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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Inventory for Depressive Symptomatology (IDS) is a lately developed scale which has been re-
ported as a valid tool for the assessment of depressive symptoms. It covers most symptoms of major depressive 
disorder described in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 (DSM-IV) and has 
both self-report (IDS-SR) and clinician-rated (IDS-C) versions. In this study we assessed the reliability, validity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IDS (KIDS). Methods : Forty patients diagnosed as ma-
jor depressive disorder according to the DSM-IV criteria and 36 healthy control people were enrolled in this study. 
They were assessed with KIDS-C, KIDS-SR, Montgomery-Åsberg Depression Rating Scale (MADRS), and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to examine cross-validation.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calculation of 
Cronbach’s alpha,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Shortened versions of 
KIDS which has 16 items and called as the Korean Quick Inventory of Depressive Symptomatology (KQIDS) 
were also included in statistical analyses. Results : The Cronbach’s alpha coefficients of KIDS-C, KIDS-SR, KQ-
IDS-C and KQIDS-SR were 0.96, 0.96, 0.92 and 0.92, respectively. The total score of KIDS-C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those of MADRS and KQIDS-C (r=0.97 and 0.97, p＜0.001, respectively) and the total score of 
KIDS-SR also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those of BDI and KQIDS-SR (r=0.86 and 0.97, p＜0.001, re-
spectively). We suggested the cut-off value of KIDS-C, KIDS-SR, KQIDS-C and KQIDS-SR as 19, 18, 7 and 7, 
respectively when we consider both sensitivity and specificity by ROC curve analysis. Conclusion :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 KIDS could be a reliable and valid tool to measure depressive symptom severity in major depres-
sive disorder. The KQIDS is also a useful and efficient scale for assessment of depressive symptoms in outpatient 
clinic or general population. (J of Kor Soc for Dep and Bip Disorders 2012;10:13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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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울증은 가장 흔한 정신질환 중 하나로 미국의 경우 성인 

인구의 약 16.2%가 일생 동안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되며, 1년 

유병률은 약 6.6%에 달한다.1) 우리나라의 경우 18세 이상 65

세 미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주요우울장애 평생 

유병률은 3.3~5.6%,2-4) 1년 유병률은 1.7~2.5%로 미국에 비해 

낮게 보고되었으나,3,4) 단순히 우울증상에 대한 설문지로 유병

률을 조사한 연구들에서는 우리나라의 우울증 유병률이 미국

이나 유럽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고된 바 있어,5,6) 설문지를 통

한 우울장애 진단은 사회문화적 특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

으로 생각된다.7)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우울

증이 2020년 경에는 인류에게 가장 부담을 주는 질병 순위 2

위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8) 우울증은 범세계적으로 유병률

이 높고, 다양한 기능 장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우울증을 진

단하고 중증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

된 평가 도구가 필요하다.9)

우울증상의 중증도 혹은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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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rating scale)는 크게 임상가에 의한 평가(clinician-rat-
ing)와 자가보고식(self-report)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국내에

서 흔히 사용되는 임상가 평가척도로는 해밀톤 우울 평가척도

(Hamilton Rating Scale for Depression, HRSD),10,11) 몽고메

리-아스버그 우울증 평가척도(Montgomery-A° sberg Depres-
sion Rating Scale, MADRS)12)가 있다. HRSD는 지난 40년 이

상 우울증 연구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었던 임상가 평가척도이

나13) 문항별로 부여된 배점이 다르고(최대값 2~4점), 과수면

(hypersomnia), 체중/식욕 증가와 같은 비전형적(atypical) 우

울증상 및 무가치감(worthlessness), 우유부단함(indecisive-
ness), 집중곤란(concentration difficulty)같은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제4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
tal Disorder forth edition, DSM-IV)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우울장애의 진단 기준들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14) 또한 내인

성 증상(endogenous symptom)을 평가할 수 없고, 일부 항목

들은 한 항목에 여러 증상들이 섞여 있어 혼동을 주거나, 응답

점에 대한 기술이 모호하여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

아왔다.15) MADRS는 모든 항목이 동일한 배점(0~6점)으로 구

성되어 있고 우울증의 인지, 정동, 생물학적 특성이 전반적으로 

담겨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16) 멜랑꼴리아(melancholia)를 정의

하는 증상들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다. 자가보고식 척도로는 

벡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17) 융 우울척도

(Zung self-rated depression Scale, SDS)18) 등이 주로 사용되

고 있다. BDI는 1961년 Beck 등에 의해 개발되었고, 이후 BDI-

IA19)로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DSM-IV상의 주요우울장애의 진

단 기준을 이루는 아홉 개 증상 중 단지 여섯 개만을 포함하고, 

수면 및 식욕 증가에 관한 문항이 없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

면서 BDI-II20)로 개정되었다. 상기 척도들은 모두 국내에서 한

글화 되어 표준화 작업을 마쳤다.21-24) 하지만, 임상가 평가척도

와 자가보고식 척도 모두를 이용하여 동일한 환자를 평가하였

을 때, 척도간 결과에 일관성이 없음이 여러 연구들에서 나타났

다.25-30) 이는 척도마다 우울증상을 묻는 항목들의 내용이 상이하

고,28) 우울 증상을 평가하는 데 있어 평가자와 환자 본인의 성향

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특히 자가보고식 척도의 경우 환자의 

주관적인 느낌에 의존하기 때문에 나이, 교육수준, 인성 및 인

지기능 같은 환자의 특성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28,31,32)

우울증상평가척도(Inventory of Depressive Symptomatol-
ogy, IDS)15)는 1986년에 Rush 등이 개발한 우울증 평가 도구

로 총 3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상가 평가용(30-

item Inventory of Depressive Symptomatology-Clinician-

Rated, IDS-C30)과 자가보고식(30-item Inventory of De-
pressive Symptomatology-Self-Report, IDS-SR30) 모두 이

용이 가능하다. 이후 IDS 항목들 중에서 DSM-IV 상의 주요

우울장애 진단기준에 해당되는 16개의 항목만을 간추린 단축

형 우울증상 평가척도(16-item Quick Inventory of Depres-
sive Symptomatology, QIDS16)가 개발되어, IDS 못지 않은 내

적 신뢰도 및 공존 타당도를 보여주었다.33,34) 또한 우울증상의 

심각도를 평가함에 있어 IDS와 QIDS모두에서 임상가 평가척

도와 자가보고식 척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이 보고되었다.35) 

두 판 모두 최소한의 훈련으로 이용 가능하며 약물 또는 정신

치료에 의한 증상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36) STAR*D(Se-
quenced Treatment Alternatives to Relieve Depression)37) 및 

SFBN(Stanley Foundation Bipolar Network)38)과 같은 대규

모 다기관 연구들에서 이용되고 있다.

IDS는 모든 항목들이 0~3점으로 배점되어 있어 항목 간 가

중치 차이가 없고, 응답점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다. 또한 주요우울장애 진단에 요구되는 DSM-IV 상의 모든 

증상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임상가와 환자 모두 동일한 내용을 

평가함으로써 기존 척도들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15,39,40)

외국에서 제작된 척도를 번역하여 언어와 문화가 다른 집단

에 적용하려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번역된 척도를 이용한 연구의 신뢰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특

히 우울증상은 사회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41) 척도의 

표준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IDS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

아어, 중국어 등 다른 언어들로 번역되었는데, 특히 독일어판 

IDS-SR30 및 IDS-C30의 경우 높은 내적 신뢰도(α=0.94 및 α= 

0.93)와 공존 타당도(r≥0.88)를 나타냈다.42)

현재까지 국내 실정에 맞게 번역되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

증된 한국어판 IDS는 개발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한글로 번

역한 한국어판 우울증상평가척도(Korean Inventory of De-
pressive Symptomatology, KIDS)를 제작하여 신뢰도 및 타당

도를 검증해보고 최적 절단점수를 찾고자 시행되었다.

