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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revalence of psychiatric symptoms and determine predictors of emotional distress of military hospital surgical patients.
Methods : This study examined 104 orthopedic patients admitted to the Armed Forces Military Hospital September-November 2018. For the study, every subject completed self-assessment inventories regarding
depressive and anxiety symptoms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sleep problems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roblematic alcohol and tobacco use (Cut off, Annoyed, Guilty, Eye-opener screening), and
psychiatric history. We performed the Student’s t-test and the chi-square test for the collected data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of psychiatric symptoms, including emotional distres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risk factors related to emotional distress of hospitalized military personnel.
Results :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cio-demographic and psychiatric symptoms between
soldiers and officers. The prevalence of depressive and/or anxiety symptoms (emotional distress) was 21.2%
(n=21). In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psychiatric history [Adjusted Odds Ratio (AOR)=18.99 ; 95% Confidence Interval (CI)=1.42-253.57 ; p=0.026] and low military life satisfaction (AOR=15.67; 95% CI=1.46168.11 ; p=0.023) correlated with emotional distress.
Conclusion : Soldiers admitted to the military hospital showed similar prevalence of emotional distress
as those at general hospitals. Considering military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to detect and intervene
regarding soldiers with a psychiatric history and low military life satisfaction to promote mental health at
military hospitals. (Anxiety and Mood 2019;15(2):115-121)
KEY WORDS : Prevalence·Risk factor·Depressive symptom·Anxiety symptom·Emotional distress·
Sleep problem.

서

론

료의 경과가 만성적이고 나빠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따
라서 수술적 치료를 행하는 진료과에서 환자들의 정신건강

종합병원 입원환자에서 우울, 불안 등의 정신과적 증상은
1

흔하게 보고되고 있다. 특히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는 불
2

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입원환자
에서 정신과적 증상의 발생과 부정적 결과의 기전에 대해 연

안, 우울이 더 잘 나타나고 이러한 증상들이 동반될 경우 치

구5가 진행된 바 있지만 이러한 증상을 동반한 고위험군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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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선별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들은 다소 미비한 실정이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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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입원환자에 대한 우울 및 불안 등의 정신과적 증상에 대
한 위험요인들은 연구마다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7,8
군 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중증 질환의 빈도는 적으나 군 생
활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질환이 많고 대부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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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후 군에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야 한다. 따라서 치료

18-IRB-013).

및 재활의 과정에서 정서적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할 가능성
이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해외의 선행 연구들
을 보면 암과 같은 특정 질환을 가진 인구집단에서의 우울,
9,10

평가 및 측정도구
연구대상자들은 사회인구학적 정보 및 임상 정보, 군생활

불안증상 유병률 연구들 이 시행되었으며 종합병원 입원환

만족도 및 정신과적 증상들을 조사하는 자기보고 설문지를

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메타분석 연구에서 우울증의 유병률

작성하였다. 나이, 성별, 군 분류, 근무지, 교육수준, 정신과적

은 5~34%(평균 유병률 12%)로 보고되고 있다.11 2016년 국내

과거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12

에서 실시된 정신질환실태 조사 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주요

정신과적 증상으로 문제 음주 및 문제 흡연 행동과 수면

우울장애 평생 유병률은 5.0%, 불안장애는 9.3%로 나타났으

문제를 조사하였고 본 연구의 주 결과변수로서 우울 및 불안

며 일 대학병원에 입원한 만성질환자의 우울 증상의 유병률

증상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상 혹은 불안증상

은 31.7%로 보고되었다.13 하지만 국내에서 군 병원을 대상으

이 있는 대상자를 정서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먼

로 시행된 유병률 연구는 거의 없으며 정신과적 증상과 관련

저 흡연, 음주에 대해서 Cut off, Annoyed, Guilty, Eye-

된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opener(CAGE) screening을 이용한 문항들을 포함하여 흡

