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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We have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suicidal ideation and some very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symptoms of depression and anxiety in Korean employees.
Methods : During the period 2013 through 2014, 100,793 employees who visited the Health Screening
Center were asked to complete questionnaires, including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y-Depression
scale (CSE-D), the Beck Anxiety Inventory (BAI) and the presence of suicidal ideation. We attempted to
determine which specific subscale, of each the CES-D and BAI would be more closely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by different gender and age by logistic regression.
Results : Depression has been found to be a more prevalent and predominant factor in suicidal ideation,
when compared to the presence of the condition of anxiety. Of four subscales of CES-D, issues arising from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ere most often associated with suicidal ideation, regardless of the chronologic
age or gender of the subject. In BAI, cognitive anxiety showed a more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suicidal
ideation than did somatic anxiety in our study participants, showing same pattern in different gender and
age groups.
Conclusions : Among subscales of CES-D and BAI,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CES-D and cognitive anxiety in BAI showed a higher and more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suicidal ideation in Korean employees. (Anxiety and Mood 2017;13(2):148-155)
KEY WORDS : Depression·Anxiety·Employees·Suicidal ideation.

서

론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 또한 서울의 한 정신 건강 센터에서
시행된 연구에서 우울 증상 및 주요 우울장애가 삶의 질 저하

현대의 직장인들은 대략 하루의 1/3정도를 직장 내에서 보

뿐만 아니라, 직무 일수 증가의 원인 일 수 있음을 보고했다.4

내게 된다. 따라서 직무 스트레스가 업무의 성과는 물론 개인

주요 우울장애는 자살과 가장 흔히 관련된 장애이며, 우울

의 삶의 질에 까지 전반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증을 앓는 사람들은 일반인구보다 25배나 자살 위험이 높다

1

보고되고 있다. 또한, 직무 스트레스는 우울증상을 야기시킨
2

다고 보고되었으며, 직무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이 불안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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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알려져 왔다.5 또한 단면조사연구와 임상 연구 모두에서,
불안장애가 자살 행동 증가와 연관이 되어있다고 일관되게 보
고되었다.6 이렇듯, 우울증과 불안장애는 자살을 증가시키며,
직장인들의 우울과 불안증상도 역시 자살사고 및 자살 행동
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우울이나 불안의 증상은 매우 다양하며 우울장애나 불안
장애는 단일한 질환이 아니라 기술진단체계에 의해 범주화
될 뿐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7 따라서 우울이나 불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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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는 척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증상을 세부적으로 구

하였으므로 서면동의서 취득은 연구과정에서 면제되었다.

분하고 있다. 실제로 우울증 연구에서 널리 쓰이는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y-Depression scale(CES-D)의 경우
우울증상을 우울한 정동, 신체 증상, 대인관계 요인, 긍정감
8

측정방법
자살 사고는 국민 건강 영양 조사의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

저하의 4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으며 불안장애 연구에서

문항을 사용하였고, 참가자들은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

많이 사용되는 Beck Anxiety Inventory(BAI)는 불안증상

였다.14

9

을 인지적 불안과 신체적 불안으로 나누고 있다.

우울 증상은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 척도(CES-D)를 사

하지만 이러한 우울과 불안의 다양한 특성들 중 실제로 자

용하였다. CES-D는 자기 보고식 설문지로서 일반 성인이 경

살사고 및 행동과 연관된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선 잘 알려

험하고 있는 우울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의 우울과 불안의

있는 우울 선별검사 중 하나로 고안된 것이다.15 CES-D는 총

어떤 측면이 자살사고와 연관이 되어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2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마다 0~3점까지 점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서 자살사고와 우울·불안의 어떤 측면