연 구 방 법

연구 대상

2008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국내 소재 2개 대학병원에

서 정신과 전문의에게 DSM-IV의 구조화된 임상적 면담(Struc-
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IV, SCID)을 통해 주요우

울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 40명과 연령 짝짓기를 통해 선발된 건

강한 대조군 36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대조군의 모집은 병

원 내부 및 지역 홍보를 통해 모집되었다. 연구 대상 모두 한글

을 읽고 쓸 수 있는 정도의 인지 수준을 가지고 있었고, 이 연구

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서

면으로 작성하였다. 조현병, 망상장애, 식이장애, 기질성 정신장

애, 물질관련장애 등 다른 I축 질환의 병력이 있는 사람은 제

외하였다. 본 연구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임상연구심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았다(승인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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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도구 

한국어판 우울증상평가척도의 제작

1986년 Rush 등이 발표한 논문의 부록에 수록된 IDS는 총 

28항목이었으나 1988년 개정판에서 총 30항목으로 늘어났다. 

이 연구에서는 2명의 정신과 전문의가 개정판 IDS-C30과 IDS-

SR30를 각각 초벌 번역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초벌 번역본을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대성 선임연구원의 자문

을 거쳐 한국어판 우울증상평가척도(KQIDS)를 완성하였다. 

완성된 번역본을 전문번역사가 역번역(back-translation)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 척도의 한국어판 번역 

작업은 원저자인 Rush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하였다.

KIDS30의 채점 방식은 총 30항목 중에서 28개의 항목에만 

응답(식욕 증가/식욕 감소, 체중 증가/체중 감소 항목에 대해 각

각 한 항목에만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항목당 0점에서 3

점까지의 동일한 배점으로 구성되어 있어 총점의 범위는 0점

에서 84점이다. KQIDS16의 채점은 16항목의 응답들을 9개의 

DSM-IV 진단 기준 영역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네 개의 수

면 관련 문항과 네 개의 식욕/체중 관련 문항 중 가장 높은 응

답점 하나만을 선택하고, 정신운동 지연/초조 항목 중 역시 가

장 높은 응답점 하나만을 선택하여 채점하도록 되어있으며 총

점의 범위는 0점에서 27점이다. 

비교측정도구

KIDS-C30 및 KQIDS-C16의 공존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한 비

교측정도구로 한글판 MADRS(K-MADRS)를, KIDS-SR30 및 

KQIDS-SR16의 공존 타당도를 평가하는 데는 한국판BDI(K-

BDI)를 이용하였다. 

연구도구의 훈련 및 적용

모든 대상군에 대한 면담은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전문의 또는 전공의에 의해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해당 전문의 

및 전공의들은 KIDS-C30, KQIDS-C16 및 K-MADRS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았고, 평가자들끼리 서로 면담을 시행하며 

척도들을 숙지함으로써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자료 분석

모든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19.0으로 분석하였다. 집

단 간 연령비교와 모든 척도 총점 평균의 비교는 T-검정을 이용

하였고, 성별, 결혼상태, 교육수준, 직업 유무, 정신과적 과거

력, 신체 질환, 정신과적 가족력 등 이 연구에 이용된 사회심리

학적 변인에 대한 집단 간 비교는 카이제곱검정을 이용하였다.

신뢰도 검증

KIDS-C30, KIDS-SR30, KQIDS-C16, KQIDS-SR16의 내적 일

관성 신뢰도 검증에는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s α coef-
ficient)와 교정된 총점-항목 상관계수(corrected item-total cor-
relation)를 이용하였다.

타당도 검증

KIDS-C30, KIDS-SR30, KQIDS-C16, KQIDS-SR16, K-MADRS 

및 K-BDI 간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Spearman 상관계수

를 이용하여 공존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요인 타당도는 주 성

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과 베리멕스 회

전(Varimax rotation)을 이용하여 우울증상의 요인 구조를 살

펴보았다. 요인 수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3개로 결정

하였다.36,39,43)

절단점수(Cut-off value) 도출

민감도와 위양성율을 변수로 한 수신자 조작 특성 곡선(re-
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ROC curve)을 이용

하여 곡선 아래 면적(area under the curve, AUC)을 산출하였

고, 민감도와 특이도를 고려하여 절단점수를 도출하였다.

결      과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징

평균 나이는 환자군은 40.8±13.0세였고 대조군은 39.9±

13.2세였다. 환자군 40명 가운데 남성 13명(32.5%), 여성 27명

(67.5%)이었고, 대조군 36명 중 남성 16명(44.4%), 여성 20명

(55.6%)으로 나이와 성비에 있어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직업 및 정신과적 과거병력에 있어서는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성별, 배우자와의 동거 여부, 교육 수준, 신체 

질환, 정신과적 가족력에서는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KIDS-C30, KIDS-SR30, KQIDS-C16, KQIDS-SR16, K- 

MADRS 및 K-BDI의 총점은 두 군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표 1).

내적 신뢰도

KIDS-C30, KIDS-SR30, KQIDS-C16 및 KQIDS-SR16의 

Cronbach alpha계수는 각각 0.96, 0.96, 0.92 및 0.92로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였다. 교정된 항목-총점간 상관관계(correct-
ed item-total correlation, rtot)를 살펴보면KIDS-C30은 거의 

모든 항목이 0.50을 넘어 총점과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나, 과

수면(rtot=0.04)의 경우 총점과의 상관성이 매우 낮았으며 기분 

변화(diurnal variation of mood), 위장관계 증상(constipa-
tion/diarrhea)도 총점과의 상관성이 낮은 편이었다. K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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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30의 경우 과수면(rtot=0.31)과 중기 불면(middle insomnia, 

rtot=0.34)을 제외한 항목들(rtot=0.52-0.87)이 총점과 높은 상관

성을 나타냈다(표 2). KQIDS-C16 및 KQIDS-SR16에서는 모든 

항목이 총점과 높은 상관관계(rtot=0.55-0.86)를 보였다(표 3).

공존 타당도

KIDS-C30, KIDS-SR30, KQIDS-C16, KQIDS-SR16, K-

MADRS 및 K-BDI의 총점들을 각각 비교하였을 때 모두 유의

미한 상관성(p＜0.001)을 보였다. KIDS-C30의 경우 같은 임상

가 평가척도인 K-MADRS(r=0.97, p＜0.001) 및 KQIDS-C16 

(r=0.97, p＜0.00)과의 상관성이 매우 높았고, 자가보고식 척

도인 KIDS-SR30(r=0.80, p＜0.001) 및 K-BDI(r=0.87, p＜ 

0.001)와의 상관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KIDS-SR30의 경우 

같은 자가보고식 척도인 K-BDI(r=0.86, p＜0.01)와의 상관성

이 임상가 평가척도인 K-MADRS(r=0.79, p＜0.001)에 비해 상

대적으로 높았다(표 4).

요인 타당도

우울증상의 요인 구조를 살펴보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을 시

행하고 베리멕스 회전을 시행한 결과 KIDS-C30의 경우 3개의 

요인이 전체 변량의 64.3%를 설명하였다. 요인 1은 전체 변량의 

34.1%를, 요인 2는 전체 변량의 21.8%를, 요인 3은 전체 변량의 

8.41%를 각각 설명하였다(표 5). KIDS-SR30에서는 3개의 요인

이 전체 변량의 64.4%를 차지하고 있는데 요인 1이 전체 변량

Table 1. Demographic and clinical features of samples

Characteristic
Total MDD group Control group

p*
N % N % N %

Age (mean±SD years) 40.4±13.0 40.8±13.0 39.9±13.2 0.756
Sex 76 40 36 0.347

Male 29 38.2 13 32.5 16 44.4
Female 47 61.8 27 67.5 20 55.6

Marital status 75 40 35 0.467
With spouse 49 65.3 28 70.0 21 60.0
Without spouse 26 34.7 12 30.0 14 40.0

Education 75 39 79 0.159
Middle school 9 12.0 5 12.8 5 13.9
High school 30 40.0 19 48.7 10 27.8
College or more 36 48.0 15 38.5 21 58.3

Job 70 37 33 ＜.001
No job 24 34.3 21 56.8 3 9.1
Temporary job 19 27.1 4 10.8 15 45.5
Regular staff 27 38.6 12 32.4 15 45.5

Psychiatric past history 75 39 36 ＜.001
Yes 19 25.3 17 43.6 2 5.6
No 56 74.7 22 56.4 34 94.4

Medical problems 69 33 36 0.811
Yes 30 43.5 15 45.5 15 41.7
No 39 56.5 18 54.5 21 58.3

Psychiatric family history 75 39 78 0.298
Yes 19 25.3 12 30.8 7 19.4
No 56 74.7 27 69.2 29 80.6