우리나라 국군의 경우 2014년 개정된 ‘군 보건의료에 관한

연과 음주에 대한 유병률 평가를 시행하였다. CAGE는 4개

법률’에 근거하여 2015년부터 매년 자가보고식 평가에 의한

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 이상의 문항에 해당할 경

14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조사는 대규모 전

우 문제 음주(problematic alcohol use)가 있는 것으로 평가

향적 연구를 통해 정신증상 유병률 및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할 수 있다.17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군 역학조사에서 사용하

자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완해나가기 위함이다. 이들

고 있는 조사도구로서 CAGE screening을 담배사용에 적용

중에서도 입원 치료 중인 군인의 경우 정신건강에 보다 취약

하여 문제 흡연을 정의하였다. 수면문제에 대한 조사도구는 피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정서문제의 유병률 및 그 위

츠버그 수면 질 지수(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

15

험요인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를 사용하였다. PSQI는 지난 한 달 동안의 수면의 질과 수면

본 연구에서는 군 병원에서 가장 많은 환자수를 차지하는

기간의 불편 정도를 측정하는 자가보고식 설문지로 수면의

정형외과 환자16를 대상으로 하여 우울 및 불안증상의 유병

질과 수면방해를 측정하는 효과적인 도구이다.18 총 19개 문

률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서 사회인구학적 정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21점 사이의 점수로 평가된다. 본

보 및 임상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에서는 군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8점 초과시 수면문제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19 우울, 불안증상의 평가는 14개

대상 및 방법

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병원 불안-우울척도(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HADS) 척도를 이용하였다.20 각 문항

연구설계 및 대상

은 0~3점으로 이루어졌으며 총점은 불안, 우울 각각 21점으

본 연구는 군 병원 정형외과계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우울

로 계산된다. 1999년에 국내에서 표준화 연구가 시행되었으며

및 불안증상 등 정신과적 증상의 유병률을 조사하고 이에 영

불안, 우울 항목 모두 절단점을 8점으로 하였을때 높은 민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단면적 관찰연구이며 기

도와 특이도를 보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8점을 절단점으로 하

존의 정신건강 역학연구에서 사용되는 설문조사 도구를 사

여 우울, 불안증상의 유무를 평가하였다.21

용하여 타 연구와의 비교분석을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군 생활 만족도 조사도 진행하였는데 개인이 군생활

연구대상자는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국군수도병원 정

을 통해 자신의 의무, 직무에 가지고 있는 태도를 측정하여

형외과에 입원한지 2주 이내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면

군 조직에서 개인의 욕망, 기대감 및 욕구가 충족된 정도를

담이 불가능하거나 1주일 이내 퇴원하는 환자들은 제외하였

관계, 업무, 의미, 환경의 범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22 본 연구

다. 실제 연구 수행기간 동안 모집된 인원은 120명이었고 이중

에서는 삶의 만족도에 관한 해외 선행연구23,24를 바탕으로 국

총 104명이 연구에 동의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연구대

내에서 수정개발된 군생활 만족도(military life satisfaction

상자들은 연구에 참여하기 전에 연구방법과 내용에 대해 설

scale, MLSS) 도구25를 이용하여 군생활 만족도를 측정하였

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다. 본 연구는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군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26

국군수도병원 소속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로부터 연구 승인을 받았다(IRB No. AF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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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목 등

통계 분석

우울 및 불안증상(정서문제) 유무와 정신과 과거력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정보, 임상정보 및 정신과적

대상자 특성 비교

증상은 병사와 간부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연속형 변수는

연구 대상자들의 우울, 불안 증상(정서문제) 및 정신과적 과

student’s t-test를 시행하였고 범주형 변수는 chi-suqare test

거력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임상특성 및 정신과적 증상을 비

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정서

Table 1. Demographics and medical history of participants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임상적 위험요인을 찾고

Soldier,

Officer,

자 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총 3가지 로지스틱 회귀모델

n (%)

n (%)

n (%)

67 (64.4)

37 (35.6)