수를 매기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심한 것을 나타

이 연관되어 있는가를 탐색 하였다. 본 연구에서 결과 도출

낸다. 본문에서 Cho와 Kim이 제시한 바에 따라, CES-D가

이전의 주요 가설은 다음과 같았다. 주요우울증을 가진 암환

21점 이상일 경우에 임상적으로 유의한 우울증상으로 보인

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별의 차이에 따라 자살사고

다고 정의하였다.16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우울증

가 달라진 다는 보고가 있었고,10 일반 인구의 남성에서 여성

의 세부특성을 CES-D의 문항별 분류에 따라, 우울한 정동,

보다 자살로 인한 사망이 더 많다. 그러나, 일반 인구 여성은

신체적 증상, 대인관계, 긍정적 감정으로 4가지 유형으로 나

남성보다 더 빈번하게 자살시도가 행해졌으므로, 자살사고가

누어 분석하였다.8

11

여성에서 더 많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또한, 자살사고는 연
12

불안증상은 벡 불안 척도(BAI)를 사용하였다. BAI는 자가

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

보고식 설문지로써 Beck 등(1988)이 개인의 불안을 평가하

도 직장인의 자살사고와 연관된 우울과 불안의 특정 요인은

기 위해 개발된 척도이며, 총 21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역시 성별 및 나이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각 항목마다 0~3점까지 점수가 매겨졌으며, 불안 증상이 있

본 연구에서 우울과 불안의 어떤 특징이 직장인의 자살생

다고 정의되는 10~16점까지는 경도, 17~29점은 중등도, 30점

각과 연관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면, 자살사고를 직접 호소하

이상은 중증으로 평가하였다.17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불안증상

지 않는 경우라도 우울과 불안증상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기

을 인지적 불안과 신체적 불안 2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

반으로 임상현장에서 자살위험성을 조기에 평가하여 예방할

하였다.9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2009년부터 발매한 SPSS Inc. PASW sta-

대상 및 방법

tistics for Windows, Version 18.0. Chicago를 사용하여 분
연구대상

석하였다. 참가자들을 자살사고가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으

2013년도부터 2014년도 까지 2년간 강북삼성병원 종합 및

로 나누어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임상적 특성에 대해서는

예방 검진센터를 방문한 만 18세 이상 86세 이하의 남녀를 대

독립 표본 t-검정과 카이 제곱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상으로 정보제공에 동의한 수검자 144,144명을 조사 대상으로

이 후 각각의 우울, 불안, 직무 스트레스의 하위 항목을 독립

하였으며 대기업 사무직 또는 생산직 근로자이다. 이 중 자살

변수로, 자살사고를 종속 변수로 하여, 독립 t-검정과 카이

사고 문항에 대답하지 않은 7,018명과 CES-D항목에 응답하

제곱 검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보정하여, 각각의

지 않은 4,982명, BAI에 응답하지 않은 2,394명은 제외하여,

우울, 불안, 직무 스트레스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

총 100,793이 본 연구에 참가하였다.

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해당 자살사고가 없는 군

그리고 한국 산업 안정 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한

에 비해, 자살사고가 있는 군에서의 odds ratio(OR)값과 95%

수검자의 건강검진 자료가 연 2회 이상 있는 경우에는 최초

confidence interval(95% CI)를 구하였고, 모든 통계량은 p＜

13

1회의 정신건강평가 문진자료를 채택하였다. 본 연구는 강

0.05를 유의 수준으로 하였다.

북 삼성 병원의 임상시험 심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
었으며 참가자들의 익명화된 정보만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
Anxiety and Mood █ Volume 13, No 2 █ October, 2017

149

직장인의 자살생각과 우울 및 불안특성의 관계

결

과

한 사람들은 8,691명이었다. 자살사고가 존재하는 그룹이 비
자살사고 그룹에 비해 다소 어렸고(positive SI : 39.13±8.03 ;

연구 대상자 전체의 인구사회학적 및 임상적 특성

Negative SI : 39.93±7.73, p＜0.005), 비자살사고 그룹에서

연구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9.86±7.79세였고, 남성은

결혼을 한 경우가 자살사고 그룹의 참가자들보다 높게 관찰

70.4%(70,930명) 여성은 29.6%(29,863명)을 차지했다. BMI는

되었다(positive SI : 78.7% ; Negative SI : 85.3%, p＜0.05).

