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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울증은 슬픔, 흥미나 즐거움 상실, 죄책감이나 낮은 자존감, 식욕

장애, 피로감 및 집중력 저하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일상생활에 대

처하는 개인의 능력을 저하시킨다[1]. 특히 우울증은 관상동맥질환 발

생뿐만 아니라 심혈관질환의 이환 및 사망률의 주요 위험요인이다[2]. 

심혈관질환 위험요인 가운데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은 한

국 성인에게 발생하는 만성질환 가운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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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유병률에 비해 조절률이 낮기 때문에 심혈관질환으로의 이환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3]. 우울증은 고혈압과 상관관계

에 있고, 고혈압 발생위험을 증가시킨다[4]. 직장인을 대상으로 우울증

과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우울증에 대한 고혈압

의 교차비(odds ratio, OR)는 1.41로 나타났고, 우울증과 고혈압은 유의

한 관계를 보였다[5]. 당뇨병의 경우 제2형 당뇨군이 정상군에 비해 우

울증에 대한 상대위험도가 더 높았고[6,7], 우울증과 이상지질혈증의 

관계에 대한 대만의 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는 정상군에 비해 이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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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혈증군에서 우울증 발병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8]. 하지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노인인구에서 우울

의 위험이 높아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고[9], 우울증과 당

뇨병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50-75세 성인 여성이나 저소득층 여성과 

같이 선택적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10,11] 우울증과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대상이 제

한적이었다.

심혈관질환의 조절 가능한 위험요인들은 유전적 요인에 영향을 받

고[12], 우울증은 사회문화적 요인과의 관련성도 매우 크다[13]. 따라서 

국민건강영양조사와 같은 대국민 표본을 활용한 조사연구는 가장 최

근의 인구특성을 대표하기에 심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2014년 제6기 2차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를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성인 심혈관질환 위험요인들과 우울증을 비교하여 전체 성인의 심혈

관질환 위험요인과 우울증의 관련성을 알 수 없었다[13]. 또한, 제4기 

2007년과 2008년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분석을 통한 연구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심혈관질환 위험요인과 우울증의 관련성을 조

사하여[14] 최근 데이터 사용 및 대상자를 확대한 한국 성인 전체 집단

에서의 우울증과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의 관련성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4년과 2016년에 시행된 제6기 2차년도 및 제

7기 1차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VI-2 & VII-1) 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

나라 성인의 우울증과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심혈

관질환의 위험인자로서 우울증과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인 고혈압, 당뇨

병, 이상지질혈증 발생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심혈

관질환 위험요인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심리사회적 위험요

인으로서의 우울증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간호중재에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6기 2차년도(2014년) 및 제7기 1차년도(2016년) 국민건

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만 19세 이상 성인의 우울증과 심혈

관질환 위험요인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관계를 파악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우울증과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

질혈증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국 성인에서 우울증과 심혈관질환 위험요인과의 관련

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 통해 얻어진 원시자료를 이용

하여 이차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우울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중 우울증 선별

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를 활용하였다. 2015년과 

2017년 이후에는 우울감 경험률로 변수가 변경되었고, 2018년에는 

PHQ-9이 다시 활용되었으나 본 연구 당시에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변

수의 일관성을 위하여 제6기 2차년도(2014년)와 제7기 1차년도(2016

년)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의 건강과 영양 상태를 평가하여 건강증

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같은 보건정책의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시

행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이다(승인번호 제117002호). 국민건강영양

조사의 표본추출틀은 표본설계시점에서 가용한 가장 최근 시점의 인

구주택 총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조사구, 가구를 

1, 2차 추출단위로 하는 2단계 층화집락표본추출방법을 적용하였고, 

시도, 동읍면, 주택유형(일반주택, 아파트)을 기준으로 추출틀을 층화

하고 주거면적 비율, 가구주 학력 비율 등을 내재적 층화를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조사구는 2014년, 2016년 각각 192개를 추출하였으며, 표

