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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최고의 대학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졸업을 앞둔 지금 감회가 새롭습니다 . 

년 월 합격통보를 듣고 환호하던 저와 누구보다도 기뻐해 주시던 부모님2018 9 , 

의 모습이 어제와 같이 생생한데 어느덧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3 .

수업을 가기 위해 퇴근하는 많은 인파들을 뚫고 커피 한 잔과 설레는 마음으

로 걸음을 재촉하던 등굣길이 생생하고 수업에 오는 동기들과 반가운 인사를 , 

나누던 순간들이 기억납니다 늦은 시간에도 이어지는 열정적인 교수님들의 수. 

업과 학구열로 똘똘 뭉친 학우들과 보낸 지난 년의 대학원 생활은 제 인생에 3

있어서 열정을 다했던 젊음의 순간으로 평생 기억될 것 같습니다 논문 작성과 . 

졸업만을 남겨두고 있는 지금이 되기까지 많은 것이 감사합니다.

중증도가 높은 상급 종합병원인 서울대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임상에서 여러 경

험을 하며 보건 의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 

한 이해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보건 의료에 대한 큰 그림을 보고 싶. ‘

다 라는 생각으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과를 진학하게 되었습’

니다. 

대학원에 입학하여 보건정책 보건경제 보건통계 보건환경 역학 의료법과 , , , , , 

윤리 국제보건 등등 매우 다양한 보건학 분야를 배우며 년이라는 시간이 어떻, 3

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기쁘게 배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학원에서의 경험과 공부는 저의 학문적인 지평을 넓혀주었을 뿐 아니라 임

상시험 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경험할 기회를 마련해주었습니다(Clinical trial) .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연구윤리센터 실의 임상시험 점검자QA (Clinical trial 

로 배우며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통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Auditor) . 

뿐 아니라 미국의 식품의약국 유럽의약품기구 등 다양한 규(MFDS) , (FDA), (EMA)



제기관의 임상시험 관련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업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부족한 제가 논문 작성을 하고 졸업을 하기까지 감사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지금까지 제가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많은 분. 

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부족한 제가 연세대학교 보건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박은철 

교수님 정우진 교수님 장성인 교수님 감사합니다, , . 

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넓고 깊은 시야를 보여주신 박은철 교수님께 감사의 인

사를 드립니다 강의를 들으며 그동안 가져왔던 많은 의문과 보건학에 대한 저. , 

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고 즐겁게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 

또한 배움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저를 격려해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주신 기회로 보건학 논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 

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신 정우진 감사합니

다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보건경제학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볼 수 있었습니다. .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저에게 인간의 모든 행위는 각자가 선택한 최대 효용의 ‘

결과이다 라는 경제학의 대원칙을 알려주시며 경제학의 시선으로 합리적이고 .’ , 

세상을 바라보고 한층 더 성숙한 시야로 타인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첫 논문 작성이라 혼란과 좌절의 연속이었지만 장성인 교수님의 세심한 논문 , 

지도로 포기하지 않고 논문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의 어려움을 잘 이해. 

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교수님을 지도 교수님으로 뵈었던 지난날은 저에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정성으로 지도해 주신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 , 

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통계학을 유쾌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도움을 주셨고, 

논문을 지도해주신 남정모 박소희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날의 대학원 , . 



통계 수업을 회상해보면 통계 실습수업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낯설고 어려운 . 

통계 수업이었지만 동기들과 머리를 맞대며 공부하고 처음에는 기본적인 코드를 

입력하기도 어려웠는데 학기 말에는 통계 코드를 자연스럽게 입력하는 제 자신, 

에 놀랐던 것이 기억납니다 분석을 통해 결과 값이 나올 때의 희열을 잊지 못. 

할 것 같습니다 통계학의 세계로 초대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신재용 교수님의 꼼꼼한 논문 지도에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교수. 

님의 강의를 듣지 못하고 졸업해서 아쉽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학교에서 사. , 

회에서 뵐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기꺼이 부심을 맡. 

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깔깔대며 잘 뭉쳐 다녔던 저희 기수 보건정책학과 동기들께도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지금처럼 매주 대학원 수업처럼 자주 뵙진 못하더라도 각자의 .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서로의 삶을 응원할 동료가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인생 선배님들이 계시고 서로를 응원하는 동기들을 만난 , 

것은 인생의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이준엽 선생님 박동준 선생님 박지영 선생. , , 

님 이미나 선생님 강태현 선생님 편희수 선생님 차현정 선생님 심소리 선생, , , , , 

님 박세은 선생님 김수연 선생님 정옥규 선생님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저의 , , , . 

대학원 생활이 눈부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 . 

저의 중학교 선배이자 대학원에서 맺은 소중한 인연인 주혜진 선생님 박사 과, 

정 중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서 제 논문을 봐주고 늘 격려해 주던 주혜진 

선생님께 고맙다는 말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은 병원 같은 대학원까지 . , 

함께하며 따뜻한 조언으로 용기를 주던 주희 언니에게도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서울대병원 조폭 팸 동기 패밀리들 각자의 자리에서 일과 학업을 성(SNUH ) , 

실히 수행하며 살아가는 동기들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멋진 여성들이고. , 

든든한 동기들이 있었기에 부족한 제가 지금까지 간호사로 보건학도로 한 명, , 

의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조폭 팸 친구들. ! 