Scale score (mean±SD score)

KIDS-C30 26.7±20.0 39.0±15.4 7.7±6.8 ＜.001
KIDS-SR30 23.9±18.9 36.5±18.0 11.0±8.0 ＜.001
KQIDS-C16 9.2±7.9 15.5± 5.3 2.3±2.8 ＜.001
KQIDS-SR16 8.8±7.5 13.4± 7.3 4.0±3.7 ＜.001
K-MADRS 17.1±14.5 28.5±10.4 4.4±4.3 ＜.001

K-BDI 20.9±14.7 31.8±12.8 9.7±4.8 ＜.001

*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DD group and control group. MDD ： major depressive disorder, SD ： standard deviation, 
KIDS-C30 ： 30-item Korean Inventory of Depressive Symptomatology-Clinician-Rated, KIDS-SR30=30-item Korean Inventory of Depres-
sive Symptomatology-Self-report, KQIDS-C16 ： 16-item Korean Quick Inventory of Depressive Symptomatology-Clinician-Rated, KQ-
IDS-SR16 ： 16-item Korean Quick Inventory of Depressive Symptomatology-Self report, K-MADRS ： Korean Montgomery-Åsberg De-
pression Rating Scale, K-BDI ： Korean Beck Depression Inventory



윤지호 외：한글판 우울증상평가척도 표준화 ■ 135

의 30.6%를, 요인 2가 전체 변량의 27.4%를, 요인 3이 전체 변

량의 6.5%를 각각 설명하였다(표 6). 본 연구에서 나타난 KIDS-

C30 및 KIDS-SR30의 요인 구조는 요인 1(기분/인지/불안/신

체요인), 요인 2(식물/위장관계요인) 및 요인 3(수면요인)으

로 분류할 수 있어 기분/인지요인과 불안/신체요인이 각각 다른 

요인으로 분류되던 외국 연구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Table 2. Means (M), standard deviation (SD) and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s (rtot) for all KIDS-C30 and KIDS-SR30 items

Items
KIDS-C30 KIDS-SR30

M (SD) rtot α M (SD) rtot α
1. Initial insomnia 1.13 (1.32) 0.54 0.96 0.68 (1.03) 0.52 0.96
2. Middle insomnia 1.59 (1.31) 0.52 0.96 0.80 (0.93) 0.34 0.96
3. Early morning awakening 0.79 (1.20) 0.65 0.96 0.70 (1.09) 0.52 0.96
4. Sleeping too much 0.38 (0.66) 0.06 0.97 0.18 (0.45) 0.31 0.96
5. Feeling sad 1.15 (1.17) 0.82 0.96 0.84 (1.01) 0.87 0.96
6. Feeling irritable 1.15 (1.05) 0.73 0.96 0.68 (0.80) 0.65 0.96
7. Feeling anxious or tense 1.26 (1.08) 0.73 0.96 0.82 (1.00) 0.82 0.96
8. Reactivity of mood 0.85 (1.03) 0.81 0.96 0.59 (0.84) 0.81 0.96
9. Diurnal variation of mood 0.74 (0.93) 0.46 0.96 0.66 (0.75) 0.57 0.96

10. Quality of mood 1.13 (1.23) 0.82 0.96 1.02 (1.34) 0.73 0.96
11+12. Appetite disturbance 0.75 (0.96) 0.77 0.96 0.68 (0.98) 0.67 0.96
13+14. Weight disturbance 1.05 (1.28) 0.53 0.96 0.91 (1.22) 0.69 0.96
15. Concentration/decision-making 1.16 (1.04) 0.82 0.96 0.95 (0.99) 0.83 0.96
16. Self criticism and blame 0.98 (1.12) 0.81 0.96 0.80 (1.09) 0.66 0.96
17. Future pessimism 1.21 (1.10) 0.82 0.96 1.05 (0.83) 0.74 0.96
18. Suicidal thoughts 0.80 (1.05) 0.72 0.96 0.36 (0.78) 0.75 0.96
19. Interest in people/activities 1.05 (1.16) 0.83 0.96 0.64 (1.04) 0.78 0.96
20. Energy/fatigability 1.18 (0.85) 0.86 0.96 0.82 (0.87) 0.76 0.96
21. Pleasure or enjoyment (not sex) 0.93 (1.12) 0.86 0.96 0.61 (0.90) 0.87 0.96
22. Interest in sex 1.15 (1.18) 0.72 0.96 0.57 (0.93) 0.59 0.96
23. Psychomotor retardation 0.64 (0.80) 0.70 0.96 0.39 (0.69) 0.74 0.96
24. Psychomotor agitation 0.51 (0.81) 0.68 0.96 0.61 (0.95) 0.86 0.96
25. Aches and pains 0.87 (0.83) 0.61 0.96 0.77 (0.86) 0.63 0.96
26. Sympathetic arousal 0.77 (0.78) 0.82 0.96 0.75 (0.75) 0.74 0.96
27. Panic/phobic symptoms 0.36 (0.68) 0.61 0.96 0.59 (0.76) 0.55 0.96
28. Constipation/diarrhea 0.69 (0.83) 0.40 0.96 0.73 (0.82) 0.63 0.96
29. Interpersonal sensitivity 0.90 (1.06) 0.66 0.96 0.70 (0.93) 0.66 0.96
30. Leaden paralysis/physical energy 1.31 (1.10) 0.83 0.96 1.25 (1.01) 0.81 0.96
M ： means, SD ： standard deviation, rtot ：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s, KIDS-C30 ： 30-item Korean Inventory of Depressive Symp-
tomatology-Clinician-Rated, KIDS-SR30 ： 30-item Korean Inventory of Depressive Symptomatology-Self-report, α ： Cronbach’s alpha 
coefficienct

Table 3. Means (M), standard deviation (SD) and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s (rtot) for all KQIDS-C16 and KQIDS-SR16 items

Items
KQIDS-C16 KQIDS-SR16

M (SD) rtot α M (SD) rtot α

1-4. Sleep disturbance* 2.03 (1.10) 0.55 0.93 1.63 (1.13) 0.60 0.92
5. Sad mood 1.15 (1.15) 0.78 0.91 1.05 (1.11) 0.82 0.91

11-14. Appetite or weight change† 1.34 (1.27) 0.63 0.92 1.34 (1.29) 0.62 0.93
15. Concentration 1.14 (1.01) 0.79 0.91 1.07 (1.01) 0.74 0.92
16. Self-outlook 0.98 (1.10) 0.80 0.91 1.02 (1.12) 0.73 0.92
18. Suicidal ideation 0.89 (1.09) 0.62 0.92 0.63 (1.03) 0.71 0.92
19. Involvement 1.08 (1.14) 0.83 0.91 0.76 (1.06) 0.77 0.91
20. Energy/fatigability 1.21 (0.84) 0.84 0.91 0.97 (0.91) 0.75 0.91
23-24. Psychomotor changes‡ 0.82 (0.88) 0.79 0.91 0.97 (1.07) 0.86 0.91

* ： Highest score on items 1, 2, 3 and 4, † ： Highest score on items 11, 12, 13 and 14, ‡ ： Highest score on items 23 and 24. M ：  
means, SD ： standard deviation, rtot ：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s, KQIDS-C16 ： 16-item Korean Quick Inventory of Depressive 
Symptomatology-Clinician-Rated, KQIDS-SR16 ： 16-item Korean Quick Inventory of Depressive Symptomatology-Self report, α ： Cron-
bach’s alpha coefficient



136 ■ J of Kor Soc for Dep and Bip Disorders 2012;10:131-151

KQIDS-C16와 KQIDS-SR16로 평가한 우울증의 요인으로

는 두 척도 모두에서 1개의 요인만이 도출되었으며 전체 변량

의 64.4%와 63.6%를 각각 설명하였다(표 7).