본조사구 내에서 양로원, 군대, 교도소 등의 시설 및 외국인 가구 등을 

제외한 적절가구 중 계통추출법을 이용하여 2014년 20개, 2016년 23개 

표본가구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 중 건강설문조사, 

검진조사에 응답한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건강설문

조사는 가구조사, 건강면접조사, 건강행태조사로 구분되어 시행되었

고, 검진조사는 신체계측, 혈압 및 맥박 측정 혈액 및 소변검사 등이 시

행되었다. 건강설문조사와 검진조사는 이동검진센터에서 실시하였으

며, 면접방법과 자기기입식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과 2016년의 전체 조사 참여자 15,700명 가운

데 19세 이상으로 하였다. 이 중 19세 미만, 심근경색 및 협심증과 같은 

심혈관질환 진단받은 대상자, PHQ-9 항목,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및 본 연구의 보정변수에 결측이 있는 자를 제외하여 총 7,417명(남자 

3,023명, 여자 4,394명)을 분석 대상자로 하였다(Figure 1).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중 건강설문조사와 검진조

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건강설문조사의 가구조사항목에서 성별, 연령, 

결혼 상태를 사용하였고, 이환 부분에서 우울증 유병여부, 교육 및 경

제활동 부분에서 교육수준, 경제활동여부를 사용하였다. 또한 건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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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사 부분에서 흡연, 음주 및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여부 및 PHQ-9, 

폐경여부를 사용하였고, 검진조사에서 혈압,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산출을 위한 체중 및 신장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혈액검

사 결과를 통해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에 대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

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을 포함하였고, 연령은 대상자의 연령 

분포를 고려하여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

상으로 구분하였다.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결혼상태, 교육수준, 경제상태를 포함하였다. 

결혼상태는 미혼, 기혼 후 동거, 기혼 후 동거하지 않음(이혼, 별거 혹

은 사별)로 구분하였다. 교육수준은 졸업여부로 구분하여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

였다. 경제상태는 경제활동여부 및 가구소득수준으로 구분하였으며, 

가구소득수준은 월평균가구소득을 가구원수로 나눈 값으로 사분위

수에 따라 ‘하’, ‘중하’, ‘중상’, ‘상’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음주는 최근 1년 동안 월 1회 이상 음주한 경우를 조사하여 평생 비

음주 및 최근 1년간 월 1잔 미만 음주한 경우를 비음주군, 최근 1년간 

월 1잔 이상 음주한 경우를 음주군으로 구분하였고, 흡연은 평생 흡

연여부와 현재 흡연여부를 고려하여 흡연경험 없는 경우, 현재 흡연하

는 경우, 과거 흡연하였으나 현재 흡연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측정된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누어 계산한 값으로 저체중(18.5 kg/m2 미만), 정상(18.5 kg/m2 이상 

25 kg/m2 미만), 비만(25 kg/m2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성별 특이

적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여성의 심혈관질환 유병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로 폐경여부를 포함하였다.

건강관련 특성으로 지각된 스트레스 및 유산소 운동 실천여부를 포

함하였다. 스트레스 인지정도는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정도에 따라 각 항목 당 ‘대

단히 많이 느낀다’, ‘많이 느끼는 편이다’, ‘조금 느끼는 편이다’, ‘거의 

느끼지 않는다’ 로 나뉜 응답을 통해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군’으로 그 외에 해당

하는 대상자를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는 군’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유

산소 운동 실천여부는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

활동을 섞어서(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의 

유산소 운동을 실천한 경우를 운동군, 그 외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비

운동군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

증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각 변수의 다변량 분석 시 다른 종속변

수들도 함께 보정변수로 포함하였다.

우울증

우울증은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는지에 대해 ‘현재 앓고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혹은 PHQ-9의 점수를 통해 우울증을 선별하였다. 