마지막으로 천방지축 막내딸인 저의 선택을 믿고 지지해 주신 부모님과 가족

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선배 간호사이신 어머니를 따라 간호인의 삶을 . 

살아가면서 늘 딸에게 조언과 사랑을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어머니 세상에서 , 

제일 자상하시고 늘 딸을 보살피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존경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두 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석사 과정을 하는 동생을 응. 

원해 주는 저의 훌륭한 인생 조언자이자 든든한 버팀목인 오빠에게도 감사의 마

음 전합니다 오빠 결혼 축하해. ! 

년간의 연애를 끝마치고 작년 월 결혼으로 부부의 연을 맺은 나의 오랜 10 10

짝꿍 남편 준호 오빠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언제나 저의 곁에서 , . 

경아는 늘 최고야 칭찬을 아끼지 않고 묵묵히 논문을 쓰는 저를 도운 남편이 ‘ ’ 

있었기에 논문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상하이 재경대학 경영 석사과정을 성공. 

적으로 마치고 돌아와 중국 전문가로 성장하는 남편은 늘 제 자랑입니다 외국. 

어로 석사 논문을 쓰고 장학생으로 졸업한 남편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대견합, 

니다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

마지막으로 며느리인 저를 항상 딸처럼 아껴주시고 저의 꿈과 삶을 응원해 주

시는 매우 특별한 저의 시부모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게 이렇게 귀한 . 

분들을 인연으로 맺게 해주신 하늘에게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분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논문이 사회에 아주 작은 보탬이 되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세상의 선한 힘을 믿으며 한 걸음씩 도약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년 월2021 6

권경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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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인간은 일생의 약 분의 정도의 시간을 수면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질 좋은 3 1

수면은 건강한 삶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좋은 수면을 설명하기 위. 

해 다양한 분야에서 수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수면의 질 은 잠들기 어렵. ‘ ’

거나 수면 중 자꾸 깨거나 너무 일찍 각성하는 등 수면에 대한 만족과 같은 주

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외의 수면 역학 연구에서는 성인의 약 

가 수면의 질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불량한 수면의 질은 성인의 심10~45% . 

근 경색증과 같은 관상 동맥 질환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뿐만 아니라 우울

과 불안과 같은 정동장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보건학 의. , , 

학 등 다양한 건강 관련 분야에서는 수면의 질을 건강 문제의 중요한 요소로 다

루고 있다. 

이 연구는 질병관리청이 조사한 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설문조사를 활용하 2018

여 수면의 질과 우울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수면의 질에 따른 우울 위험이 

더 큰 대상자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응답한 인원 중 우울로 인. 

한 상담을 받은 대상자를 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명 남성 명, 176,794 ( : 78,356 , 

여성 명 을 분석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98,438 ) . 

통계분석 방법은 먼저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건강행태 관련 요인 , , 

등에 대한 카이제곱검정 을 통하여 각 변수와 우울과의 관련성(chi-square test)

을 확인하였고 수면의 질과 우울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 로지스, 

틱 회귀분석 을 시행하였다 피츠버그 수면의 질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 

지수의 가지 세부 항목과 우울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로지스틱 7

회귀분석 을 이용하였으며 분석결과는 각 단계별(multiple logistic regression) , 

로 오즈비 와 신뢰구간 을 (Odds Ratio, OR) 95% (95% Confidence Interval,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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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울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 크기를 분석하기 위해 표. 

준화된 회귀계수 를 분석하였다(Standardized coefficient) . 

연구 결과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의 가지 항목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평7

균 점수는 점 여성이 점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5.03 , 5.98

수의 나쁜 수면의 질 기준인 점을 평균적으로 넘는 결과를 보였다 전체 대상5 . 

자 중 수면의 질이 나쁜 대상자는 남성이 명 여성이 명27,378 (34.9%), 46,030

이였다 수면의 질이 나쁜 군은 좋은 군에 비하여 우울할 가능성이 남녀 (46,8%) . 

모두에서 배 이상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남성6 , ( : OR=7.02, 95% 

여성CI=6.17-7.99,; : OR=6.86, 95% CI=6.20-7.59). 

하위 그룹 분석 결과 수면의 질이 낮은 군은 남성과 여성 모두 연령이 대30

에서 대일수록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일수록 화이트칼라군 전문 행정 관40 , , (

리직 일수록 현재 흡연자일수록 일주일에 회 이상 자주 음주하는 군일수록 ) , , 2-3

우울과의 연관성이 컸다 반면. , 남성은 미혼이나 이혼·별거·사별한 경우일수록, 

여성은 미혼이나 기혼일수록 지역에서는 남성은 서울 경기군일수록 여성은 광, / , 

역시 세종시군일수록 중 저소득의 남성일수록 중 고소득의 여성일수록 체질량/ , - , - , 

지수 의 경우 남성은 비만할수록 여성은 저체중일수록 우울과의 연관성이 (BMI) , 

크게 분석되어 성별 간 차이가 있었다. 