곡선 아래 영역과 절단 점수

민감도와 위양성율을 두 축으로 하는 수신자 조작 특성 곡

선(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을 이용하여 산출

Table 4. Correlation of total scores of each scales

KIDS-C30 KIDS-SR30 KQIDS-C16 KQIDS-SR16 K-MADRS K-BDI
KIDS-C30 1
KIDS-SR30 0.80* 1
KQIDS-C16 0.97* 0.75* 1
KQIDS-SR16 0.69* 0.97* 0.71* 1
K-MADRS 0.97* 0.79* 0.94* 0.71* 1
K-BDI 0.87* 0.86* 0.80* 0.83* 0.85* 1

* ： p-value＜0.001. KIDS-C30 ： 30-item Korean Inventory of Depressive Symptomatology-Clinician Rated, KIDS-SR30 ： 30-item Kore-
an Inventory of Depressive Symptomatology-Self-report, KQIDS-C16 ： 16-item Korean Quick Inventory of Depressive Symptomatol-
ogy-Clinician-Rated, KQIDS-SR16 ： 16-item Korean Quick Inventory of Depressive Symptomatology-Self report, K-MADRS ： Korean 
Montgomery-Åsberg Depression Rating Scale, K-BDI ： Korean Beck Depression Inventory

Table 5. Factor pattern for PCA for the KIDS-C30

KIDS-C30 Items
Factor

Rush et al (1996)*
1 2 3

1. Initial insomnia 0.15 0.56 0.53 2
2. Middle insomnia 0.51 0.06 0.52† 2
3. Early morning awakening 0.53 0.23 0.63 3
4. Sleeping too much 0.26 0.08 -0.73 3
5. Feeling sad 0.75 0.40 0.08 1
6. Feeling irritable 0.77 0.22 0.11 1
7. Feeling anxious or tense 0.54† 0.52 0.18 2
8. Reactivity of mood 0.66 0.49 0.16 1
9. Diurnal variation of mood 0.27 0.31 0.40† -

10. Quality of mood 0.73 0.38 0.21 1
11+12. Appetite disturbance 0.51 0.59† 0.21 3
13+14. Weight disturbance 0.24 0.59† 0.12 3
15. Concentration/decision-making 0.62 0.65† -0.11 1
16. Self criticism and blame 0.56 0.67† 0.03 1
17. Future pessimism 0.67 0.51 0.07 1
18. Suicidal thoughts 0.71 0.24 0.21 1
19. Interest in people/activities 0.66 0.51 0.17 1
20. Energy/fatigability 0.66 0.63 -0.03 1
21. Pleasure or enjoyment (not sex) 0.75 0.47 0.08 1
22. Interest in sex 0.73 0.19 0.29 1
23. Psychomotor retardation 0.57 0.49 -0.07 1
24. Psychomotor agitation 0.33 0.67 0.24 2
25. Aches and pains 0.47† 0.34 0.32 2
26. Sympathetic arousal 0.61† 0.47 0.38 2
27. Panic/phobic symptoms 0.75† 0.04 0.16 2
28. Constipation/diarrhea -0.01 0.71 0.10 2
29. Interpersonal sensitivity 0.70 0.30 -0.12 1
30. Leaden paralysis/physical energy 0.64† 0.60 0.02 3

% Variance account for 34.1% 21.8% 8.4%
Total 64.3%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with varimax rotation in total samples. * ： Components on which each item had its highest loading 
in PCA results by Rush et al (1996), † ： The item loads on a different component in the study by Rush et al. CA ： Principle Compo-
nent Analysis, KIDS-C30 ： 30-item Korean Inventory of Depressive Symptomatology-Clinician-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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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Factor pattern for PCA for the KIDS-SR30

KIDS-SR30 Items
Factor

Rush et al (1996)*
1 2 3

1. Initial insomnia 0.33 0.48† -0.35 3
2. Middle insomnia 0.21 0.36 -0.54 3
3. Early morning awakening 0.24 0.55† -0.17 3
4. Sleeping too much 0.21 0.18 0.73 3
5. Feeling sad 0.71 0.52 0.17 1
6. Feeling irritable 0.78† 0.19 -0.05 2
7. Feeling anxious or tense 0.71† 0.50 -0.09 2
8. Reactivity of mood 0.69 0.47 0.12 1
9. Diurnal variation of mood 0.09 0.77† -0.04 -

10. Quality of mood 0.58 0.48 0.04 1
11+12. Appetite disturbance 0.30 0.70† 0.10 1
13+14. Weight disturbance 0.27 0.76† 0.02 1
15. Concentration/decision-making 0.59 0.61 0.08 2
16. Self criticism and blame 0.40 0.60† -0.08 1
17. Future pessimism 0.63 0.43 0.26 1
18. Suicidal thoughts 0.35 0.73† 0.19 1
19. Interest in people/activities 0.62 0.48 0.38 1
20. Energy/fatigability 0.70 0.37 0.37 1
21. Pleasure or enjoyment (not sex) 0.72 0.50 0.28 1
22. Interest in sex 0.28 0.61† -0.09 1
23. Psychomotor retardation 0.40 0.70 -0.08 2
24. Psychomotor agitation 0.63† 0.61 0.13 2
25. Aches and pains 0.76† 0.19 -0.22 2
26. Sympathetic arousal 0.88† 0.18 0.05 2
27. Panic/phobic symptoms 0.70† 0.15 -0.27 2
28. Constipation/diarrhea 0.19 0.73 0.29 2
29. Interpersonal sensitivity 0.66† 0.31 0.05 2
30. Leaden paralysis/physical energy 0.59† 0.56 0.21 2

% Variance account for 30.6% 27.4% 6.5%
Total 64.4%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with varimax rotation in total samples. * ： Components on which each item had its highest loading 
in PCA results by Rush et al (1996), † ： The item loads on a different component in the study by Rush et al. PCA ： Principle Compo-
nent Analysis, KIDS-SR30 ： 30-item Korean Inventory of Depressive Symptomatology-Self report

Table 7. Factor pattern for PCA for the KQIDS-C16 and KQIDS-SR16

KQIDS16 Items
KQIDS-C16 KQIDS-SR16

Factor 1 Factor 1

1-4. Sleep disturbance* 0.62 0.67
5. Sad mood 0.83 0.87

11-14. Appetite or weight change† 0.70 0.90
15. Concentration 0.85 0.80
16. Self-outlook 0.86 0.79
18. Suicidal ideation 0.69 0.78
19. Involvement 0.88 0.84
20. Energy/fatigability 0.89 0.82
23-24. Psychomotor changes‡ 0.85 0.69
% Variance account for 64.4 63.6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with varimax rotation in total samples. * ： Highest score on items 1, 2, 3 and 4, † ： Highest score on items 
11, 12, 13 and 14, ‡ ： Highest score on items 23 and 24. PCA ：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KQIDS-C16 ： 16-item Korean Quick Inven-
tory of Depressive Symptomatology-Clinician-Rated, KQIDS-SR16 ： 16-item Korean Quick Inventory of Depressive Symptomatology-Self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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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곡선 아래 영역(area under the curve, AUC)은 KIDS-C30 

및 KQIDS-C16(0.972 및 0.974, p＜0.001)가 K-MADRS(0.973, 

p＜0.001)와 비슷하였고, KIDS-SR30 및 KQIDS-SR16(0.903 

및 0.905, p＜0.001)은K-BDI(0.953, p＜0.001)보다는 낮은 값을 

나타냈다(표 8).

각 절단점수에서의 민감도와 특이도, 위양성율을 조사하여 

척도별 최적 절단점수를 산출하였다. 일반적으로 민감도가 특

이도보다 높아야 하고 위양성율이 가능한 낮아야 하는 최적 절

단점수의 기준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의 KIDS-C30 및 

KIDS-SR30의 최적 절단점수는 각각 19점과 18점, KQIDS-C16 

및 KQIDS-SR16의 최적 절단점수는7점이었다(표 9).