104 (100.0)

을 수립하였으며 Model 1에서는 정서문제에 대한 각 요인의
위험도를 공변량 보정없이 살펴보았고, Model 2는 사회인구
학적 정보인 age, sex, military unit, location, education을
공변량으로 하여 adjusted Odds Ratio를 구하였다. 마지막으
로 정신과적 증상을 포함한 age, sex, military unit, location,
education, military life satisfaction, smoking problem, alcohol problem, sleep problem을 공변량으로 하여 adjusted
Odds Ratio를 구하였다. 유의수준은 p＜0.05로 하여,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Age (yr)

26.3±8

≤21

27 (40.3)

22-30

40 (59.7)
-

≥31

과

연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
연구대상자 104명 중 남성은 103명, 여성은 1명이었다. 평균

-

27 (26.0)

15 (40.5)

55 (52.9)

22 (59.5)

22 (21.2)

Gender
Male

66 (98.5)

Female

37 (100.0) 103 (99.0)

1 (1.5)

0 (0.0)

1 (1.0)

Army

52 (77.6)

33 (89.2)

84 (80.8)

Navy

10 (14.9)

3 (8.1)

13 (12.5)

5 (7.5)

1 (2.7)

6 (5.8)

7 (10.4)

6 (16.2)

13 (12.5)

Military unit

Air force

결

Total,

location
General outpost
Front area

35 (52.2)

17 (45.9)

52 (50.0)

Rear area

23 (34.3)

14 (37.8)

37 (35.6)

Education

연령은 26.3±8세로, 연령이 22~30세 사이의 대상자가 55명

≤High school (12 yr)

17 (25.4)

8 (21.6)

25 (24.0)

(52.9%)이었으며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이 78명(75.0%)이었다.

≥University (13 yr)

49 (73.1)

29 (78.4)

78 (75.0)

연구대상자중 병사는 67명(64.4%)이었고 육군이 84명(80.8%)
에 해당하였다. 전방 지역에 근무하는 인원이 52명(50.0%)이
었으며 이 중 정신과적 과거력이 있는 대상자는 6명(5.8%)이
었다. 또한 병사와 장교간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임상적 특성
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정신과적 증상 유병률

Previous psychiatric history
Yes
None

3 (4.5)

3 (8.1)

6 (5.8)

60 (89.6)

34 (91.9)

94 (90.4)

Values are expressed as “count (percentage)”
Table 2. Psychiatric problems of participants
Soldier,

Officer,

Total,

n (%)

n (%)

n (%)

15 (40.5)

43 (41.3)

22 (59.5)

61 (58.7)

Problematic tobacco use

문제 음주, 문제 흡연, 수면문제, 우울 및 불안 증상 중 한

Yes

28 (41.8)

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인 대상자는 65명(62.5%)이었으며 이

No

39 (58.2)

중 우울 혹은 불안 증상에 해당하는 정서문제를 갖고 있는
대상자는 22명(21.2%)이었다. 단일 증상중 가장 높은 이환율
을 보인 것은 수면문제(n=61, 58.7%)였고 두 번째는 문제 흡
연(n=43, 41.3%)으로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순서
대로 우울(n=22, 21.2%), 문제 음주(n=13, 12.5%), 불안(n=11,
10.6%)이 뒤를 이었다. 병사와 장교간 정신과적 증상 유병률
을 비교하였을 때 모든 정신과적 증상에 대해 두 군에서 유
병률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p
0.901

Problematic alcohol use

0.816

Yes

8 (11.9)

5 (13.5)

13 (12.5)

No

59 (88.1)

32 (86.5)

91 (87.5)

Yes

15 (22.4)

7 (18.9)

22 (21.2)

No

52 (77.6)

30 (81.1)

81 (77.9)

Yes

8 (11.9)

3 (8.1)

11 (10.6)

No

59 (88.1)

34 (91.9)

93 (89.4)

Yes

38 (56.7)

23 (62.2)

61 (58.7)

No

29 (43.3)

14 (37.8)

43 (41.3)

Depressive symptom

0.678

Anxiety symptom

0.543

Sleep problem

0.589

Values are expressed as “count (percentage)”. *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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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했을 때,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정신과적 증상 외의 임상적

및 불안과 같은 정서문제를 가지고 있는 연구 대상자는 전체

특성에는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21.2%로 본 연구와 같은 평가도구를 이용한 기존

(Supplementary Table 1 in the online-only Data Supplement).