모든 독립 변수들과 흥미변수의 우울에 대한 표준화된 회귀 계수 분석을 시행

한 결과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가 위로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주, Ranking 1

는 독립변수로 분석 되었다 또한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 가지 항목과 우울. 7

과의 표준화된 회귀 계수를 분석한 결과 수면 방해가 위였다Ranking 1 .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 가지 세부 항목과 우울과의 관계를 보기 위해 다7

중로지스틱분석을 시행하였고 가지 수면의 질 지수 모두 가장 나쁜 상태인 , 7 3

점으로 응답한 군이 우울과 관련성이 가장 높은 군으로 분석되었으며 점 보다 , 1

점이 점보다 점으로 응답한 군의 순으로 우울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결과2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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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였다.

이 연구는 피츠버그 수면 의 질 지수의 가지 항목과 우울과의 영향을 세부7

적으로 분석하고 수면의 질이 다른 독립변수들 보다 우울에 가장 큰 영향력을 , 

보이는 변수임을 수치적인 근거로 제시한 점과 우울 발생이 높은 수면의 질이 , 

낮은 군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인의 고질병인 . 

수면 장애와 우울을 예방하고 국민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하여 보건 정책적 지원

이 강화되고 지속되길 바란다. 

핵심어: 수면의 질 우울 지역사회건강조사, PSQI, , PHQ-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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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 Ⅰ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수면의 질 1) 

사람은 일생의 약 분의 정도의 시간을 수면으로 사용한다 그러므로 질 좋 3 1 . 

은 수면은 건강한 삶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수면은 질병의 발생 및 사망률. 

을 낮추고 인간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필수 요소로 간주된다

적절하지 않은 수면은 심뇌혈관계 질환 비만 및 우울증과 관련(Horne, 2016). , 

이 있었고(Newman et al., 1997; Hasler et al., 2004; Patel et al., 2006) , 

자동차 사고 와도 관련이 있다(Pack et al., 2006) . 

수면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것은 수면시간이다 연구와 학자들마 . 

다 적정 수면시간에 대한 기준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적정 

수면시간은 하루 시간의 수면이며 수면시간이 과다하거나 부족할 경우 각종 7-9 , 

심혈관질환의 유병율 및 사망률을 높이고 우울과 같은 정서장(Heslop P, 2002), 

애 원인이 될 수 있다 Germain & Kupfer, 2008; Vargas & Lopez-Duran, 

하지만 현대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노동 시간은 늘어나고 수면 시간이 2017). 

부족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평균 수면시간은 시간 분으로 통계청. 7 30 ( , 2019) 

미국 국립수면재단 의 권장 수면시간의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범주 하루 시간 에서는 벗어나지 않았으나 수면시간은 줄어들고 있다( 7-9 ) (2018, 

통계청 또한 국제협력 개발 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가 년 주요 개국을 대상으로 평균 수면시간and Development, OECD) 201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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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수면시간은 시간 분인데 비해 한국은 , OECD 8 22

시간 분으로 약 분 정도 적게 수면하였다 국제협력개발기구 7 41 30 ( OECD, 

2017). 

한국은 시간 풀 가동 국가 로도 유명하다 이승한 시간 카페 야식  ‘24 ’ ( , 2019). 24 , 

배달 새벽 배달 이용률이 증가하며 새벽 심야 버스는 늘 야근자로 만석인 국, , 

가이다 년 국제협력개발기구 의 발표에서도 노동시간 위 국가가 . 2018 (OECD) 1

한국임을 발표했다 최단 노동시간 국가는 독일이었으며 독일의 연간 노동시간. , 

은 시간인데 반해 한국은 독일의 배에 가까운 시간으로 발표했다1,363 2 2,069 . 

또한 한국인의 명중 명이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한국은행 수3 1 ( , 2018). 

면장애로 진료를 보는 환자 수와 수면제 복용 인구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수면장애는 개인의 건강과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로 (Fig. 1),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규선( , 2011). 

Figure 1. The number of sleep disorder patients in the last 5 years,    
출처           by year 2014-2018.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수면장애의 원인은 크게 생물학적인 원인과 환경적인 원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생물학적인 원인으로는 고령화가 있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수면. . 

양상의 변화는 수면 시 이루어지는 뇌와 신체의 회복에 영향을 수면의 질을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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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고 주간 피로를 초래하여 사회활동을 방해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저하시

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설아 유엔경제사회국( , 2019).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은 년 세계 인구 전망에서 세 이DESA) 2019 65

상 고령층이 올해 명 중 명 에서 년에는 명 중 명 로 증가9%(11 1 ) 2050 16%(6 1 ) , 

고령화가 점점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미래의 사. 

회에서 수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야근 야식 . , 

문화 스마트폰 사용 등 수면에 악영향을 사회 환경적인 원인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이 학업과 (Miner & Kryger, 2017). 