고      찰

이 연구에서는 척도 표준화를 위해 연령 짝짓기를 통해 주요

우울장애 환자군 40명과 건강대조군 36명 등 총 76명을 분석

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에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

은 직업의 유무였다.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무직의 비율이 높았

는데, 우울증 발병 이후에 실직하거나 장기 휴직 상태인 경우가 

적지 않아 보다 정확한 유의성 검증을 위해서는 우울증의 발병 

시점과 무직 시점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KIDS-C30, KIDS-

SR30, KQIDS-C16, KQIDS-SR16에서 0.92~0.96로 매우 높았

다. 이전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1986년 Rush 등은 IDS-C28, 

IDS-SR28의 내적 신뢰도를 0.85, 0.88로 보고하였고,15) 1996년 

Rush 등의 연구에서IDS-C30, IDS-SR30의 내적 신뢰도는 각각 

0.94로 보고되었다.39) 독일어판 IDS 타당도 연구에서는 IDS-

C30, IDS-SR30이 각각 0.93, 0.94로 이번 연구 결과와 비슷한 수

치를 보였다.42)

개별 항목의 교정된 항목-총점간 상관관계는 대부분 통계

적으로 유의미했으나 과수면 항목은 KIDS-C30, KIDS-SR30에

서 각각 0.06, 0.31로 총점과의 상관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

다. 과수면의 경우 타 연구들에서도 총점과의 상관성이 떨어지

는 결과들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는데,15,42) 이것은 과수면이 

비전형적 우울 증상이면서 증상의 발현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

일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과수면 항목이 수면 변화(sleep dis-

Table 8. Area under the curve

Area Asymptotic Sig.*

KIDS-C30 0.972 ＜0.001

KIDS-SR30 0.903 ＜0.001

KQIDS-C16 0.974 ＜0.001

KQIDS-SR16 0.905 ＜0.001

K-MADRS 0.973 ＜0.001

K-BDI 0.953 ＜0.001

*Null hypothesis : true area=0.5. KIDS-C30 ： 30-item Korean Inven-
tory of Depressive Symptomatology-Clinician Rated, KIDS-SR30 ： 30-
item Korean Inventory of Depressive Symptomatology-Self-report, 
KQIDS-C16 ： 16-item Korean Quick Inventory of Depressive Symp-
tomatology-Clinician Rated, KQIDS-SR16 ： 16-item Korean Quick In-
ventory of Depressive Symptomatology-Self report, K-MADRS ： Ko-
rean Montgomery-Åsberg Depression Rating Scale, K-BDI ： 

Korean Beck Depression Inventory

Table 9. Cut-off points and it’s diagnostic validities of each scales

Scale Cut-off score Sensitivity (TP* rate, %) Specificity (TN† rate, %) False positive (1-Specificity, %)

16 91.7 84.6 15.4
18 88.9 84.6 15.4

KIDS-C30 19 88.9 88.5 11.5
21 88.9 92.3 7.7
22 88.9 96.2 3.8
15 88.9 73.1 26.9
16 86.1 73.1 26.9

KIDS-SR30 18 83.3 76.9 23.1
19 80.6 76.9 23.1
20 77.8 76.9 23.1

5 94.4 73.1 26.9
6 91.7 76.9 23.1

KQIDS-C16 7 91.7 80.8 19.2
8 91.7 92.3 7.7
9 91.7 96.2 3.8
5 91.7 65.4 34.6
6 88.9 69.2 30.8

KQIDS-SR16 7 83.3 73.1 26.9
8 80.6 80.8 19.2
9 75.0 80.8 19.2

* ： True positive,† ： True negative. KIDS-C30 ： 30-item Korean Inventory of Depressive Symptomatology-Clinician-Rated, KIDS-SR30 ： 

30-item Korean Inventory of Depressive Symptomatology-Self-report, KQIDS-C16 ： 16-item Korean Quick Inventory of Depressive 
Symptomatology-Clinician-Rated, KQIDS-SR16 ： 16-item Korean Quick Inventory of Depressive Symptomatology-Self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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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bance) 영역으로 포함된 KQIDS16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항

목-총점간 상관성이 0.55~0.86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Trivedi 등의 연구 결과34)와 유사하다.

스피어만 상관계수(Spearman’s coefficient)를 이용하여 공

존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임상가 평가척도 간 상관계

수가 0.94~0.97이었고 자가보고식 척도간 상관계수가 0.83~ 

0.97로 임상가 평가-자가보고식 척도 간 상관계수인 0.69~ 0.87

보다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모든 척도들 간 상관성은 유의한 

수준이었다. 일반적으로 임상가 평가척도와 자가보고식 척도

간 상관 관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연구에서

는 임상가 평가-자가보고식 척도 간 공존 타당도가 중등도 이

상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요인 타당도 분석을 위해 주성분 분석을 시행

하면서 요인 수를 3개로 결정하였다. 기존의 이론적 근거가 명

확하지 않을 때 요인 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고유값(ei-
genvalue) 1 이상인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는 방식과 스크리 도

표(Scree plot)를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IDS의 경우 요인 

구조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들이 비교적 명확하여 요인 수

를 사전에 결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기존의 IDS 요인 구조 연구

를 살펴보면, 1986년 Rush 등은 기분/인지요인, 불안/건강염려

요인, 내생증상요인 및 비전형적 특징요인으로 이루어진 4 요

인 구조를 제안하였고,32) 1996년 Rush 등은 인지/기분요인, 불

안/각성요인, 수면요인으로 구성된 3요인 구조를 발표하였다.44) 

2010년 Wardenaar 등과 2011년 Gili 등도 기분/인지요인, 불

안/신체요인, 수면요인의 3요인 구조를 주장하였다.36,45) 2004년 

Trivedi 등이 1요인 구조34)를, 2006년 Bernstein 등이 2요인 구

조46)를 발표하기도 하였는데, 상기 요인 구조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에서는 Rush 등

의 3요인 구조 모델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CFI=0.95, 

RMSEA=0.056, AIC=684.70).45) 이번 연구에서는 기분, 인지 항

목뿐 아니라 다른 연구들에서 별도의 요인으로 분류되던 불안, 

신체 항목까지 요인 1(기분/인지/불안/신체요인)에 포함되었고, 

식욕 및 체중 변화, 위장관계 항목 등이 요인 2(식물/위장관계 

요인)로 분류된 것이 기존 연구들과 다른 특징이며, 이는 기존 

연구들이 이루어진 유럽, 미국 등과는 다른 인종 및 문화적 특

성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수면 관련 항목들은 요인3(수면

요인)으로 분류되어 기존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KIDS-C30의 경우 세 요인이 총 분산의 64.3%를, KIDS-SR30 

역시 세 요인에 의해 총 분산의 64.4%가 설명되고 있어 적절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KIDS-C16과 KIDS-SR16의 요인 분석은 

기존 연구들의 이론적 토대가 명확하지 않아 사전에 요인 수를 

결정하지 않고 고유값 1 이상인 요인들을 포함하는 방식을 이

용하였다. KIDS-C16과 KIDS-SR16모두 한 개의 요인만이 추출

되었고 각각 64.4%와 63.6%의 총 분산을 설명하고 있어 이 역

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특히 KIDS-C16 및 KIDS-SR16

은 DSM-IV에서의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이루는 증상들만을 

따로 모아놓은 평가 도구라는 점에서 볼 때, 척도를 구성하는 

항목들이 단일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은 이 평가 척도

가 주요우울장애 증상들을 잘 반영해 줄 수 있다는 것과 주요

우울장애를 이루는 증상들이 서로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평가척도의 신뢰도, 타당도만을 검증하기 위해서

는 환자군 분석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절단점수 

도출을 위해 대조군을 참여시켰다. 정상집단의 반응기준 없이

는 임상집단이 보인 점수가 어느 정도의 우울을 보이는지 비교 

해석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절단 점수의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상 집단의 점수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민감도와 

특이도, 위양성율을 이용하여 도출한 최적의 절단점수는 KIDS-

C30과 KIDS-SR30은 각각 19점과 18점이었으며, KQDS-C16

과 KQIDS-SR16은 7점이었다. 1996년 Rush 등의 연구에서는 

IDS-C30와 IDS-SR30의 절단점수는 각각 13점과 18점으로 자

가보고식 척도의 절단점수가 더 높았다.39)

IDS는 기존에 사용되던 다른 평가척도들과는 다르게 환자 

본인의 직접적인 보고를 통한 주관적 불편감과 정신과 의사 

혹은 임상심리사와의 면담을 통한 증상의 객관적 측정이 가능

하며, 자극감수성(irritability), 불안(anxiety) 등 우울증에 흔

히 동반되는 증상 및 식욕/수면 증가와 같은 비전형적 증상이

나 멜랑꼴리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03년도에 발표된 QIDS16에 대한 표준화 연구33)에서 

QIDS-SR16은 IDS-SR30 및 HRSD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상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보여주었고, 다른 척도들과 높은 공존 