의 선행연구27-29(병원불안우울척도상 8점 이상의 우울 혹은

우울 증상이 있는 대상자에서 불안(90.9%) 증상이 흔히 동반

불안, 8.3~55.4%)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수술 후 입원

되었고 문제 음주(30.8%), 수면문제(29.5%) 및 문제 담배

중인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결과(58.8%)에 비

(25.6%) 순으로 동반 이환되어 있었다. 한편 불안 증상이 있는

해서는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다.30 미국의 군 정신질환 역학

대상자에서는 우울(54.5%), 문제 음주(23.1%), 수면문제(18.0%)

연구인 Army Study to Assess Risk and Resilience in Ser-

및 문제 흡연(11.6%) 순으로 동반되어 있었다(Figure 1).

vicemembers (Army STARRS)에 따르면 군인들은 입대 시
정신건강에 대한 선별과정을 거치므로 정신과적 증상의 유병
률이 일반인구와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31 하지만 추

우울 및 불안증상(정서문제)의 관련 요인
우울 및 불안증상(정서문제)과 연관된 위험요인을 알아보

적관찰결과 입대 이후 우울, 불안 등의 정서문제가 입대 전에

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위험인자로 이전

비해 높게 보고되었고 이는 군 환경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끼

정신과 과거력[Adjusted Odds Ratio(AOR)=18.99 ; 95%

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32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는

Confidence Inverval(CI)=1.42~253.57 ; p=0.026), 낮은 군생

정형외과 환자들의 경우도 입대 이후 겪는 중대한 스트레스

활 만족도(AOR=15.67 ; 95% CI=1.46~168.11 ; p=0.023)를 확

로 볼 수 있으며 추후 건강하고 안정된 군 생활을 유지할 수

인할 수 있었다(Table 3).

있도록 정신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예후 개선을 위해 다각적

수면문제는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을 보정하였을 때 우울 및

인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

불안증상(정서문제)의 위험인자로 작용하였으나 정신과적 증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들의 정서문제에 대한 위험요인을

상 등을 포함시킨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분석한 결과 정신과적 과거력의 유무, 낮은 군생활 만족도가

음주, 흡연 문제는 우울 및 불안증상(정서문제)의 위험도를 높

정서문제의 위험요인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군생활 만족도와

이는 것으로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3).

군 생활 적응 정도 및 정서적 스트레스간에 연관관계가 있다
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26 또한 정신과적 과거력이 있

고

찰

을 경우 정신과적 증상의 동반 이환이 증가한다는 기존의 연
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33 이를 통해 군 병원 정

본 연구는 일 군 병원 정형외과계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정

형외과 입원환자들의 경우도 기존의 종합병원 입원환자들의

서문제의 유병률 및 위험인자를 밝힌 최초의 연구이다. 우울

경우처럼 입원 시 정신과적 과거력, 우울, 불안 및 수면문제

Percentage (%)

Percentage (%)
Participants with depressive symptom
Participants without depressive symptom

100

Participants with anxiety symptom
Participants without anxiety symptom
100

n=18
(29.5%)

80

n=4
(30.8%)

n=11
(25.6%)

n=11
(18.0%)
80

n=3
(23.1%)

n=5
(11.6%)

n=10
(54.5%)
60

60

n=10
(90.9%)