늦은 시간 스마트 폰 사용 등으로 인해 평균 수면시간이 다른 나라 청소년의 수

면시간보다 훨씬 짧았으며 청소년기 취침패턴과 우울증 사이의 연관성의 비교 , 

분석한 결과에서 늦게 자고 늦게 깨는 올빼미 형 수면 습관을 가지면 우울증‘ ’ 

에 걸릴 위험을 높이고 구대림 자살과 같이 위험하고 극단적인 생각이나 ( , 2020) 

계획을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 됐다 장성인 스마트폰 사용으로 ( , 2017). 

인한 수면장애와 정신장애는 청소년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이며 스마트폰이 

낳은 신 인류인 포노사피엔스 로 설명되는 현 인류에게는 공통된 문제일 것이‘ ’

다. 

수면을 설명하는 질적인 개념인 수면의 질 은 잠들기 어렵거나 수면 중 자주 ‘ ’

깨거나 너무 일찍 각성하는 등 수면에 대한 인식 수면에 대한 만족과 같은 주, 

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보건학 및 의학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 관

련 분야에서는 저하된 수면의 질을 건강 문제의 중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다 신(

승화 통계청이 년에 조사한 수면의 질 및 수면 보조제 관련 인식, 2020). 2020 ‘ ’

조사에 따르면 현대인들의 수면 욕구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응답자가 응답자(

의 한 시간을 자더라도 잠을 푹 자고 싶다 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바63.7%) ‘ .’ . 

쁜 현대인에게 수면의 시간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론 어렵지만 적게 자더라도 , 

질 좋은 수면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최근에는 수면의 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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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여 저하된 수면의 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많은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현재까지 수면과 우울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Li et 

최근에는 수면 증상 자체가 우울을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임상적 al., 2017),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있었으며 수면을 통해 우울을 예측하고

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Berk, 2009; Li, Kechter, 2018; 

또한 수면의 질에 관한 연구는 노Pigeon, 2010; Tsuno, 2005; Turek, 2005). 

인 여성 등 특정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Cho, 2007; Kang et al., 

심장질환 신장질환 등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2012; Soltani et al., 2012), , 

를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Iliescu et al., 2003; Wang, Lee, Tsay, & Tung, 

가 대부분이며 우울과 수면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2010) , , 

대부분 우울로 인해 나타나는 수면의 변화나 장해에 초점을 두고 있거나

우울에 영향(Choe& Park, 2014; Jeong & So, 2017; Kang & Park, 2012), 

을 미칠 수 있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질병 직업상태 통증 건강상태 수면시, , , , , , , 

간 등 같이 다양한 인구학적 사회적인 위험요인을 광범위하게 탐색하는 연구가 , 

주를 이룬다(Bae, 2009; Choi & Park, 2017; Jeon & Kim, 2012; Kim & 

Park, 2012; Kim et al., 1997).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수면 시간과 수면의 질을 통합적이게 측정하여 우

울과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며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에 거주, 

하는 일반 성인의 수면의 질과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 

서 일반 성인의 수면의 질을 평가하고 성인의 연령 변화에 따른 수면의 질과 , 

관련된 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인 건강 증진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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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2) 

우울증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흔한 질병이다 전 세계 인구의 억 명 이상의 . 3

인구가 우울증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전체 인구의 이상의 , 15% 

인구가 우울증을 진단받은 적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또(Bromet E, et al, 2013). 

한 년에는 의료비 부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질병으로 우울증이 전망되2030

고 있다 박준혁( , 2011). 

Table 1. Current status of patients with depression in Korea, by      

         2014-2019                                        (단위 명: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2019)

우리나라의 경우도 우울증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주혜진 ( , 2020).

년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울증 치료를 받은 환자 수는 해마다 증 2020

가하고 있으며 년 만 명에서 년 만 명 년 만 , 2016 65 3137 2017 68 2053 , 2018 75

명 년 만 명으로 늘었다 또한 우리나라 우울증 유병률은 2910 , 2019 79 8495 . 

로 높은 수준이며 국민 명 중 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문제를 경5.6% , 4 1

험하고 있다고 한다 년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이 발표한 우울증 현황 에 따. 2020 ‘ ’

르면 지난해 상반기 동안 만 명이 우울증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59 5043 . 

년에는 한 해 동안 만 명이 우울증 치료를 받았는데 개월 후 조사2019 79 8495 6

년2014 년2015 년2016 년2017 년2018 년 월2019 9

전체 588,155 601,152 643,102 680,169 751,930 682,631

남자 185,486 194,722 211,96 225,519 251,648 228,130

여자 402,669 406,380 431,306 454,650 500,282 45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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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가 작년 한 해 동안의 수치를 따라잡은 셈이다 최근에는 코로나 장기. 19 

화 등으로 인해 코로나 우울 블루 등 전 세계적으로 우울 문제가 심각해지‘ 19 ( )’ 

고 있다 국민정신건강 추적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로 인하여 국민 명 가운. 19 10

데 명이 경도 이상의 우울증 증상을 경험하였고 의료계 종사자들도 우울증과 4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었다. 