타당도를 나타냈다. 자가보고식 척도는 환자의 주관적인 느낌

에 의존하기 때문에 연령, 학력수준, 인격성향, 성별과 같은 환

자의 특성에 따라 점수가 달라진다는 단점이 지적되어 왔는데 

2006년 연구에서는 IDS-C와 IDS-SR 뿐 아니라 QIDS-C와 

QIDS-SR도 우울 증상의 반응(response)과 관해(remission)

를 분류하는 데 있어 상당부분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35)

이 연구의 장점은 환자군 뿐만 아니라 정상 대조군을 참여시

켜 우울증 진단을 위한 절단점수를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한 대상을 한 명의 평가자만이 

평가하였기 때문에 평가자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에 

대해서는 검증할 수 없었다는 점과 비교적 적은 수의 대상군을 

이용한 연구라는 점이며,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결      론

한국어판으로 제작된 우울증상평가척도는 적절한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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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신뢰도 및 공존 타당도를 보여주었고, 요인 구조 또한 적

절한 수준으로 향후 국내에서 시행되는 우울증 임상연구 및 

실제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뢰성 있고 타당한 척도임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6항목으로 구성된 단축판 우

울증상평가척도 역시 주요우울장애를 진단하고 평가하는데 

유용한 도구임을 보여주었다. 다만, 좀 더 큰 집단을 대상으로 

기존 연구와 차이를 보였던 요인 구조 및 이 연구에서 검증하

지 못한 평가자간 신뢰도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중심 단어 : 우울증상평가척도·타당도·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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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우울증상 평가 척도(임상 평가자용)
KOREAN INVENTORY OF DEPRESSIVE SYMPTOMATOLOGY 

(CLINICIAN-RATED)(KIDS-C) 

환자이름:                                 검사자 :                                 시행일:             년        월        일 

다음 각 문항에서 당신의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보기를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 초기 불면증(입면시 불면증)

0) (일주일 내내) 30분 안에 잠들었다.

1) 잠드는 데 30분 이상 걸리는 날이 일주일 중 절반 이하이다.

2) 잠드는 데 30분 이상 걸리는 날이 일주일 중 절반 이상이다.

3) 잠드는 데 1시간 이상 걸리는 날이 일주일 중 절반 이상이다.

2. 중기 불면증(수면 중, 심야 불면증)

0) 밤에 깨는 일 없이 잠을 잘 잔다.

1) 초조하거나 불안하여 선잠을 자지만 깨는 일은 거의 없다.

2) 밤에 적어도 한 번은 깨지만 쉽게 다시 잠이 든다.

3) 밤에 한 번 이상 깨며, 다시 잠드는 데 20분 이상 걸리는 날이 일주일 중 절반 이상이다.

3. 후기 불면증(이른 아침 불면증) 

0) 평소 기상 시각보다 30분 전에 깨는 날이 일주일 중 절반 이하이다.

1) 평소 기상 시각보다 30분 이상 일찍 깬 날이 일주일 중 절반 이상이다.

2) 평소 기상 시각보다 적어도 1시간 이상 일찍 깬 날이 일주일 중 절반 이상이다.

3) 평소 기상 시각보다 적어도 2시간 이상 일찍 깬 날이 일주일 중 절반 이상이다.

4. 수면과다증 

0) 낮잠은 자지 않고, 밤에 7~8시간 이하로 잔다.

1) 낮잠을 포함하여 하루에 8~10시간쯤 잔다.

2) 낮잠을 포함하여 하루에 10~12시간쯤 잔다.

3) 낮잠을 포함하여 하루에 12시간 넘게 잔다.

5. 기분(슬픔) 

0) 슬프지 않다. 

1) 슬픈 날이 일주일 중 절반 이하이다.

2) 슬픈 날이 일주일 중 절반 이상이다.

3) 항상 큰 슬픔에 잠겨 있다.

6. 기분(과민함/짜증이 쉽게 남) 

0) 과민하지 않다. 

1) 과민한 날이 일주일 중 절반 이하이다.

2) 과민한 날이 일주일 중 절반 이상이다.

3) 늘 심한 과민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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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분(불안함/근심스러움) 

0) 불안해하거나 긴장하지 않는다.

1) 불안해하거나 긴장하는 날이 일주일 중 절반 이하이다.

2) 불안해하거나 긴장하는 날이 일주일 중 절반 이상이다.

3) 항상 극도로 불안해하거나 긴장한다.

8. 기분(감정)의 반응성 

0) 좋은 일이 생기면 평소처럼 기분이 좋아지고 그 기분이 몇 시간 지속된다.

1) 좋은 일이 생기면 기분이 좋아지기는 하지만 평소처럼 좋아지지는 않는다.

2) 바라던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도 그 중 일부만이 기분을 좋게 할 뿐이다.

3) 아주 좋은 일이나 간절히 바라던 일이 이루어져도 전혀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다.

9. 기분(감정)의 변화 

0) 하루의 주기와 기분 사이에 규칙적인 관련이 없다.

1) 기분이 주변 상황(예 혼자 있을 때, 일을 할 때)에 따라 변하며, 하루의 주기와 관련이 있다.

2) 일주일 내내 주변 사건에 따라 기분이 변하기 보다는 하루의 주기에 따라 기분이 변한다.

3) 매일 특정한 시간이 되면 기분이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을 분명하게 예상할 수 있다. 

※(1, 2, 3에 표시한 경우 아래질문(9A와 9B)에 대해서도 환자에게 질문해서 답해주세요.)

9A. 기분은 특히 [아침, 오후, 밤]에 나빠진다.

(셋 중에 해당되는 시간에 표시하십시오.)

9B. 기분이 환자의 주변 환경에 따라 변합니까?

(그렇다/아니다)

10. 기분의 질 

0) 애도반응 정도의 슬픈 기분이며, 슬픈 기분이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다.

1) 애도반응 정도의 슬픈 기분과 비슷하지만 이보다 좀 더 불안해하거나 훨씬 더 긴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2)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슬픔, 즉 애도반응과는 질적으로 다른 슬픔에 잠겨 있는 날이 일주일 중 절반

이하이다.

3) 거의 항상 애도반응과는 질적으로 다른 큰 슬픔 속에 잠겨 있다.

※(11번과 12번 중 한 문항에만 답해 주십시오.)

11. 식욕 감소 

0) 평소 식욕과 다름없다.

1) 평소보다 먹는 횟수나 양이 조금 줄었다.

2) 평소보다 먹는 양이 훨씬 줄었으며, 노력해야만 먹을 정도로 식욕이 없다.

3) 식욕이 없어 하루 종일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주변에서 설득하거나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해야만 먹을 정도이다.

12. 식욕 증가 

0) 평소 식욕과 다름없다.

1) 평소보다 자주 먹고 싶다.

2) 평소보다 훨씬 자주 먹거나 먹는 양이 더 많다.

3) 식사나 간식 때마다 과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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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과 14번 중 한 문항에만 답해 주십시오.)

13. 지난 2주 동안의 체중 감소 

0) 체중 변화가 없다.

1) 체중이 조금 준 것 같다./1 kg 미만으로 체중이 준 것 같다.

2) 1 kg 이상 체중이 줄었다.

3) 2 kg 이상 체중이 줄었다.

14. 지난 2주 동안의 체중 증가 

0) 체중 변화가 없다.

1) 체중이 조금 는 것 같다./1 kg 미만으로 체중이 는 것 같다.

2) 1 kg 이상 체중이 늘었다.

3) 2 kg 이상 체중이 늘었다.

15. 집중력/판단력 

0) 집중력과 결단력은 평소와 같다.

1) 가끔씩 우유부단하게 행동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2) 매 순간 결정을 내리거나 집중하는 것이 힘들다.

3) 책을 읽지 못할 만큼 집중이 안 되며, 사소한 결정조차 내릴 수 없다.

16. 현재의 모습(자기 자신) 

0) 자신을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평소보다 더 많이 자책한다. 

2) 주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킨다고 믿는다.

3) 자신의 크고 작은 결점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자책한다.

17. 미래의 모습 

0) 평소처럼 미래를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1) 가끔 미래를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만, 이런 생각은 다른 사람들이나 사건들로 떨쳐낼 수 있다.

2) 가까운 미래를 대체로 비관적으로 생각한다.