40

40

20

20
Comorbidities
Anxiety symptom Insomnia symptom Alcohol use problem
n=11

n=61

n=13

Tobacco use
problem, n=43

Comorbidities
Depressive symptom Insomnia symptom Alcohol use problem
n=22

n=61

n=13

Tobacco use
problem, n=43

Figure 1. Prevalence of depressive and anxiety symptom with respect to comorbid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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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목 등
Table 3. Factors associated with psychiatric symptoms (depressive or anxiety symptom) among participants
Model 1
Variables

Model 2

Unadjusted OR
(95% CI)

p

OR (95% CI)

Model 3
p

OR (95% CI)

p

Age (yr)
1

≤21 (Reference)

1

1

22-30

1.50 (0.48-4.72)

0.49

1.39 (0.43-4.51)

0.58

1.57 (0.34-7.37)

0.57

≥31

0.98 (0.23-4.19)

0.98

0.96 (0.21-4.08)

0.93

0.92 (0.13-6.62)

0.93

Navy

1.04 (0.26-4.17)

0.95

1.14 (0.26-4.95)

0.86

0.99 (0.14-6.80)

0.99

Air Force

0.70 (0.08-6.31)

0.75

0.86 (0.09-8.19)

0.89

1.95 (0.04-86.31)

0.73

Military unit
Army (Reference)

Location
General outpost (Reference)
Front area

1.65 (0.32-8.50)

0.55

1.14 (0.26-4.95)

0.86

0.91 (0.11-7.73)

0.93

Rear area

1.77 (0.33-9.52)

0.50

0.86 (0.09-8.19)

0.89

2.12 (0.27-16.85)

0.48

1.51 (0.54-4.23)

0.44

1.47 (0.52-4.14)

0.47

1.53 (0.34-6.85)

0.58

0.01*

18.99 (1.42-253.57)

0.03*

Education
≤High school (12 yr)
≥University (13 yr) (Reference)

1

1

Previous psychiatric history
Yes

21.11 (2.32-191.99)

No

1

0.01*

21.35 (2.29-199.11)
1

1

Problematic tobacco use
Yes

1.76 (0.69-4.47)

No

1

0.26

1.68 (0.64-4.44)

0.29

1

0.90 (0.24-3.36)

0.87

1

Problematic alcohol use
Yes

1.68 (0.47-6.07)

No

1

0.43

1.75 (0.48-6.45)

0.40

1

2.52 (0.42-15.36)

3.32

1

Sleep problem
Yes

4.41 (1.40-14.11)

No

1

0.01*

4.47 (1.36-14.68)

0.01*

1

2.68 (0.59-12.09)

0.20

1

Military life satisfaction
≤25

21.82 (2.48-192.24)

0.01*

29.21 (2.89-294.86)

0.00*

15.67 (1.46-168.11)

0.02*

26-35

10.80 (1.26-92.67)

0.03*

14.03 (1.47-134.10)

0.02*

6.41 (0.62-66.50)

0.12

36-45

2.18 (0.19-25.77)

0.54

2.80 (0.22-35.89)

0.43

0.86 (0.04-17.92)

0.92

1

≥46 (Reference)

Values are expressed as “odds ratio (95% CI)”. * : p＜0.05

등의 정신과적 문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자들을 보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연구 대상자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정신과적 증상은 수