PHQ-9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2014년부터 2년마다 시행되고 있는 

선별검사로, Spitzer et al. [15]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일차적 임상장면에

서 접하기 쉬운 정신질환들을 감지하고 진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자가 보고식 설문지이다. 주요 우울장애의 진단을 위해 9가

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DSM-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의 우울삽화의 진단기준과 일치하게 고안

되었으며, 대부분의 대상자에서 우울증의 진단 및 선별에 높은 민감도

(88%)와 특이도(88%)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임상에서의 적

절한 사용이 권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pitzer et al. [15]에 의해 개발된 우울장애 자가 보고

형 평가척도인 PHQ-9를 Choi et al. [16]이 한국어로 번역 및 수정한 것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PHQ-9 선별검사는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고, ‘지난 2주 동안 아래 나열되는 증상들에 얼마나 자주 시달

렸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정도에 따라 각 항목 당 0점(전혀 아니

다), 1점(여러 날 동안), 2점(일주일 이상), 3점(거의 매일)까지 선택할 수 

Figure 1. Flow chart of the study subjects. CVD, cardiovascular disease; 
KNHANES,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n= 15,700
Subjects of KNHANES in 2014 (n= 7,550) 
Subjects of KNHANES in 2016 (n= 8,150)  

n= 11,806
≥ 19 year old

n= 11,598
Non-CVD

n= 7,417
(Men= 3,023, Women= 4,394)

Exclusion 1
< 19 years old (n= 3,894)

Exclusion 2
CVD (Myocardiac infarction or 

angina) (n= 208)  

Exclusion 2
Missing value on PHQ-9,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hyperlipidemia, and 
socio-demographic and health 

related factors (n= 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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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건강설문조사에 대한 가중치를 1/2로 계산한 통합 가중치를 사용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기술하기 위하여 서술적 통계방법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우울증 여부에 따라 심

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심혈관질환 위험요인과 우울증 관련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고, 모든 분석과정에는 

복합설계표본 자료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연구대상자 

총 7,417명 중 남성은 3,023명(47.3%), 여성은 4,394명(52.7%)이었으며, 연

령은 평균 46.02세로 40-49세인 경우가 1,358명(21.1%)로 가장 많았다. 

결혼상태의 경우 기혼인 경우가 5,352명(67.8%)으로 가장 많았고, 미혼

인 경우가 1,121명(22.3%)으로 많았으며 기혼 후 동거하지 않는 경우(이

혼 혹은 별거, 사별)가 944명(9.9%)으로 가장 적었다. 교육수준은 대학

교 졸업 이상인 경우가 전체 2,618명(38.6%)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

교 졸업이 2,440명(37.5%)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사회경제학적 특성으

로 경제활동여부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4,247명(61.3%)으로 나타

났고, 가구소득수준은 ‘중상’인 경우가 2,148명(31.0%)으로 가장 많았

으며, ‘상’인 경우가 2,060명(30.0%)이었다. 행동학적 특성으로 월간 음

주율은 58.6%로 나타났고, 흡연에서는 흡연 경험이 없는 경우가 4,817

명(62.0%)으로 가장 많았고, 현재 흡연하는 경우가 1,300명(21.2%)으로 

그다음으로 많았다. BMI는 평균 23.79 kg/m2이었고, 정상인 경우가 

4,670명(62.8%)으로 가장 많았고, 비만인 경우가 2,450명(32.8%)으로 많

았다. 지각된 스트레스는 적게 느끼는 사람이 5,547명(73.7%)으로 나타

났고, 유산소 운동 실천여부에서 운동군이 3,713명(53.8%)로 나타났다. 

우울증은 우울증이 있는 경우가 590명(7.5%)이었다. 심혈관질환 위험

요인 중 고혈압은 2,185명(24.6%), 당뇨병은 934명(10.3%), 이상지질혈증

은 2,953명(37.7%)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단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 고혈압의 경우 전체 대상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

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경제활동여부, 가구소득수준, 음

주, 흡연, 체질량지수, 지각된 스트레스, 유산소 운동 실천여부,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으로 나타났다. 심혈관질환 위험요인 중 고혈압을 제외

한 다른 요인인 당뇨병과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은 각각 22.9%, 57.5%로 

있다. 총점 27점 중 10점을 우울증상에 대한 절단점(cut-off point)으로 

설정하여 10점 이상인 경우를 우울군, 10점 미만인 경우를 비우울군

으로 구분하였다.