3) 자신의 미래에는 전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18. 자살 의도 

0) 평소에 자살이나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 

1) 삶을 공허해하거나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2) 몇 분 동안 자살이나 죽음을 생각한 적이 일주일 중에 여러 번 있다.

3) 하루에도 여러 번 자살이나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또는 자살을 시도한 적

이 있다.

19. 참여 활동 

0) 일상 활동과 주위에 대한 관심이 평소와 같다.

1) 일상 활동과 주위에 대한 관심이 평소보다 줄었다.

2) 평소의 관심사 가운데 한두 가지에만 흥미를 느낄 뿐이다.

3) 이전부터 해 오던 활동들에 전혀 관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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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활력/피로감 

0) 평소처럼 활기차다.

1)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진다.

2) 평소보다 많이 노력해야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3) 기운이 없어서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21. 기쁨/즐거움(성적 활동은 배제) 

0) 유쾌한 활동을 하면 평소와 같은 즐거움을 느낀다.

1) 유쾌한 활동을 해서 얻는 즐거움이 평소 같지 않다.

2) 어떤 활동을 해도 좀처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3) 어떤 일에도 기쁨이나 즐거움을 전혀 느낄 수 없다.

22. 성(性)적 관심 

0) 성(性)에 대한 흥미나 성적 쾌감이 평소와 같다.

1) 성(性)에 대한 흥미가 평소와 거의 비슷하고, 성적 쾌감을 약간 느낀다.

2) 성(性)적 욕구가 거의 없거나, 성적 쾌감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3) 성(性)에 대한 흥미나 성적 쾌감이 전혀 없다.

23. 정신운동 지연 

0) ‘생각, 몸짓, 말’의 속도가 평소와 같다. 

1) 환자가 생각이 느려졌다고 말하며, 목소리의 음조는 감소되었다.

2) 대부분의 질문에 답하는데 몇 초가 걸린다; 환자가 생각이 느려졌다고 말한다. 

3) 강하게 독려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질문에 거의 반응이 없다.

24. 정신운동 초조 

0) 생각이나 몸짓이 빨라지거나 와해되지 않는다.

1) 안절부절못하여 손을 비틀고 자세를 자주 바꾼다.

2) 마음이 불안정해져서 돌아다니고 싶은 충동을 표현하거나 실제로 돌아다닌다.

3) 한곳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며, 움직이지 말라고 해도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25 신체화 증상 호소 

0) 팔다리가 무겁거나 몸에 아픈 곳이 없다.

1) 가끔 두통, 복통, 요통, 관절통 등을 호소하지만 무력해질 정도는 아니다.

2) 위의 통증이 거의 항상 있다고 호소한다. 

3) 위의 통증 때문에 기능적인 장애가 생겼다.

26. 교감신경계 항진 

0) 심계항진, 진전, 시야 혼탁, 이명 또는 발한 증가, 호흡 곤란, 열감, 냉감, 흉통 등이 없다. 

1) 위의 증상들이 가볍게 가끔씩 나타난다.

2) 위의 증상들이 중등도로 나타나는 날이 일주일 중 절반 이상이다.

3) 위의 증상 때문에 기능적인 장애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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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공황/공포 증상 

0) 공황이나 공포 증상 중에 어느 것도 없다.

1) 가벼운 공황이나 공포 증상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행동이 변화되거나 무력해질 정도는 아니다.

2) 행동을 변화시킬 만큼 꽤 심한 공황이나 공포 증상이 있지만 무력해질 정도는 아니다.

3) 무력하게 만드는 공황삽화, 또는 규칙적이고 뚜렷한 회피행동이 나타나는 심한 공포 증상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있다.

28. 위장 관계 증상  

0) 배변 활동이 평소와 같다.

1) 가끔 가벼운 변비나 설사가 있다.

2) 거의 항상 변비나 설사가 있지만 기능적 장애는 없다.

3) 치료가 필요하거나 기능적인 장애를 유발하는 변비나 설사가 가끔 있다.

29 대인 관계 민감성 

0) 타인에게서 거절, 모욕, 비난 또는 상처를 받았다고 느낀 적이 전혀 없다.

1) 때때로 타인에게서 거절, 모욕, 비난 또는 상처를 받았다는 느낌을 갖는다.

2) 자주 타인에게서 거절, 모욕, 비난 또는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지만, 사회적/직업적 기능에는 약간의 영향만 끼친다.

3) 자주 타인에게서 거절, 모욕, 비난 또는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며, 그 때문에 사회적/직업적 기능에 장애가 있다.

30. 납굴성 마비/신체적 활력  

0) 몸이 무겁거나 활력이 없다고 느끼지 않는다.

1) 때때로 몸이 무겁거나 활력이 없다고 느끼지만 일, 학업, 또는 일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은 끼치지 않는다.

2) 몸이 무겁거나 활력이 없다고 느끼는 날이 일주일 중 절반 이상이다.

3) 몸이 무겁거나 활력이 없다고 느낄 때가 거의 대부분, 일주일에 여러 번, 하루에 몇 시간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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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우울증상 평가 척도(자가 보고식)
KOREAN INVENTORY OF DEPRESSIVE SYMPTOMATOLOGY 

(SELF-REPORT)(KIDS-SR) 

환자이름:                                 검사자 :                                 시행일:             년        월        일 

다음 각 문항에서 당신의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보기를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 잠들기(수면 초기) 

0) (일주일 내내) 30분 안에 잠들었다.

1) 잠드는 데 30분 이상 걸리는 날이 일주일 중 절반 이하이다.

2) 잠드는 데 30분 이상 걸리는 날이 일주일 중 절반 이상이다.

3) 잠드는 데 1시간 이상 걸리는 날이 일주일 중 절반 이상이다.

2. 잠자는 동안에 깸(밤잠, 수면 중기) 

0) 밤에 깨는 일 없이 잠을 잘 잔다.

1) 매일 밤 잠깐씩 잠을 깨며, 불안정한 선잠을 잔다. 

2) 밤에 적어도 한번은 깨지만 곧바로 잠이 든다.

3) 밤에 한 번 이상 깨며, 다시 잠드는 데 20분 이상 걸리는 날이 일주일 중 4일 이상이다.

3. 너무 일찍 깸(새벽잠, 수면 후기) 

0) 평소 기상 시각보다 30분 전에 잠을 깬 적이 없다.

1) 평소 기상 시각보다 30분 이상 일찍 잠을 깬 날이 일주일 중 절반 이상이다.

2) 평소 기상 시각보다 적어도 1시간 이상 일찍 잠을 깨지만 다시 잠이 든다.

3) 평소 기상 시각보다 적어도 1시간 이상 일찍 잠을 깬 후 다시 잠들지 못한다.

4. 지나친 수면 

0) 낮잠을 자지 않고 밤에 7~8시간 이하로 잔다.

1) 낮잠을 포함하여 하루에 10시간쯤 잔다. 

2) 낮잠을 포함하여 하루에 12시간쯤 잔다.

3) 낮잠을 포함하여 하루에 12시간 넘게 잔다.

5. 슬픈 느낌(슬픔) 

0) 슬프지 않다. 

1) 슬픈 날이 일주일 중 절반 이하이다.

2) 슬픈 날이 일주일 중 절반 이상이다.

3) 항상 슬프다. 

6. 짜증 남 

0) 짜증이 나지 않는다. 

1) 짜증나는 날이 일주일 중 절반 이하이다.

2) 짜증나는 날이 일주일 중 절반 이상이다.

3) 항상 짜증이 심하게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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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불안감 또는 긴장감 

0) 불안해하거나 긴장하지 않는다.

1) 불안해하거나 긴장하는 날이 일주일 중 절반 이하이다.

2) 불안해하거나 긴장하는 날이 일주일 중 절반 이상이다.

3) 항상 극도로 불안해하거나 긴장한다.

8. 좋은 일 또는 바라던 일에 대한 당신의 반응 

0) 좋은 일이 생기면 평소처럼 기분이 좋아지고, 그 기분이 몇 시간 지속된다.

1) 좋은 일이 생기면 기분이 좋아지기는 하지만 평소 같지는 않다.

2) 바라던 일이 이루어져도 기분이 조금 좋아질 뿐이다.

3) 아주 좋은 일이나 간절히 바라던 일이 이루어져도 전혀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다.

 

9. 하루 중의 주기와 기분의 연관성 

0) 하루 중의 주기와 기분 사이에 특별한 연관성이 없다.