수면문제가 주로 다른 정신과적 증상과 동반되어 나타났기 때

면문제(n=61, 58.7%)였다. 연구에서 사용한 평가도구(피츠버

문에 다른 정신과적 증상을 보정하였을 때 그 효과가 감소되

그 수면 질 지수)를 통해 수면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연구 대

어 보였을 수 있다. 이는 수면문제가 우울, 불안 등의 정서문제

18

상자들의 주관적인 수면문제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수

를 동반한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35 또한

면문제가 있을 경우 전반적 기능 저하, 정신과 질환을 포함한

연구대상자인 군인들에서 수면문제는 주로 만성적인 수면시

내과적 질환 및 의료비용 증가의 위험인자로 작용한다고 알

간 부족, 불규칙한 근무시간으로 인한 일주기 리듬 형성의 어

려져 있으며 따라서 입원환자에 대한 수면문제 평가는 매우

려움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 문제이

34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수면문제는 사회학적 인자들만 보정

다.36,37 이 때문에 수면문제와 우울 및 불안증상과의 관련성이

하였을 경우 정서문제의 위험인자(Adjusted Odds Ratio=

일반인구에서보다 작게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

4.47 ; 95% CI=1.36~14.68 ; p=0.01)로 나타났으나 정신과적

기존 연구에 따르면 정신건강 문제를 지닌 군인들 중 약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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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구하
38

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정

지 않는다고 한다. 도움을 구하지 않는 이유는 낙인에 대한

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고위험군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을 것

걱정, 정신건강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높은 치료문턱, 치

으로 기대된다. 단, 본 연구의 결과를 군 병원 전체집단으로

39,40

료받을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 등이 꼽히고 있다.

앞서

일반화시키는 것은 어려우므로 후속연구들을 통해 군 병원

살펴보았듯이 군 병원 내에서 정신과적 증상의 유병률은 일

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유병률 및 위험인자에 대한 연구

반인구집단에 비해 낮지 않고 군 문화의 특성상 정신과적 어

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려움이 있음에도 과소 보고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병원입원은 환경적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과적 증상의 유병률이 높아질 수 있다.41 따라서 입원 중
인 군인 중에서도 평소 군생활 만족도가 낮고 정신과적 병력
이 있는 경우 우울 및 불안 등의 정서 문제를 동반할 가능성

중심 단어 : 유병률·위험인자·우울·불안·정서문제·수면문제.
Supplementary Materials
The online-only Data Supplement is available with this
article at https://doi.org/10.24986/anxmod.2019.15.2.115.

이 높았으므로 이들에 대해 보다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개
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 군 병원의 단일 과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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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Table 1. Comparisons between presence of psychiatric symptoms according to a psychiatric history and psychiatric
symptoms
Depressive
symptom
(n=22)

No
depressive
symptom

p

(n=82)

Previous psychiatric history

Anxiety

No anxiety

symptom

symptom

(n=11)

(n=93)

0.000*

p

Previous

No

psychiatric

previous

history

psychiatric

(n=6)

history (n=94)

0.000*

Yes

5 (83.3)

1 (16.7)

4 (66.7)

2 (33.3)

-

-

No

17 (18.1)

77 (81.9)

7 (7.4)

87 (92.6)

-

-

Yes

11 (25.6)

32 (74.4)

5 (11.6)

38 (88.4)

3 (5.2)

55 (94.8)

No

11 (18.0)

50 (82.0)

6 (9.8)

55 (90.2)

3 (7.1)

39 (92.9)

Yes

4 (30.8)

9 (69.2)

3 (23.1)

10 (76.9)

5 (5.7)

83 (94.3)

No

18 (19.8)

73 (80.2)

8 (8.8)

83 (91.2)

1 (8.3)

11 (91.7)

Problematic tobacco use

0.353

Problematic alcohol use

0.770

0.364

0.682

0.117

Depressive symptom

0.717

0.000*

Yes

-

-

No

-

-

Anxiety symptom

0.000*

10 (45.5)

12 (54.5)

5 (22.7)

17 (77.3)

1 (1.2)

81 (98.8)

1 (1.3)

77 (98.7)

4 (36.4)

7 (63.6)

2 (2.2)

87 (97.8)

0.000*

Yes

10 (90.9)

1 (9.1)

No

12 (12.9)

81 (87.1)

Sleep problem

0.000*
-

-

-

-

0.013*

Yes

18 (29.5)

43 (70.5)

No

4 (9.3)

39 (90.7)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SD)”. * : p＜0.05

p

0.003*
11 (18.0)
0

0.039*

50 (82.0)

6 (10.0)

54 (90.0)

43 (100.0)

0

40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