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우울증을 진단받은 사람은 약 만 명이나 진단 2019 79 , 

받거나 치료받지 않는 숨은 환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 

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적인 부담을 가중시킨다. 

Figure 2. Trends in the number of people for depression in Korea and  

출처     total medical expenses, by 2009-2013.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우울증은 자살 치매 심혈간질환 뇌졸중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개인의 건 , , , 

강을 위협하는 요소일 뿐 아니라 막대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사회적 부담도 증

가시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년 우울증 진단자의 . , 2019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약 억 원으로 최근 년간 년 연평균 3777 4 (2015~2019 ) 

씩 증가하고 있다 우울증은 개인의 불안정한 감정과 정신 상태의 의미를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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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서 다른 질병과 의료비 지출 등 사회적으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신의학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수면 장애를 악화된 정신질환 상태로 보고 우울  , 

또한 조현병 증상 중의 하나로 통합하여 보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정신질환자. 

의 경우 의학적으로 수면장애와 우울을 따로 분리하여 보지 않음으로 인해 중재 

방안은 수면제 처방이나 항 정신병 약물 증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전 , 

세계적으로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으로 고통 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우울장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흔한 우울의 전 , 

구 증상 중 하나로 낮은 수면의 질로 나타났다(Anderson & Bradley, 2013). 

또한 수면의 질은 우울의 발병이나 재발에 대한 중요한 예측 지표로의 의미로도 

지닌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Baglioni et al, 2011; Taylor, 

특히 현재 우울하지 않은 성인에게서 미래의 우울을 가장 잘 예측하는 2005). 

것은 현재의 낮은 수면의 질로 나타났다 우울과 수(Livingston, Blizard, 1993). 

면의 관련성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 김정기 외 김정선( , 2009; , 

위송희 이화인 이혜련 황혜영 에서 연구되었2003; , 2008; , 2005; , 2013; , 2013)

다. 

수면의 질과 우울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으므로 연구 대상자가 큰 인구 , 

수준에서의 수면 관련 요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 

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조사된 한국판 피츠버그 수면의 질 평가 지수2018

와 우울의 정도를 분석하고 수면의 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대한(K-PSQI) , 

민국 인구 수준에서 분석해보고자 하여 이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수면 

장애와 우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울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

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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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2. 

  수면 건강은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요구에 적응하여 신체적 정신적 안녕 ‘ , , , 

상태를 나타내는 다차원적인 수면 각성 패턴 으로 정의되었다 따- ’ (Buyse, 2014). 

라서 수면을 이해하기 위해선 다차원적인 각도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수. 

면의 질은 다양한 수면건강 결정요인에 영향을 받으므로 인구 수준의 표본으로 , 

분석하여 수면 관련 요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지만 수면의 질과 우울과의 관, 

계를 큰 표본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년 시행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사용하여 조사자 수  2018 65,193

명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수면의 질과 우울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될 것이

다 본 연구를 통하여 수면의 질과 우울에 대한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수면의 질과 우울 수준을 확인한다, . 

둘째 연구 대상자의 수면의 질과 우울과의 연관성을 파악한다, .

셋째 한국판 수면의 질 지수 의 세부 항목과 우울과의 연관성을 세  , (K-PSQI)

부적으로 파악한다       .

넷째 우울 발생이 더 높은 수면의 질이 낮은 군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요  , 

인을 비교한다        . 

다섯 째 우울에 대한 독립변수와 흥미변수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파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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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 Ⅱ

수면1. 

수면의 질1) 

수면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 중  , 

가장 좋은 방법이며 신체적 건강과 정신 건강의 중요한 결정인자로 사망과도 ,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Nilsson, Hedblad and Berglund, 2001). 

수면은 수면시간 잠들기까지 걸린 시간 수면 중 깨어난 횟수 등과 같은 양적, , 

인 지표와 수면의 깊이 자고 난 후 느끼는 휴식의 정도 수면에 대한 만족 등, , 

과 같은 질적인 지표가 있다 이 두 측면은 서로 관련이 있으며 수면의 질이 수. 

면의 양보다 건강 삶의 만족 분노와 우울과 같은 정서 상태와 관계가 있는 것, , 

으로 알려져 있다(Pilcher, Ginter and Sadowski, 1997). 

질 이라는 개념은 에 (quality) Oxford English Reference Dictionary(1995)

의하면 우수성의 정도를 말하는데 양 에 대립되는 말로 내용의 좋고 , (quantity)

나쁨의 정도를 질이라고 한다 즉 수면의 질이 좋다는 것은 잠을 잘 자는 것을 . , 

의미하는데 잠을 잘 자는 것의 기준을 빨리 잠들고 잠이 든 후에는 잠을 깨는 

횟수가 적으며 소음에 대해서 내성이 크고 수면시간이 많은 것으로 제시하였, , 

다 수면의 질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기준으(Hawkins, 1992). 