정상 범위(18.5에서 22.9사이)가 39.8%(40,130명)으로 가장 많

자살사고가 존재하는 응답자들은 비자살사고 대상자들에 비

았으며 83.3%(83,949명)가 기혼이었다. 응답자의 4.2%(4,248명)

해 BMI가 낮았고(positive SI : 23.08±3.38 ; Negative SI :

는 당뇨병을 진단받았으며, 0.4%(674명)는 뇌졸중을, 9.1%

23.65±3.19, p＜0.005),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9135명)는 고혈압을 진단받았다. 항우울제 복용이 자살사고

있었다. 자살사고가 존재하는 그룹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비

유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 연구 응답자들이 항우

자살사고 군의 남성비율보다 낮았다(Negative SI of male :

울제를 복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참가자들 중

72.3% ; positive SI for male : 50.2%, p＜0.05).

0.3%(298명)가 항우울제를 현재 복용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자살사고가 존재하는 그룹에서, 당뇨, 심혈관 질환

우울을 측정하는 CES-D의 참가자들의 평균은 6.95±7.18점

의 비율은 비자살사고 그룹과 비슷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

이었으며, 불안을 측정하는 BAI의 평균은 5.13±6.14점, 직무

한 차이가 없었다(DM for positive SI : 4.3%, DM for nega-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KOSS는 40.35±10.29점이었다.

tive SI : 4.2%, p＞0.05 ; Heart disease for positive SI : 0.8%,
Heart disease for negative SI : 0.7%, p＞0.05). 뇌졸증 과거력

자살사고가 존재하는 집단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임상적 특성

은 자살사고 그룹에서(positive SI : 0.5%, negative SI : 0.3%,
p＜0.001), 고혈압은 자살사고가 없는 그룹에서 더 많이 존재

연구에 참여한 100,793명 가운데, 자살사고가 있다고 응답

하였다(HTN for positive SI : 8.4%, HTN for negative SI :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with or without suicidal ideation

Age

Total participants
20≥

Sex

N(%) or mean±SD

With SI

Without SI

39.13±8.03*

39.93±7.73*

655 (12.1)*

4738 (87.9)*

4250 (9.3)*

41633 (90.7)*

40-49

2735 (7.2)*

35492 (92.8)*

≥50

8619 (8.6)*

92174 (91.4)*

Male

4330 (50.2)*

66600 (72.3)*

4289 (49.8)*

25574 (27.7)*

Female

23.08±3.38*

23.65±3.19*

Unmarried

1471 (17.4)*

12057 (13.3)*

Married

6657 (78.7)*

77292 (85.3)*

79 (0.9)*

166 (0.2)*

Separated

DM

Participants (N=92,174)

N(%) or mean±SD

30-39

BMI
Marital status, married

Participants (N=8,691)

Divorced

179 (2.1)*

710 (0.8)*

Widowed

71 (0.8)*

396 (0.4)*

374 (4.3)

3874 (4.2)

Stroke

43 (0.5)*

315 (0.3)*

Heart disease

71 (0.8)

603 (0.7)

HTN

723 (8.4)*

8412 (9.1)*

Antidepressant, taken in present

122 (1.4)*

176 (0.2)*

15.92±10.63*

6.11±6.13*

CES-D
BAI

11.79±4.51*

4.51±5.37*

KOSS

45.68±10.69*

39.86±10.11*

Tiles with *indicates p＜0.05, suggest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between two groups. Abbreviation for SI : Suicidal ideation, BMI :
Body mass index, DM : Diabetes mellitus, HTN : hypertension, KOSS :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150