심혈관질환 위험요인

본 연구에서는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을 전통적인 위험요인 중 고혈

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으로 정의하였다.

고혈압은 수축기혈압 140 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 90 mmHg 

이상 또는 현재 고혈압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경우로 분류하였고, 당뇨

병은 공복혈당이 126 mg/dL 이상 혹은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인 경

우 혹은 현재 당뇨병으로 혈당강하제를 복용하거나 인슐린을 투약하

고 있는 경우로 분류하였다. 또한 고콜레스테롤혈증은 공복 시 총 콜

레스테롤이 240 mg/dL 이상 또는 콜레스테롤 강하제를 복용하고 있

는 경우, 저 고밀도지단백(high density lipoprotein, HDL) 콜레스테롤

혈증(HDL-콜레스테롤혈증)은 8시간 이상 공복 시 HDL 콜레스테롤

(전환식 적용)이 40 mg/dL 미만인 경우, 고 저밀도지단백(low density 

lipoprotein, LDL) 콜레스테롤혈증(LDL-콜레스테롤혈증)의 경우 LDL 

160 mg/dL 이상 또는 콜레스테롤 강하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고중

성지방혈증은 12시간 이상 공복 시 중성지방 200 mg/dL 이상인 경우

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콜레스테롤혈증, 저 HDL-콜레스테롤

혈증, 고 LDL-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 중 한 가지 이상 가지

고 있는 경우를 이상지질혈증이라고 정의하였다. LDL 콜레스테롤의 

경우 직접 측정한 결과가 없는 경우는 Friedewald 공식인 {LDL 콜레스

테롤=총콜레스테롤-HDL 콜레스테롤-(중성지방/5)}을 통해 값을 구

하여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제6기 2차년도(2014년)와 제7기 1차년도(2016)년의 국민

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한 이차자료 분석 연구로써 국민건강영

양조사의 원시자료는 국민건강영양조사 홈페이지(https://knhanes.kdca.

go.kr)에서 개인을 추정할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된 공개 자료를 제공 

받아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은 SPSS 23.0 (IBM Corp., A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시 복합표본설계를 이용해 표

본 추출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가중치는 표본 

추출률을 반영한 설계가중치, 무응답률 조정, 사후층화, 극단 가중치 

처리 단계를 거쳐 최종 산출한 개인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또한, 2014

년과 2016년의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였으므로, 분석 변수들이 포함

https://knhanes.kdca.go.kr
https://knhanes.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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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of cardiovascular risk factors according to subjects’ characteristics in depression (n=7,417)

Variables n (%)

Cardiovascular risk factors

Hypertension 
(n=2,185)

Non-
hypertension 

(n=5,232)
x2 (p)

Diabetes 
(n=934)

Non-
diabetes 

(n=6,483)
x2 (p)

Dyslipid-
emia 

(n=2,953)

Non-
dyslipidemia 

(n=4,464)
x2 (p)