로 결정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와 그 구성 요소의 중요성은 개

인마다 달라진다 또한 좋지 않은 수면의 질은 환자 뿐 아니라 건강한 대상자에. 

게도 매우 빈번하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 뿐 아니라 삶의 질에도 영향을 주기 , ,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Buysse et al.,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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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의 질이 나쁘다는 말은 크게 수면의 양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일 

수도 있고 질적인 측면에서의 수면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일 수도 있다 수, . 

면 시간에 대한 선행연구에선 총 수면 시간의 손실은 주간 졸림의 증가나 집중

력의 저하 피로 등과 같은 쇠약해진 상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학업이나 직, 

업 다양한 사회 활동에서의 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Alvarez, 

Dahlitz, 1992; Van Dongen, Maislin, Mullington, 2003; Weitzmanetal, 

수면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나쁜 수면 질은 피곤함을 증가시키고 1981). 

통증이나 기분변화에 대한 내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한다 는 결과가 있었으(Chuman,1983; Moldofsky and Scarisbrick,1976)

며 오랜 기간 동안 좋지 않은 수면의 질로 인해 발생하는 수면 문제는 다른 정, 

신장애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이 외에도 인지기능(Buysse etal., 1989), 

을 저하시키거나 안전사고를 유발시키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하였

다 김정기 또한 제 형 당뇨병 환자의 수면의 질을 조사한 결과 가 ( , 2006). 2 71%

수면의 질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면 시간과 더불어 수면의 질이 혈당조절

의 지표인 의 유의한 예측인자라고 보고한 선행연구가 있었으며HbA1c

수면을 취하기 어려운 사람이 당뇨 발(Knutson, Ryden,and Cauter, 2006), 

생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수면의 (Hayashino et al., 2007). 

질과 대사 증후군은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체지방, (BMI), , 

율 인슐린과 글루코즈 인슐린 저항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 

이외에도 수면의 질에 따라 신체의 (Jennings, Buysse and Mannuck, 2007). 

면역 시스템에 변화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었으며(Friedman et al., 

주관적으로 평가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와 수면의 질과의 연관성이 2005),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Doi, Minowa, & Tango, 2003; Strine & 

Chapman, 2005).  

이렇듯 좋지 않은 수면의 질은 좁게는 실생활에서의 기능 저하를 넓게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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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 사회 문제와 다양한 정신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수면의 질에 관한 연구는 노인 여성 등 특정 인구 집. , 

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Cho, 2007; Kang et al., 2012; Soltani et al., 

심장질환 신장질환 등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연2012), , 

구 가 대부분이며 신(Iliescu et al., 2003; Wang, Lee, Tsay, & Tung, 2010) , 

체적 심리적 요인과 환경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수면의 질과 관련됨을 알 수 , 

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며 인터넷 사용과 심야영화 관람 등과 같은 야간, 

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일반 성인

의 수면의 질과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일반 성인. 

의 수면의 질을 평가하고 수면의 질과 관련된 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보, 

다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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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판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2) 
(Korean version of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K-PSQI)

수면 측정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구는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

와 불면증 측정 도구인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 (Insomnia 

주간 졸음증 진단 척도인 Severity Index, ISI), (Epworth Sleepiness Scale, 

등이 있다 불면증 측정 도구인 는 최근 주 동안의 수면 잠복기 잠을 ESS) . ISI 2 (

자려고 시작한 시간부터 잠들기까지 시간 수면 유지의 어려움 중도 각성 얕은 ), , (

잠을 자는 것 및 전반적인 수면에 만족도를 확인하지만) (Bastien, Vallieres & 

수면의 질을 보편적으로 평가하는 수면 효율을 측정할 수 없다Morin, 2004), 

는 제한점이 있었다 수면 효율이란 얼마나 효율적(Jeong & S. K. Park, 2016). 

으로 수면하는지를 보여주는 지수이며 실제로 잠을 잔 총 시간 잠자리에 누워 [ /

잇는 시간 로 구할 수 있다 주간졸음증 진단 척도인 는 책을 읽거X 100%] . ESS

나 운전할 때 등 특정 상황에서의 졸림의 정도를 확인하는 척도이다 척도에서 . 

제시하는 특정상황은 다음과 같다 앉아서 책을 볼 때 를 볼 때 극장 등에. , TV , 

서 가만히 앉아있을 때 시간 정도 버스나 택시를 타고 앉아 있을 때 오후 휴, 1 , 

식 시간에 편안히 누워 있을 때 앉아서 누군가와 대화할 때 점심 식사 후 조, , 

용히 앉아있을 때 운전 중 신호등 등의 상황으로 몇 분간 멈춰있을 때 의 상황, )

이다 한정적인 상황에서의 수면 양상을 확인하므로 다양한 수면의 양상을 확. , 

인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가장 광범위하게 다양한 임상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면의 질 측정 지수인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 는 한 달 동안의 수면에 대한 양과 깊이 평안감 (PSQI) , 

등의 수면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 도구이다(Zuraikat, Makarem, Liao, St‐

피츠버그수면의 질 지수 는 다양한 나라에서 Onge & Aggarwal, 2020). (PSQI)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일본 중국. (Y. Doi et al, 2000), (P. S. Tsai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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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어 등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고 검증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 . 