Anxiety and Mood █ Volume 13, No 2 █ October, 2017

박주연 등

9.1%, p＜0.05). 다른 인구학적 요소들이 자살사고 유무에 따

Confidence interval : 1.855-1.930)]이 자살사고와 가장 관련

라 큰 차이가 없었던 것과 달리, 자살사고가 있는 그룹에서의

이 있었고, 긍정감 요인[Unadjusted odds ratio : 0.867(95%

항우울제 복용력이 비자살사고 군보다 더 많았다(positive SI :

confidence interval : 0.859-0.876)]은 자살사고와 음의 상관

1.4%, Negative SI : 0.2%, p＜0.001). 자살사고가 존재하는 그

관계를 보였다. 변수를 보정한 Model 1과 Model 2에서도 대

룹에서의 참가자들은 우울(CES-D for positive SI : 15.92±

인관계가 가장 자살사고와 연관 있었으며, 긍정감 요인이 자

10.63, negative SI : 6.11±6.13, p＜0.001), 불안(BAI for pos-

살사고와 음의 연관성을 지녔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itive SI : 11.79±4.51, negative SI : 4.51±5.37, p＜0.001), 직

이가 있었다.

무스트레스(KOSS for positive SI : 45.68±10.69, negative SI :

인지적 불안과 신체적 불안으로 불안을 하부 2가지 요인으

39.81±10.37, p＜0.001) 총점이 비 자살사고 그룹에서보다 높

로 나누었을 경우, 인지적 불안이[Unadjusted odds ratio :

게 측정되었다(Table 1).

324(95% confidence interval : 1.315-1.332)] 신체적 불안
[Unadjusted odds ratio : 1.206(95% confidence interval :

우울 및 불안과 자살사고와의 연관성
본 연구에서, 로지스틱 회기 분석으로 직장인들의 우울과
불안, 자살사고의 연관성을 알아보았다. 단변량 변수에서 유

1.200-1.212)]보다 자살사고와 더 연관되어 있었고, 변수를
보정한 Model 1과 Model 2에서도 인지적 불안과 신체적 불
안 순으로 자살사고와 연관이 있었다(Table 2).

의미하였던 성별, BMI, 연령, 동반질환(뇌졸증 병력, 고혈압),
결혼상태, 항우울제 복용력을 다변량 모델을 사용하여 보정
한, odds ratio(OR)과 95% 신뢰구간을 구하였다.

성별에 따른 우울, 불안과 자살사고의 연관성
성별 차이에 따라 우울과 불안이 자살사고와 연관되어 있

변수를 보정하지 않은 우울·불안·자살사고와 연관성 모델

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울의 하부 4개 스케일과 불안의 하부

에서는, 우울이 불안보다 자살사고가 관련이 깊었다[Depres-

2가지 스케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변수를 보정하지 않은 상

sion for unadjusted OR : 1.141(95% confidence interval :

태에서 CES-D로 측정한 우울의 경우, 모든 4가지 하부 스케

1.138-1.145) ; Anxiety for unadjusted OR : 1.139(95% con-

일에서 여성보다 남성에서 자살사고와 더 연관이 있었다. 우

fidence interval : 1.135-1.142)]이었다. 이 후, 성별, 나이,

울의 하부 4개의 요인 중 하나인 대인관계 요인이 남녀 모두

BMI를 보정한 Model 1에서 우울, 불안이 자살사고와 연관되

자살사고와 가장 연관이 있었고[Unadjusted odds ratio for

었다[Model 1 adjusted odds ratio for depression : 1.136

female : 1.736(95% confidence interval : 1.686-1.788), un-

(95% confidence interval : 1.133-1.139)]. 또한 당뇨, 뇌졸증

adjusted odds ratio for male : 1.960(95% confidence inter-

등 기질적 질병과, 흡연 여부, 항우울제 복용 여부, 결혼 여부

val : 1.906-2.015)],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등을 보정한 Model 2에서도 우울, 불안의 순서로 유의하게

