37±13.220 p=0.039
Income (10,000 won) 303.62±264.447 346.53±239.420 p=0.131
Sex p=0.234

Male 34 (34.7)   90 (28.4)

Female 64 (65.3) 227 (71.6)

Marrital status p=0.042
Married 44 (44.9) 171 (53.9)

Separated/widow/divorced 26 (26.5)   49 (15.5)

Single 28 (28.6)   97 (30.6)

Education p＜0.001
Elementary school 28 (28.6)   35 (11.0)

Middle school 13 (13.3)   38 (12.0)

High school 32 (32.7) 125 (39.4)

College above 25 (25.5) 119 (37.5)

Smoking p=0.234
Current smoker 27 (27.6) 117 (36.9)

Past smoker 19 (19.4)   55 (17.4)

Never smoker 52 (53.1) 145 (45.7)

Alcohol p=0.063
1/month or more 48 (49.0) 189 (59.6)

Less than 1/month 50 (51.0) 128 (40.4)

Employment p=0.001
Yes 32 (32.7) 166 (52.4)

No 66 (67.3) 151 (47.6)

For continuous variables, mean±SD. For categorical variables,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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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관적 인지 저하와 삶의 질, 자살사고, 인지 영역을 제

외한 우울 간의 상관관계

Table 3에서는 주관적 인지 저하와 삶의 질, 자살사고, 인

지 영역을 제외한 우울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주관적 인

지 저하와 삶의 질은 r=-0.236, p＜0.001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주관적 인지 저하와 인지 영역을 제외한 우울은 r= 

0.108, p=0.028로 양의 상관관계, 주관적 인지 저하와 자살

사고는 r=0.182, p＜0.001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4. 삶의 질에 주관적 인지 저하가 영향을 미치는 정도

우울증 환자의 삶의 질에 주관적 인지 저하가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 나이, 소득, 결혼상태, 교

Table 2.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Depression with subjective 
cognitive decline (n=98)

Depression without subjective 
cognitive decline (n=317)

p value p value*

PHQ-9 score exclude item-7,8 13.15±3.89 11.76±2.82 0.001 0.001
EQ-5D index   0.773±0.219   0.870±0.147 ＜0.001 ＜0.001
EQ-5D 1 (exercise) ＜0.001  0.001

No 55 (56.1) 244 (77.0)

Somewhat 37 (37.8)   70 (22.0)

Yes 6 (6.1)   3 (1.0)

EQ-5D 2 (selfcare)   0.006 0.028
No 84 (85.7) 299 (94.3)

Somewhat 11 (11.2) 17 (5.4)

Yes 3 (3.1)   1 (0.3)

EQ-5D 3 (daily activity)  0.001 0.004
No 65 (66.3) 265 (83.6)

Somewhat 29 (29.6)   49 (15.4)

Yes 4 (4.1)   3 (1.0)

EQ-5D 4 (pain/discomfort)  0.039 0.097
No 38 (38.8) 167 (52.7)

Somewhat 49 (50.0) 129 (40.7)

Yes 11 (11.2) 21 (6.6)

EQ-5D 5 (anxiety/depression)  0.011 0.041
No 35 (35.7) 150 (47.3)

Somewhat 51 (52.0) 152 (48.0)

Yes 12 (12.3) 15 (4.7)

Suicidal idea  0.032 0.260
Yes 56 (57.1) 142 (44.8)

No 42 (42.9) 175 (55.2)

Suicidal plan  0.819 0.879
Yes 11 (11.2)   33 (10.4)

No 87 (88.8) 284 (89.6)

Suicidal attempt   0.828 0.974
Yes 5 (5.1) 18 (5.7)

No 93 (94.9) 299 (94.3)

Subjective health ＜0.001 0.008
Good 5 (5.1) 25 (7.9)

Medium 18 (18.4) 126 (39.7)

Bad 75 (76.5) 166 (52.4)

Subjective stress  0.986 0.114
High 82 (83.7) 265 (83.6)

Low 16 (16.3)   52 (16.4)

For continuous value, mean±SD. For categorical value, n (%). p value* : p value in ANCOVA adjusted by age, marital status, ed-
ucation, employment. EQ-5D : EuroQol-5 dimension, PHQ-9 :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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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수준, 고용 상태, 주관적 인지 저하, 주관적 인지 영역을 

제외한 우울을 중심으로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유의한 설명력을 보인 변수

는 나이, 주관적 인지 저하, 주관적 인지 영역을 제외한 우

울, 소득, 고용 상태로 나타났으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설명력은 2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 인구

의 삶의 질에 주관적 인지 저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178).