Gender 40.68 14.54 193.82
   Male 3,023 (47.3) 1,026 (28.0) 1,997 (72.0) (<0.001) 458 (11.7) 2,565 (88.3) (<0.001) 1,447 (46.0) 1,576 (54.0) (<0.001)
   Female 4,394 (52.7) 1,159 (21.6) 3,235 (78.4) 476 (9.0) 3,918 (91.0) 1,506 (30.3) 2,888 (69.7)
Age (y) 1,515.39 632.03 555.91
   19-29 849 (18.2) 23 (2.9) 826 (97.1) (<0.001) 6 (0.5) 843 (99.5) (<0.001) 129 (17.2) 720 (82.8) (<0.001)
   30-39 1,364 (19.5) 110 (8.9) 1,254 (91.1) 33 (2.7) 1,331 (97.3) 369 (29.4) 995 (70.6)
   40-49 1,358 (18.3) 232 (18.3) 1,126 (81.7) 102 (8.5) 1,256 (91.5) 455 (36.0) 903 (64.0)
   50-59 1,366 (18.4) 430 (33.4) 936 (66.6) 169 (13.2) 1,197 (86.8) 656 (48.9) 710 (51.1)
   60-69 1,343 (18.1) 646 (47.8) 697 (52.2) 291 (21.5) 1,052 (78.5) 756 (56.8) 587 (43.2)
   ≥70 1,137 (15.3) 744 (65.8) 393 (34.2) 333 (29.1) 804 (70.9) 588 (50.5) 549 (49.5)
Marital status 466.09 255.82 223.98
   Married 5,352 (72.2) 1,607 (26.7) 3,745 (73.3) (<0.001) 669 (11.1) 4,683 (88.9) (<0.001) 2,215 (40.5) 3,137 (59.5) (<0.001)
   Single 1,121 (15.1) 100 (8.1) 1,021 (91.9) 29 (2.2) 1,092 (97.8) 249 (23.3) 872 (76.7)
   Divorced/separated 944 (12.7) 478 (47.8) 466 (52.2) 236 (23.3) 708 (76.7) 489 (51.8) 455 (48.2)
Education 683.49 320.34 239.48
   Elementary school 1,581 (21.3) 881 (52.9) 700 (47.1) (<0.001) 382 (23.3) 1,199 (76.7) (<0.001) 861 (54.4) 720 (45.6) (<0.001)
   Middle school 778 (10.5) 309 (36.8) 469 (63.2) 143 (17.8) 635 (82.2) 398 (51.0) 380 (49.0)
   High school 2,440 (32.9) 567 (19.3) 1,873 (80.7) 242 (8.1) 2,198 (91.9) 885 (34.1) 1,555 (65.9)
   ≥College 2,618 (35.3) 428 (16.1) 2,190 (83.9) 167 (5.8) 2,451 (94.2) 809 (31.7) 1,809 (68.3)
Economic activity status 18.232 25.29 3.32
   Employed 4,247 (57.3) 1,098 (22.9) 3,149 (77.1) (<0.001) 429 (8.9) 3,818 (91.1) (<0.001) 1,660 (38.6) 2,587 (61.4) (0.115)
   Unemployed 3,170 (42.7) 1,087 (27.3) 2,083 (72.7) 505 (12.6) 2,665 (87.4) 1,293 (36.5) 1,877 (63.5)
Household Income 260.48 157.02 46.72
   Low 1,362 (18.4) 694 (43.1) 668 (56.9) (<0.001) 326 (20.2) 1,036 (79.8) (<0.001) 693 (46.5) 669 (53.5) (<0.001)
   Moderate-low 1,847 (24.9) 568 (25.3) 1,279 (74.7) 250 (11.2) 1,597 (88.8) 759 (38.1) 1,088 (61.9)