또한, 긍정감 요인은 남녀 모두에서 자살사고와 음의 상관

자살사고와 연관이 있었으며 이 두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

관계를 가졌으며,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Unad-

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 후, 우울을 하부 4가지 요인으로 나

justed odds ratio for female : 0.823(95% confidence inter-

누어, 우울한 정동, 신체증상, 대인관계, 긍정감 요인으로 나누

val : 0.810-0.837), unadjusted odds ratio for male : 0.881

었을 때, 대인관계 요인[Unadjusted odds ratio : 1.892(95%

(95% confidence interval : 0.868-0.879)]. 그 외 하부 스케

Table 2. Association between each subscale of depression and anxiety with suicidal ideation
Unadjusted

Model 1

Model 2

OR (95% CI)

AOR (95% CI)

AOR (95% CI)

Depression (CES-D)

1.141 (1.138-1.145)*

1.136 (1.133-1.139)*

1.134 (1.131-1.137)*

Depressive affect

1.352 (1.344-1.360)*

1.337 (1.329-1.345)*

1.339 (1.330-1.347)*

Somatic symptom

1.356 (1.347-1.365)*

1.329 (1.329-1.347)*

1.337 (1.328-1.347)*

Interpersonal relations

1.892 (1.855-1.930)*

1.851 (1.814-1.890)*

1.854 (1.814-1.895)*

Positive affect

0.867 (0.859-0.876)*

0.885 (0.846-0.865)*

0.854 (0.844-0.863)*

Anxiety (BAI)

1.139 (1.135-1.142)*

1.132 (1.129-1.136)*

1.131 (1.128-1.135)*

Somatic anxiety

1.206 (1.200-1.212)*

1.194 (1.188-1.200)*

1.193 (1.187-1.199)*

Cognitive anxiety

1.324 (1.315-1.332)*

1.311 (1.302-1.319)*

1.311 (1.302-1.320)*

Values are presented as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 : p＜0.05. Abbreviation for OR : odds ratio, AOR : Adjusted odds
ratio ; model 1 is adjusted for age, BMI, sex : model 2 was adjusted for marital status, comorbidity (stroke, hypertension), smoking
history, whether the participants take antidepressant at the present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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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자살생각과 우울 및 불안특성의 관계

일은 여성에게서는 대인관계, 신체적 증상, 우울한 정동, 긍정

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대인관계 요인이 자살

감 요인으로, 남성의 경우에는 대인관계, 우울한 정동, 신체적

사고와 가장 연관이 되어있었고, 긍정감 요인이 자살사고와

증상, 긍정감 요인이 자살사고와 연관이 있었고, 이 모든 것은

음의 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3).

수를 보정한 Model 1과 Model 2에서도 같은 경향성을 보였

이후 나이와 BMI를 보정한 Model 1과 그 외 동반 질환,

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우울한 정동과 신체 증상 요인의

흡연 여부, 현재 항우울제 복용력을 보정한 Model 2에서도

경우에는 연령별에 따라 자살 사고와 연관성이 다르게 나타

상기 패턴이 유지되었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

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le 4). BAI로 측정한 불안의 경우에는 변수를 보정하지 않

불안의 경우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변수를 보정하지 않았을

은 경우에,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인지적 불안[Unadjusted

경우에 인지적 불안이 신체적 불안보다 자살사고와 연관이 있

odds ratio for female : 1.290(95% confidence interval :

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변수를 보정한 Model 1

1.278-1.302), unadjusted odds ratio for male : 1.327(95%

과 Model 2에서도 상기 패턴은 유지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

confidence interval : 1.316-1.339)]이 신체적 불안[Unad-

의하였다(Table 4).

justed odds ratio for female : 1.187(95% confidence inter-

고

val : 1.179-1.196), unadjusted odds ratio for male : 1.201

찰

(95% confidence interval : 1.193-1.209)]보다 자살사고와 연
관성이 높았다.