도구를 사용하여 연구한 선행연구들이 있었다 기면증 환자와 불면증 환자를 대. 

상으로 한국형 K-PSQI(Korean version of the Pittsburgh Sleep Quality 

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연구와Index) (Sohn, Kim, Lee & Cho, 2012), 

학생 근로자 수면장애 및 양극성 대상자 등이 연구 대상자가 되어 수면의 질, , 

을 측정한 연구들이 있었다 현재 피츠버(Kim et al., 2018; Kim, et al, 2019). 

그 수면의 질 지수는 수면장애의 진단과 치료 더 나아가 다양한 연구의 (PSQI) 

많은 학문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Park et al, 2015).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 는 개의 하위 영역을 가지며 각 영역별로 최(PSQI) 7 , 

저 점에서 최고 점의 점수이며 개 영역 합산 총점은 최저 점에서 최고 0 3 , 7 0 21

점이다 도구의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불량함을 (Buysse, el al, 1989). 

의미하며 최종적으로 불량한 수면을 의미하는 기준을 점으로 제시하였으며, 5 , 

개발 당시 신뢰도 는 이었다 한국어 버전인 역시 개 Cronbach .83 . K-PSQI 7α

영역의 하위 점수와 총점은 같았으며 신뢰도 는 로 신뢰도와 , Cronbach .84α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수면의 질의 하위 구성 요소로 제안되는 요인들에 대해 수면 연구자들마다 다

소 상이한 의견이 있었으나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고 있다 하나는 수면, . 

을 취한 시간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 수면 효율성 수면 시 뇌파 등과 같이 , , , 

객관적인 측면의 수면이며 두 번째로는 기상할 때의 느끼는 상쾌함 낮 동안의 , , 

피로감 수면에 대한 만족도와 같이 주관적인 측면의 수면이다 선행연구에서 , . 

수면의 질은 객관적으로 정의하고 측정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현상 이라고 언급‘ ’

하였는데 자가 보고한 수면 상태와 수면다원검사(Buysse et al., 1989), 

로 측정한 수면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polysomnography: PSG)

준 선행연구가 있었다(Moul et al., 2002) .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수면의 질이 좋고 나쁨의 기준 점수가 다양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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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과 기면증을 진단받은 환자 군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점을 불8.5

량한 수면 군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제시한 경우가 있었고 점을 (Sohn, 2012), 21

총점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원 도구 의 점을 적용하거나. PSQI 5 (Kim, 2019), 

자의적으로 점 또는 점 등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6 8 (Park, 2015; Kim, 

이에 따라 의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면 장애를 2019). PSQI

비교 분석하는데 제한점이 있었으며 특정 인구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된 경우가 , 

많아 인구 수준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인구 수준의 큰 표본을 대상자로 원 도구의 낮은 수면의 질 기

준인 점을 기준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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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2. 

수면장애와 우울1) 

우울증이란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울한 정서를 경험하거, 

나 혹은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의 활동에 대해 현저한 흥미의 감소가 나타, 

나는 질병이다 이에 덧붙여 의도(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하지 않은 체중 감량이나 증량 식욕의 감소 혹은 증가 불면 과다 수면 증상, , / , 

정신 운동의 불안 지연 등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장애이다/ (American 

그중에서도 우울증 환자에게 가장 빈번하게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보고되는 증상 중 하나는 바로 수면문제이다(Riemann & Voderholzer, 2003). 

우울을 경험하는 환자의 는 낮은 수면의 질을 보고하며 주요 우울장애 환90% , 

자의 는 수면 개시의 어려움 수면 유지의 어려움 조기 기상과 같은 불면 40% , , 

증상을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우(Tsuno, Besset, & Ritchie, 2005). 

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우울과 공병 하는 증상을 조사한 결과 불면증, (22.8%), 

위장관 소화기 호흡기 증상 및 만성 피로감 으로 국내 우울증 환자에게, , (20.6%)

서도 불면증이 가장 빈번하게 공병하는 증상임을 제시하였다 안동현( , 2013). 

우울증이 불면증을 촉발한다는 주장을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는데 중증의 , 

우울증 환자의 수면에 대한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중증도의 우울증 환자. 

의 수면은 정상인의 수면과 비교하였을 때 특징적인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는데

수면다원검사 를 활용한 연구들을 살펴보(Armitage & Hoffmann, 2001), (PSG)

면 우울증 환자는 수면 잠복기와 입면 후 각성의 시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또한 얕은 수면에 해당하는 단계 수면이 증가하고 반대로 깊(Staner, 2010), 1

은 수면을 의미하는 서파 수면이 감소하는 결과가 있었다 주요 (Staner, 2010). 