   Moderate-high 2,148 (29.0) 486 (20.2) 1,662 (79.8) 197 (8.0) 1,951 (92.0) 765 (36.1) 1,383 (63.9)
   High 2,060 (27.8) 437 (19.5) 1,623 (80.5) 161 (7.1) 1,899 (92.9) 736 (34.8) 1,324 (65.2)
Monthly drinking 13.53 24.46 3.41
   Yes 3,933 (53.0) 1,045 (23.1) 2,888 (76.9) (0.001) 418 (8.9) 3,515 (91.1) (<0.001) 1,492 (36.9) 2,441 (63.1) (0.096)
   No 3,484 (47.0) 1,140 (26.8) 2,344 (73.2) 516 (12.4) 2,968 (87.6) 1,461 (39.0) 2,023 (61.0)
Smoking 71.59 41.89 258.85
   Non-smoker 4,817 (64.9) 1,322 (22.3) 3,495 (77.7) (<0.001) 515 (8.6) 4,302 (91.4) (<0.001) 1,668 (30.7) 3,149 (69.3) (<0.001)
   Former smoker 1,300 (17.5) 499 (33.9) 801 (66.1) 236 (14.4) 1,064 (85.6) 615 (48.4) 685 (51.6)
   Current smoker 1,300 (17.5) 364 (24.4) 936 (75.6) 183 (12.0) 1,117 (88.0) 670 (50.0) 630 (50.0)
BMI (kg/m2) 367.87 165.75 475.37
   <18.5 297 (4.0) 31 (6.9) 266 (93.1) (<0.001) 7 (1.4) 290 (98.6) (<0.001) 33 (9.0) 264 (91.0) (<0.001)
   18.5-24.9 4,670 (63.0) 1,077 (19.0) 3,593 (81.0) 450 (7.7) 4,220 (92.3) 1,570 (31.2) 3,100 (68.8)
   ≥25 2,450 (33.0) 1,077 (37.9) 1,373 (62.1) 477 (16.6) 1,973 (83.4) 1,350 (54.1) 1,100 (45.9)
Perceived stress 10.40 6.35 1.07
   Less 5,547 (74.8) 1,726 (25.6) 3,821 (74.4) (0.004) 746 (10.9) 4,801 (89.1) (0.017) 2,247 (38.1) 3,300 (61.9) (0.371)
   Much 1,870 (25.2) 459 (21.9) 1,411 (78.1) 188 (8.8) 1,682 (91.2) 706 (36.8) 1,164 (63.2)
Aerobic physical activity 62.67 26.61 25.94
   Yes 3,713 (50.1) 922 (21.0) 2,791 (79.0) (<0.001) 392 (8.6) 3,321 (91.4) (<0.001) 1,380 (35.1) 2,333 (64.9) (<0.001)
   No 3,704 (49.9) 1,263 (28.9) 2,441 (71.1) 542 (12.3) 3,162 (87.7) 1,573 (40.8) 2131 (59.2)
Hypertension - - - 416.28 401.89
   Yes 2,185 (29.5) 562 (22.9) 1,623 (77.1) (<0.001) 1,266 (57.5) 919 (42.5) (<0.001)
   No 5,232 (70.5) 372 (6.2) 4,860 (93.8) 1,687 (31.3) 3,545 (68.7)
Diabetes mellitus 416.28 - - - 345.12
   Yes 934 (12.6) 562 (54.7) 372 (45.3) (<0.001) 632 (68.6) 302 (31.4) (<0.001)
   No 6,483 (87.4) 1,623 (21.2) 4,860 (78.8) 2,321 (34.2) 4,162 (65.8)
Dyslipidemia 401.89 345.12 - - -
   Yes 2,953 (39.8) 1,266 (37.5) 1,687 (62.5) (<0.001) 632 (18.7) 2,321 (81.3) (<0.001)
   No 4,464 (60.2) 919 (16.8) 3,545 (83.2) 302 (5.2) 4,162 (94.8)