현대 사회의 전문화 및 다원화로 인해 스트레스는 현대인

또한, 변수를 보정한 Model 1과 Model 2에서도 남성과 여

의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며, 특히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성 모두 인지적 불안이 신체적 불안보다 자살사고와 연관성

많이 받고, 이는 근로자들의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

이 높았고,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불안의 2가지 하부 스케일

고 있다.18 직장인에게 직무 스트레스는 근로자들에게 우울증

에서 자살사고와 연관성이 더 높으며,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을 야기하고, 불안성향을 증가시킨다. 또한, 우울증과 불안장

유의하였다.

애는 자살사고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우울증은 자살 시도
를 증가시킨다.19 네델란드에서 2년간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행

연령별에 따른 우울, 불안과 자살사고와의 연관성

한 연구에서, 불안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살사고가 더 높다

연령별에 따라 어떤 측면의 우울과 불안이 자살사고와 관

고 보고된바 있고, 불안장애와 기분 장애가 동반되었을 경우

련되어 있는지 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평가하

에는 기분 장애만 있는 경우보다 자살사고의 위험이 더 높아

였다. 우울을 하부 4가지 스케일로 나누었을 때, 변수를 보정

진다고 보고되었다.20

Table 3. Association between each subscale of depression and anxiety with suicidal ideation by different gender
unadjusted

Model 1

Model 2

OR (95% CI)

AOR (95% CI)

AOR (95% CI)

Female

1.294(1.284-1.305)*

1.294 (1.284-1.305)*

1.292 (1.280-1.304)*

Male

1.380 (1.369-1.392)*

1.381 (1.369-1.393)*

1.382 (1.370-1.395)*

Female

1.306 (1.293-1.318)*

1.306 (1.293-1.318)*

1.296 (1.283-1.310)*

Male

1.368 (1.355-1.380)*

1.369 (1.356-1.382)*

1.366 (1.353-1.380)*

Female

1.736 (1.686-1.788)*

1.734 (1.683-1.786)*

1.716 (1.331-1.772)*

Male

1.960 (1.906-2.015)*

1.963 (1.910-2.019)*

1.956 (1.899-2.014)*

Female

0.823 (0.810-0.837)*

0.822 (0.809-0.836)*

0.827 (0.811-0.843)*

Male

0.881 (0.868-0.879)*

0.879 (0.867-0.892)*

0.886 (0.872-0.900)*

female

1.187 (1.179-1.196)*

1.186 (1.178-1.195)*

1.178 (1.169-1.187)*

male

1.201 (1.193-1.209)*

1.201 (1.193-1.209)*

1.200 (1.191-1.208)*

female

1.290 (1.278-1.302)*

1.290 (1.278-1.302)*

1.288 (1.274-1.301)*

male

1.327 (1.316-1.339)*

1.329 (1.317-1.340)*

1.328 (1.316-1.340)*

Depression (CES-D)
Depressive affect
Somatic symptom
Interpersonal relations
Positive affect
Anxiety (BAI)
Somatic anxiety
Cognitive anxiety

Values are presented as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 : p＜0.05. Abbreviation for OR : odds ratio, AOR : Adjusted odds
ratio, model 1 is adjusted for age and BMI ; model 2 was adjusted for marital status, comorbidity (stroke, hypertension), smoking
history, whether the participants take antidepressant at the present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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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등
Table 4. Association between each subscale of depression and anxiety with suicidal ideation by different age
Unadjusted

Model 1

Model 2

OR (95% CI)

AOR (95% CI)

AOR (95% CI)