고       찰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성인들을 대상으로 주관적 인지 저

하를 동반한 우울증의 특성을 확인하고 주관적 인지 저하

와 삶의 질 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전체 우울증 대상자 중 주관적 인지 저하를 동반하는 사

람의 비율은 26.1%로 Inverson 등34)의 연구의 32~57%에 

비해서 낮았다. 이러한 비율의 차이는 중년에서 노년으로 

갈수록 나이에 따른 인지 저하를 보이는 것을 감안할 때,35) 본 

연구의 대상자가 노인을 제외한 성인이며 평균 연령이 이전 

연구의 47.4세보다 약 4살 작은 43.1세였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 우리의 연구는 이전 연구들

과 다르게 주관적 인지 저하가 있는 것을 PHQ-9 항목 7,8

에서 ‘거의 매일’ 있는 것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이전 다른 

연구들과 달리 기준이 엄격하여 그 비율이 낮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관적 인지 저하를 동반하는 우울증 군은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별거/사별/이혼’인 경우가 많았는

데, 이는 결혼 상태 특히, 이혼과 별거가 인지 손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전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36) 교육 수준에

서도 주관적 인지 저하를 동반하는 군이 더 낮은 학력을 보

였는데, 이는 저학력이 낮은 인지적 보존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우울증에서 동반되는 인지 저하에서도 더 취약한 것으

로 볼 수 있다.37) 고용 상태의 경우도 주관적 인지 저하를 동

반한 우울증인 경우에 실업인 경우가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

는 우울증의 인지 기능이 고용상태와 상당히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일치하지만 둘 사이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38)

주관적 인지 저하를 동반한 우울증군은 대조군에 비해 

인지 영역을 제외한 우울에서도 더 심한 우울을 보였고 우

울증군 전체에서 인지 저하와 인지 영역을 제외한 우울 사

이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우울의 

심각도와 인지 저하의 관계는 연구마다 논란이 있었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우울의 심각도가 인지 저하와 관련이 있다는 

Lee 등39)의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주관적 인지 저하

가 있는 우울증 군은 대조군에 비해 자살 사고를 더 높게 보

고 했으나 나이, 결혼 상태, 교육 수준, 고용을 보존 했을 때

는 두 군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나이, 결혼 상태, 교

육 수준, 고용 모두 자살 사고의 위험 요인이기에40,41) 이러

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우울증군 전체에

서 주관적 인지 저하와 자살사고에 대한 상관 분석에서 둘 

사이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는 자살사고와 손상된 인

지 수행이 관련 있다는 이전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42)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f quality of life in depression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1.089 0.045 24.028 ＜0.001
Age -0.003 0.001 -0.243  -5.346 ＜0.001
Depressive symptom without cognition -0.011 0.002 -0.200  -4.518 ＜0.001
Subjective cognitive decline -0.018 0.005 -0.178  -4.016 ＜0.001
Income  0.000 0.000  0.146   3.167    0.002
Employment  0.038 0.015  0.110   2.460    0.014
Marital status, sex, education were adjusted. R2=0.228, Adjusted R2=0.218, p＜0.001

Table 3. Bivariate correlations between subjective cognition & psychological characteristic

Correlation Quality of life Depressive symptom without cognition Suicidal idea Subjective cognitive decline
Subjective cognitive decline 

Pearson correlation -0.236*  0.108†  0.182* 1
Significance (2-tailed) 0.000 0.028 0.000
No. 415 415 415 415

*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Quality of life is EQ-
5D index. Depressive symptom without cognition is PHQ-9 score exclude item-7,8. Suicidal idea is PHQ-9 item 9 score. Subjective 
cognitive decline is sum of PHQ-9 item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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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던 삶의 질은 인지 저

하를 동반한 우울증 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불량했으며 인지 

저하는 우울증군 전체에서 삶의 질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

다. 이전 연구들은 인지 저하와 삶의 질,43) 우울증과 삶의 질7) 

각각에 대해서 수행되었지만 우울증에서 인지 저하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고 본 연구는 우울증에서 인

지 저하가 심할수록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입증했다. 