BMI, body mass index;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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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 0.001). 당뇨병의 

경우, 전체 대상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교육수준, 경제활동여부, 가구소득수준, 음주, 흡연, 체질량지수, 

지각된 스트레스, 유산소 운동 실천여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으로 나

타났다. 심혈관질환 위험요인 중 고혈압을 제외한 다른 요인인 고혈압

과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은 각각 54.7%와 68.6%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001). 이상지질혈증의 경우, 전체 대상

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가구소득수준, 흡연, 체질량지수, 지각된 스트레스, 유산소 운동 실천

여부,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으로 나타났다. 이상지질혈증을 제외한 다

른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인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률은 각각 37.5%와 

18.7%를 나타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001).

우울증과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의 관련성

우울증과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의 관계에 대해 각 요인들의 독립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우울

증이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교차비(odds ratio, OR)와 95% 신뢰

구간을(confidence interval, CI) 확인하였다(Table 2). 

우울 대상자의 경우 보정변수 및 종속변수를 모두 보정하여 교차비

를 산출한 결과 고혈압이 있는 경우가 고혈압이 없는 경우에 비해 0.92

배(OR= 0.95, 95% CI = 0.69-1.22)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

성은 없었다. 당뇨병의 경우에는 우울군에서 보정변수를 보정한 후 교

차비는 1.27 (95% CI = 0.92-1.76)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이상지질혈증의 경우 우울군에서 보정변수를 보정한 후 교차비

는 1.26 (95% CI = 0.98-1.61)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고 찰

본 연구는 한국 성인의 우울증과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의 관계를 파

악하고자 층화다단계집락 복합표본추출법으로 수집된 제6기 2차년

도(2014년) 및 제7기 1차년도(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조사한 연구이었다.

우울증과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인 고혈압에 대한 단변량 분석 결과, 

고혈압 유병률은 우울군 28.3%, 비우울군 24.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이는 국내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우울증에 따른 

심혈관질환 위험요인들에 대해 분석한 연구[17]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

다. 이 연구에서는 연령, 결혼상태, 가구소득, 교육수준, 흡연, 음주, 운

동, 체질량 지수 등을 보정한 후 시행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남성

과 여성 모두 우울증군에서 고혈압 유병률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

다. 하지만 19-64세 성인 가운데 임신한 여성을 제외하였고, 의사에게 

우울증 진단을 받은 대상자를 우울군으로 정의하여 PHQ-9으로 우울

증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행한 본 연구와 대상자의 차이가 있었다. 국

내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한 심뇌혈관질환자의 심혈관계 위험요

인과 우울증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18] 관상동맥질환이나 뇌혈

관질환 중 한 가지의 질환만 있는 경우 여성에서 심혈관계 위험요인과 

우울증의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관상동맥질환과 뇌혈관질환

을 모두 가진 경우 남성에서 우울증과 고혈압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또 다른 국내연구에서는 임상적 우울증 진단도구는 아니나 

지역사회 역학연구 등에서 사용하는 우울증 선별도구로 PHQ-9과 유

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CES-D)를 사용하여 국내 일개 대학병원을 방문한 성인의 우울

증과 심혈관위험요인의 관계를 분석하였다[5]. 이 연구의 단변량 분석 

결과, 고혈압 유병률이 비우울군에서 16.1%, 우울군에서 25.2%로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 0.001), 연령, 성별, 체질량 지수, 흡

연, 음주, 운동상태를 보정한 후 시행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도 우울증과 고혈압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며, 본 연구와 차이가 있

었다. 이는 선택적 대상자로 연구가 이루어졌고, 대상자에서 남성의 비

율이 더 많았다는 점이 혼란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

로 생각된다.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은 심박 변이도를 

감소시키거나 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심장박동수가 증가하는 등 자

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해 고혈압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19,20]. 또한 국외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 고혈압과 우울증의 유

의한 관계가 보고된 바[21,22], 우울증과 고혈압과의 관계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당뇨병의 경우, 전체 대상자의 당뇨병 유병률은 우울군 14.9%, 비우

울군 10.0%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우울증과 당뇨병의 관련성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만 19세 이상의 한국 성인 4,093명을 대상으로 우울증과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13]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 연구에서

Table 2. Association between depression and cardiovascular risk factors

Variables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Dyslipidemia

Depression (ref.: no)
   Yes 0.92 (0.69-1.22) 1.27 (0.92-1.76) 1.26 (0.98-1.61)

ref, reference.
Values are presented as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Adjusted by socioeconomic status (gender,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economic activity status, income), health-related status (drinking, smok-
ing, body mass index, perceived stress, aerobic physical activity), and hy-
pertension or diabetes mellitus or dyslipidemia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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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변량 분석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우울증과 당뇨병은 유의하