20≥

1.324 (1.297-1.352)*

1.303 (1.276-1.331)*

1.304 (1.276-1.333)*

30-39

1.343 (1.331-1.354)*

1.329 (1.318-1.340)*

1.330 (1.319-1.342)*

40-49

1.363 (1.348-1.377)*

1.350 (1.336-1.365)*

1.347 (1.333-1.362)*

≥50

1.377 (1.352-1.404)*

1.365 (1.339-1.391)*

1.363 (1.337-1.390)*

20≥

1.331 (1.300-1.363)*

1.307 (1.276-1.339)*

1.305 (1.274-1.338)*

30-39

1.341 (1.329-1.354)*

1.324 (1.311-1.336)*

1.320 (1.307-1.333)*

40-49

1.368 (1.352-1.384)*

1.356 (1.340-1.372)*

1.352 (1.336-1.369)*

≥50

1.404 (1.374-1.435)*

1.387 (1.357-1.418)*

1.383 (1.352-1.414)*

20≥

1.816 (1.701-1.939)*

1.726 (1.614-1.846)*

1.710 (1.597-1.831)*

30-39

1.905 (1.853-1.959)*

1.859 (1.807-1.913)*

1.840 (1.787-1.849)*

40-49

1.888 (1.820-1.958)*

1.889 (1.820-1.960)*

1.880 (1.810-1.952)*

≥50

1.787 (1.671-1.912)*

1.808 (1.689-1.936)*

1.796 (1.674-1.927)*

20≥

0.779 (0.747-0.814)*

0.769 (0.735-0.805)*

0.734 (0.734-0.804)*

30-39

0.855 (0.842-0.868)*

0.848 (0.834-0.861)*

0.834 (0.834-0.862)*

40-49

0.871 (0.856-0.886)*

0.860 (0.845-0.875)*

0.846 (0.846-0.878)*

≥50

0.901 (0.876-0.927)*

0.904 (0.878-0.931)*

0.877 (0.877-0.931)*

20≥

1.194 (1.174-1.215)*

1.175 (1.155-1.196)*

1.175 (1.155-1.196)*

30-39

1.205 (1.197-1.214)*

1.194 (1.186-1.203)*

1.192 (1.183-1.201)*

40-49

1.204 (1.194-1.215)*

1.198 (1.188-1.208)*

1.196 (1.186-1.207)*

≥50

1.209 (1.192-1.226)*

1.197 (1.180-1.215)*

1.192 (1.175-1.210)*

20≥

1.307 (1.278-1.338)*

1.283 (1.253-1.313)*

1.279 (1.249-1.310)*

30-39

1.314 (1.303-1.326)*

1.300 (1.288-1.311)*

1.299 (1.287-1.311)*

40-49

1.327 (1.312-1.342)*

1.324 (1.309-1.339)*

1.322 (1.307-1.338)*

≥50

1.358 (1.331-1.386)*

1.347 (1.320-1.375)*

1.344 (1.316-1.372)*

Age (years)
Depression (CES-D)

Depressed affect

Somatic symptom

Interpersonal relations

Positive affect

Anxiety (BAI)

Somatic anxiety

Cognitive anxiety

Values are presented as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 : p＜0.05. Abbreviation for OR : odds ratio, AOR : Adjusted odds
ratio ; model 1 is adjusted for sex and BMI ; model 2 was adjusted for marital status, comorbidity (diabetes mellitus, stroke, hypertension, heart disease history), smoking history, whether the participants take antidepressant at the present state

현재까지 일반인은 대상으로 한 우울과 불안이 자살사고

달라도 차이가 없었다. 우울의 하부 요인 중 대인관계 요인이

를 증가시킨다는 연구는 많으나,14,16 우울과 불안의 어떤 측면

남녀와 모든 연령대에서 자살사고와 가장 높은 연관성을 보였

이 자살사고와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

고, 긍정감 요인이 남녀 모두에서 자살사고와 음의 연관성을

구는, 대기업 사무직 및 생산직에 종사하는 직장인 건강검진

보였다. 불안의 경우에도 남녀 모두 및 모든 연령별에서 인지

수검자 100,703명을 대상으로, 우울과 불안의 특정 요인과

적 불안이 신체적 불안보다 자살사고와 더 높은 연관성을 보

자살사고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CES-D,

였다.