인지 영역인 집중, 집행 기능, 학습능력은 이전 연구들에서 

정신사회적 기능과 관련이 있었고 우울증에서 인지 저하와 

낮은 정신사회적 기능은 우울 영역과 별개로 작용했다.20) 이

를 종합할 때 우울증의 결과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우울 

증상뿐만 아니라 인지 저하를 조정하는 것 또한 중요함을 

시사한다.

우울증에서의 인지 저하는 현재까지는 치료의 중점에서 

벗어나 있었고 약물 연구는 modafinil을 이용하여 제한된 

성과만을 나타낸 것 외에는 없었다.44) 추후 연구들은 우울

증에서 인지 저하와 관련되었다고 알려진 신경생물학적 부

위를 확인하고 이에 관련된 약물학적, 정신사회적 치료를 밝

혀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생각해 볼 때 주관

적 인지 저하는 환자의 삶의 질과 자살을 포함한 여러 우울 

특성들에 영향을 미치므로 임상의는 이에 대해 면밀히 평가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울증 환자에서 주관적 인지 저하에 

대한 평가를 하여 이에 대한 개입을 더 강화하는 것이 중요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번째로 본 연

구는 단면연구로 우울증에서의 주관적 인지저하를 동반한 

군의 특성, 삶의 질에 대한 인과관계가 아닌 관련성에 대한 

정보만 제공한다. 두번째로 제 7기 국민건강영양 조사 자료

에는 우울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척도이지만 자가보고 척도

였다는 점과 주관적 인지 저하,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인지에 대한 표준화된 척도를 이용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

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인구 특성과 관련하여 신

뢰성 있는 표본 자료를 이용하여 주관적 인지 저하가 있는 

우울증 군의 정신건강 특성 및 우울증에서의 주관적 인지 

저하와 삶의 질을 분석한 것은 의의가 있다고 불 수 있다. 

세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인지 저하를 평가하기 위해 

PHQ-9에서 항목 7,8을 분리하여 사용했다. 선행 연구에서

도 우울증의 인지 특성 평가를 위해 같은 항목을 이용한 예

가 있으나, 이 내용만으로 인지 특성을 대표하기에는 타당

도와 신뢰도가 부족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27) 후속 연

구에서는 주관적 인지저하를 평가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

도가 검증된 평가 도구가 포함된다면 더 정확한 평가가 가

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네번째로 주관적 인지 저하는 평가 

했지만 객관적인 인지 저하를 평가하지 못했다. 주관적 인

지 저하와 객관적 인지 저하 사이에는 연관성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연구45)와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46) 둘 다 공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성을 평가하기에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

다. 그럼에도 주관적인 인지 평가는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

으며 추후 연구에서는 객관적, 주관적 인지 평가가 모두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 성인에서 주관적 인지 저하를 동반한 우울증은 동반

하지 않은 우울증에 비해 삶의 질이 좋지 않았고 인지 영역

을 제외한 우울의 심각도가 높았으며 자살사고가 심했다. 주

관적 인지 저하는 삶의 질, 자살사고, 우울의 심각도를 더 악

화시킨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울증에서 인지 저하를 동반할 

때 예후가 더 나빠질 수 있으므로, 치료 초기 단계에서 우울

증에서 동반되는 인지 저하를 평가하고 동반되는 특성을 고

려하여 이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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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연구목적

국내의 성인을 대상으로 주관적 인지 저하를 동반한 우울증에서 삶의 질, 우울의 심각도, 자살 관련 특성, 주

관적 건강 상태 및 스트레스 인지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였다.

방  법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7기 자료를 이용하여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PHQ-9)에서 10점 이상인 인구 

4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관적 인지 저하 유무에 따라 두 군의 특성 차이를 비교했다. 주관적 인지 저하와 

삶의 질, 우울, 자살사고의 상관성을 보기 위해 상관분석 및 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결  과

주관적 인지 저하를 동반한 우울증 집단이 삶의 질과 주관적 건강이 더 좋지 않았고 우울의 심각도가 심했

다. 주관적 인지 저하와 삶의 질은 음의 상관관계, 자살사고와 우울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회귀 분석을 통

해 주관적 인지 저하가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결  론

주관적 인지 저하를 동반한 우울증은 삶의 질을 저해하고 우울의 심각도가 심하며 삶의 질, 자살사고 및 우

울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심 단어：우울증·인지 저하·Patient Health Questionnaire-9·삶의 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