1) 기분이 주변 상황(예 : 혼자 있을 때, 일을 할 때)에 따라 변한다. 

2) 주변 상황보다는 하루 중의 주기(예 : 밤 혹은 오전, 오후)에 따라 기분이 변한다.

3) 매일 특정한 시간이 되면 기분이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을 분명하게 예상할 수 있다. 

※(1, 2, 3에 표시한 분은 아래 질문(9A와 9B)에 답해 주십시오.)

9A. 기분은 특히 [아침, 오후, 밤]에 나빠진다.

(셋 중에 해당되는 시간에 표시하십시오.)

9B. 기분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변합니까? 

0) 그렇다. 

1) 아니다. 

10. 기분의 종류 

0) 평소와 같은 매우 일반적인 기분이다.

1) 슬프다. 그런데 이 슬픔은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죽거나 멀리 떠났을 때 느끼는 슬픔과 매우 비슷하다.

2) 슬프다. 그런데 이 슬픔은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죽거나 멀리 떠났을 때 느끼는 슬픔과는 조금 다르다.

3) 슬프다. 그런데 이 슬픔은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죽거나 멀리 떠났을 때 느끼는 슬픔과는 전혀 다르다.

※(11번과 12번 중 하나만 답해주세요.)

11. 식욕 저하 

0) 평소 식욕과 다름없다.

1) 평소보다 먹는 횟수나 양이 조금 줄었다. 

2) 평소보다 먹는 양이 훨씬 줄었으며, 노력해야만 먹을 정도로 식욕이 없다.

3) 식욕이 없어 하루 종일 거의 아무 것도 먹지 못하고, 주변에서 권유하거나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해야만 먹을 정도이다.

12. 식욕 증가 

0) 평소 식욕과 다름없다. 

1) 평소보다 자주 먹고 싶다.

2) 평소보다 훨씬 자주 먹거나 먹는 양이 더 많다.

3) 식사나 간식 때마다 나도 모르게 과식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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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과 14번 중 하나만 답해주세요.)

13. 체중 감소(지난 2주간) 

0) 체중 변화가 없다. 

1) 1 kg이 안 되는 정도로 약간 체중이 준 것 같다.

2) 1 kg 이상 체중이 줄었다.

3) 2 kg 이상 체중이 줄었다.

14. 체중 증가 (지난 2주간) 

0) 체중 변화가 없다. 

1) 1 kg 미만으로 체중이 는 것 같다.

2) 1 kg 이상 체중이 늘었다.

3) 2 kg 이상 체중이 늘었다.

 

15. 집중력과 결단력 

0) 집중력과 결단력은 평소와 같다.

1) 가끔씩 우유부단하게 행동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2) 매 순간 결정을 내리거나 집중하는 것이 어렵다.

3) 책을 읽지 못할 만큼 집중이 안 되며, 사소한 결정조차 내릴 수 없다.

16. 자신에 대한 생각 

0)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나는 평소보다 더 많이 자책한다.

2) 내 잘못으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이 든다.

3) 나의 크고 작은 단점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자책한다.

17.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 

0) 나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한다. 

1) 대부분은 좋아질 것으로 믿고 있지만, 가끔 나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생각한다.

2) 가까운 미래(1~2개월)에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다.

3) 내 인생에서 좋은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고, 그런 희망도 없다.

18. 죽음 혹은 자살에 대한 생각 

0) 평소에 자살이나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

1) 과연 인생이 살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삶이 공허하다고 여긴다.

2) 일주일에 여러 번 자살이나 죽음을 생각한다.

3) 하루에도 여러 번 죽음이나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살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또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19. 일상적인 관심 

0) 평소처럼 일상 활동을 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둔다.

1) 평소보다 일상 활동이 줄어들었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덜 둔다.

2) 이전부터 해 오던 활동들 중 한두 가지에만 관심을 둘 뿐이다.

3) 이전부터 해 오던 활동에 전혀 관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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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활기찬 정도 

0) 평소처럼 활기차다.

1)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진다. 

2) 일상생활(예 쇼핑, 숙제, 요리 등)을 시작하고 마치는 데에 많이 노력해야 할 정도로 어려움을 느낀다.

3) 기운이 없어서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21. 기쁨 또는 즐거움의 정도(성생활 제외) 

0) 유쾌한 활동으로 얻는 즐거움은 평소와 같다.

1) 유쾌한 활동으로 얻는 즐거움이 평소와 같지 않다.

2) 어떤 활동을 해도 좀처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3) 어떤 일에도 기쁨이나 즐거움을 전혀 느낄 수 없다. 

22. 성에 대한 흥미(성행위가 아니라 성적인 흥미의 정도를 가리킴) 

0) 성에 대한 흥미가 평소와 같다.

1) 성에 대한 흥미가 평소보다 줄었거나, 성행위로 얻는 쾌감도 예전 같지 않다.

2) 성에 대한 흥미가 거의 없고, 성행위로 얻는 쾌감도 좀처럼 느끼지 못한다.

3) 성에 대한 흥미가 전혀 없으며 성행위로 얻는 쾌감도 전혀 없다.

23.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 느려지는 느낌 

0)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속도가 평소와 다름없다. 

1) 생각하는 것이 느려졌으며, 말은 둔해지고 단조로워졌다.

2) 답변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며, 생각하는 것도 느려졌다는 것을 분명히 느낀다.

3) 많은 노력을 들여야지만 겨우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24. 초조함 

0) 초조하지 않다. 

1) 초조해서 앉아 있을 때에는 손을 꼼지락거리거나 다리를 바틀어야 한다.

2) 많이 초조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거나 움직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3) 너무 초조해서 도저히 한곳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여기저기를 돌아다닌다.

25. 아픔과 고통 

0) 팔다리가 무겁게 느껴진다거나 특별히 아픈 곳이 없다.

1) 때때로 두통, 복통, 요통, 관절통 등이 있긴 하지만, 아파서 해야 할 일을 못할 정도는 아니다. 

2) 거의 항상 두통, 복통, 요통, 관절통 등이 있다. 

3) 두통, 복통, 요통, 관절통 등이 심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중단해야 할 정도이다.

 

26. 다른 신체 증상 

0) 다음과 같은 신체 증상을 경험한 적이 없다(가슴이 두근거림, 어질어질함, 시야가 흐려짐, 식은땀이 남, 오한을 느낌,

 가슴이 뒤틀리거나 아픔,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림, 몸이 떨림).

1) 위의 증상 중 일부를 가끔 경험하지만 그 증상은 가볍다.

2) 위의 증상 중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그 증상은 매우 심하다.

3) 위에 나열된 것과 같은 신체 증상들이 너무 심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중단해야 할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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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공황/공포 증상(공황 갑작스럽게 느끼는 심한 불안 상태) 

0) 공황 상태나 특정 공포 증상(동물이나 높은 곳에 대한 공포증상)이 없다. 

1) 가벼운 공황 상태나 공포 증상을 경험하지만, 그것 때문에 행동까지 변화되진 않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다.

2) 심한 공황 상태나 공포 증상으로 행동의 변화가 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다. 

3) 공황 상태를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경험한다. 또는 심각한 공포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28. 변비/설사 

0) 배변 활동은 평소와 다름없다. 

1) 가벼운 변비나 설사가 가끔 있다. 

2) 항상 변비나 설사가 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다.

3) 변비나 설사 때문에 약을 먹고 있으며, 그 때문에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다.

29. 대인 관계 

0) 다른 사람에게서 거절, 모욕, 비난 또는 상처를 쉽게 받지 않는다.

1) 다른 사람에게서 거절, 모욕, 비난 또는 상처를 가끔 받는다.

2) 다른 사람에게서 거절, 모욕, 비난 또는 상처를 자주 받지만 대인 관계나 일에는 별로 지장이 없다.

3) 다른 사람에게서 거절, 모욕, 비난 또는 상처를 자주 받으며, 그 때문에 대인 관계나 일에 지장이 있다.

30. 무기력함/활력 

0) 몸이 가볍고 활력이 있다.

1) 때때로 몸이 무겁게 처지고 활력이 없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 

2) 몸이 무겁게 처지고 활력이 없는 날이 일주일 중 절반 이상이다.

3) 항상 몸이 무겁게 처지고 활력이 없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