BAI를 통해 측정한 우울, 불안과 자살사고의 연관성에서는,

즉,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우울과 불안의 특정 요인이 자살

우울이 불안보다 자살사고와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또한, 우

사고와 연관성이 달라질 것이라고 추측한 본 연구의 가정과

울의 하부 4가지 요인 중에서는 대인관계가 가장 자살사고와

다르게, 남녀와 모든 연령대에서, 우울의 하부 4가지 요인 중

연관이 높았고, 긍정감 요인은 자살사고의 보호요인으로 작용

대인관계 요인과 불안 2가지 하부 요인 중 인지적 요인이 자살

하였다. 불안의 하부 2가지 스케일 중, 인지적 불안이 신체적

사고와 가장 높게 연관되었다. 이는 이전 연구에서도 반복되

불안보다 자살사고와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직장인을 대상으

었듯이, 대인관계 요인은 직장인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

로 한 이전 연구에서 여러 스트레스 요인 중 대인관계에서 얻

었기 때문이었으며,7 긍정감 요인은 자살사고의 보호요인으로

는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7 본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연구에서도 직장인의 우울의 하부요인 중 대인관계 요인이 자
살사고와 가장 관련성이 높다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직장인의 우울, 불안과 자살사고의 연관성은 성별과 연령이
Anxiety and Mood █ Volume 13, No 2 █ October, 2017

Beck의 자살에 관한 인지적 모델에서, 자살 스키마가 활성
화 되면, 불안은 자살에 대한 고정적 주의적 표현으로 작용할
수 있고, 절망감과 상호작용하여 자살 위험을 증가시킨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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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또한, Fawcett은 급성 자살 위험을 결정 짓는 요인으로 불안/
22,23

초조를 꼽았다.

론

뿐만 아니라 불안의 특정 인지적 위험 요

소가 절망과 함께 동반되었을 경우, 이는 심리적 고통을 피하

우울과 불안 중 우울이 자살사고와 더 유의하게 연관되어

라는 충동을 높여 자살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되고 있

있었고, 이러한 결과는 다른 성별과 다른 연령군에서도 유의

24-26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인지적 불안이 신체적 불안보다 자

미하게 같은 패턴을 보였다. 또한, 우울의 4가지 하부 요인 중,

살사고와 더 높은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이로 인한 것

대인관계가 직장인들에게서 자살사고와 가장 높은 관련성을

임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지녔고, 불안의 경우에는 2가지 하부 요인 중 인지적 불안이

다.

본 연구는 우울과 불안의 하부 영역과 자살사고 사이의 연

신체적 불안보다 자살사고와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남성과

관성에 대해 분석한, 우리가 아는 한 첫 번째 연구이며, 우울

여성을 비교하였을 때,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도 우울의 하부

과 불안의 특정 요인과 자살사고와의 관계를 조사한 가장 대

요인 중에서는 대인관계가, 불안의 하부 요인 중에서는 인지

규모(100,793명) 연구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

적 불안이 자살사고와 더 높은 연관성을 지녔고, 연령별에서

고 있다. 첫 번째로, 본 연구는 단면적인 관찰 연구로서 연구

도 상기 패턴은 유지되었다. 즉, 한국 직장인에서 대인관계로

결과의 인과관계를 알 수 없었다. 참가자들이 겪고 있는 자살

인한 우울과, 인지적 불안이 자살사고와 높은 연관성을 지님

사고가 우울이나 불안으로 유발되었는가에 대한 정확한 인과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염두에 둔다면 자살사고를

관계를 알 수 없고, 특히 우울 항목에서의 대인관계 항목과 직

직접적으로 호소하지 않더라도 우울 및 불안증상을 가진 직

무 스트레스의 대인관계 항목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확인할

장인들에게서 자살사고의 고 위험군을 선별하여 예방적 개입

수 없었다. 우울과 불안의 특정 요인과 자살사고와의 인과관

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계에 대한 치료적 효과 확인을 위해서는 전향적인 설계의 향
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우울과 불안, 자살사고는 본

중심 단어 : 우울·불안·한국인 직장인·자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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