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고, 연령, 운동상태, 흡연, 음주, 체질량 지수

를 보정하고 시행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 하

지만, 우울증은 제 2형 당뇨병의 위험요인이 되며[6], 당뇨병 환자에서 

우울증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우울증과 당뇨병의 상호 연관성은 

여러 연구를 통해 드러나고 있기에[7], 이에 대한 국내연구가 더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염증을 유발하는 기분과 행

동의 변화에 더 취약하여 우울증 유병률이 높고[23], 우울증은 카테콜

아민, 글루카곤 등의 인슐린 길항 호르몬 및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

를 자극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부전을 

일으켜 당뇨병 유병률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어서[24], 특히 우울증 발

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 우울군에서의 당뇨병 유병률에 대한 연

구가 더 필요하고,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우울

증과 당뇨병의 관련성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지질혈증의 경우, 전체 대상자의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은 우울

군 43.5%, 비우울군 37.3%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우울증과 이상지

질혈증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Choi et al. [5]의 국내

연구에서는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우울증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서 단변량 분석결과 고지혈증 유병률이 전체 우울군에서 

11.1%, 전체 비우울군에서 6.6%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지만, 연령, 성별, 

체질량지수, 흡연, 음주, 운동상태를 보정한 후 시행한 다변량 분석에

서는 고지혈증의 교차비가 1.59로 우울군에서 더 높게 나타나(95% 

CI =1.05-2.40) 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우울증은 염증성 사이토

카인(cytokine)을 증가시키고 우울증에서 염증지표인 C반응 단백의 

상승이 나타나는 등 우울증과 염증은 유의한 관련이 있고[25], 국내외 

연구에서 이상지질혈증과 우울증의 유의한 관계가 보고된 바 있다

[5,6]. 이상지질혈증은 일반적으로 식습관의 영향이 가장 크며, 이에 따

라 국내외의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관리는 운동 및 식습관 등의 생활

습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3]. 또한 한국의 경우 남성은 30세 이상 전 

연령대에서 이상지질혈증이 38-55%의 유병률을 나타내는 반면, 여성

은 폐경이후 즉, 50대 이후 40%에 가까운 유병률을 보인다[26]. 따라서 

남성의 경우 30세 이상,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 유병율이 높으므로 

성별 및 연령대를 구분한 운동, 식습관 교육 등 생활습관 관리의 중재

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체 심혈관질환자의 재발 및 사망은 생활습

관의 적절한 변화로 예방될 수 있고[27], 이에 따라 국내의 심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 또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의 생활습관 관

리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하고 있다[3]. 국내의 심혈관질환에 대한 관리

는 심혈관질환의 예방관리와 급성기 진료 및 사후관리로 이루어진다. 

심혈관질환 예방관리는 시·군·구별로 나누어 다양하게 이루어지지만, 

주로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다[3]. 하지만, 성별에 따른 

관리 및 심리사회적 요인에 대한 관리는 부족하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겠다. 또한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심근경색, 심부전등의 심혈관

질환에 이환되었거나 심장관련 시술 및 수술을 받은 대상자들을 위한 

심장재활프로그램이 있는데, 미국심장협회에서 제시하는 심장재활프

로그램은 운동과 함께 혈압, 혈중 콜레스테롤, 혈당, 신체활동, 몸무게, 

스트레스 감소 등에 대한 관리가 포함되어 있다[28]. 하지만,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심장재활은 운동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29], 

이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으므로 심장재활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겠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우울증과 심혈관질

환 위험요인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울증과 심혈관질환 위험요인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인구의 특성을 대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울증과 심혈관질환 위험요인 중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관

련성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간호학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단면조사로 분

석된 연구로 우울증과 심혈관질환 위험요인 간의 관련성만을 제시하

고 있어서 각 변수들의 인과관계는 알 수 없으므로 향후 인과관계를 

위한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원시자료에 포함된 인구

사회학적 변수 및 건강관련 변수만 포함 및 분석하여 자료해석에 제한

적이므로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인 혈당, 총콜레스테롤 등과 같은 혈액

학적 검사를 추가하여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도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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