우울장애 환자의 수면 변화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바로 수면 잠복기의 R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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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이다 수면 잠복기란 수(Lustberg, Reynolds, & Reynolds III, 2000). REM 

면이 시작된 뒤로 첫 수면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된다REM (Lustberg et 

정상인 수면에서는 분의 수면 뒤에 나타나는 수al., 2000). 60~90 NREM REM 

면이 우울증 환자에게서는 매우 앞당겨져 나타나며 급성 스트레(Staner, 2010), 

스와 심각한 우울이 잠복기의 감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M 

(Lustberg et al., 2000).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통해 우울이 수면에 변화를 촉진하여 불면증을 야기

할 수 있으며 이는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변화임을 주장한 연구들이 있었다, 

(Fernandez Mendoza et al., 2015; Ford, 1989; Lustberg et al., 2000; 

특히 중증도의 우울증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수면의 구조적인 Staner, 2010). , 

변화를 통해 우울이 심각해질수록 불면증이 악화된다는 결과가 있었다(Kahn et 

최근 우울증과 불면증의 종단연구들에 대한 메타 분석을 실시한 연al., 2013). 

구 결과 우울증과 불면증 간에 인과적인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Baglioni et 

년부터 년 사이에 실시된 총 개의 불면증과 우울증의 al., 2011). 1980 2010 21

인구 기반 종단 연구를 분석한 결과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은 기타 수면 장애 , 

증상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우울증의 유병률이 약 배 이2

상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인 수면의 불편감 등을 조기에 치료하지 못하. 

면 우울증의 발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울증과 수면 . 

장애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 불면증이 없는 우울증 인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면증이 발생할 확률이 우울증이 없는 인구에 비해 약 배에 달한다고 7

발표했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본 결과 우울(Sivertsen et al., 2012). 

이 만성적인 수면장애인 불면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들이 연

구되었으며(Jansson-Frojmark & Lindblom, 2008; Sivertsen et al., 2012), 

이 연구를 통해 수면의 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인구수준의 표본 자료를 이

용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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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선별도구2) (PHQ-9)

 

우울증 선별도구 은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Spitzer(1999) 

등에 의해 개발되었다 우울증의 심각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 

가 보고형 검사이며 총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는 각 항목의 증상을 9 . 

얼마나 자주 겪었는지에 따라 거의 매일 점 일주일 이상 점 여러 날 동‘ ’ 3 , ‘ ’ 2 , ‘

안 점 전혀 아님 점으로 측정되며 총 점수는 점의 범위를 가진다’ 1 , ‘ ’ 0 , 0~27 . 

국내에서도 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는 다수 수행되PHQ-9

었다 박승진 등 임경희 등 최홍석 등 선행연구들에 따르( , 2010; , 2009; , 2007). 

면 은 일차의료에 적합한 도구로 우울증의 심각도 측정에서 민감도와 특PHQ-9

이도가 우수하고 다른 우울증 평가 척도와 유의한 공존 타당도를 가진 것으로 , 

분석되었다 안제용 등(Kroenke, Spitzer and Williams, 2001; , 2013). PHQ-9

은 문항 수가 적고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어 일차의료와 임상 현장에서 간

단하게 우울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로 여겨진다 우울증 진단을 위. 

해 사용하고 있는 다른 도구로는 세계보건기구 에서 개발하여 개정한 (WHO)

국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Mental Disorders 10th edition, 

제질병분류 에서 우울증의 유무와 증상의 심각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

자가 보고형 척도검사인 지역사회 역학조사BDI(Beck Depression Inventory), 

에서 널리 사용되는 자가보고형 우울 증상 척도인 CES-D(Center for 

등의 다양한 우울증 진단도구가 사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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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Ⅲ

연구자료 및 대상1. 

이 연구는 년 수면의 질과 우울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이2018

차자료 분석연구로 설계되었다 다 이 연구의 분석 데이터는 지역사회건강조사. . 

의 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년부터 시(Community Health Survey) 2018 . 2008

작된 지역사회건강조사의 목적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및 평가하고 비교 , 

가능한 지역건강통계를 생산하는 것이다 전국 개 시 군 구 보건소에서 평. 253 , , 

균 명의 표본이 조사될 수 있도록 확률 비례 계통추출을 통하여 표본지점을 900

선정하고 선정된 표본지점에서 계통추출법에 의해 조사가구를 선정하여 최종 , 

선정된 가구의 만 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모두 실시된다 자료 수집은 19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사이 면접조사 2018 8 16 2018 10 31 1:1 (Computer 

방법으로 훈련된 조사원이 설문 프로그램이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탑재된 노트북을 사용하여 수행되었으며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명, 228,340

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조사 완료된 명 중 우울2018 228,430

로 인한 정신과 상담 경험자 명 를 제외하였고 보정변수에서의 결측치(2,683 ) , , 

응답 거부 모름 명 을 제외한 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 ‘ ’ (48,863 ) 176,794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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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Flow chart of subject inclusion and ex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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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의 선정 및 정의 2. 

종속변수1)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우울이다 우울은 우울증 선별도구인 으로 측. PHQ-9

정되었다. 

은 일의 간격을 두고 재검사시에도 검사 재검사 신뢰도 로 우PHQ-9 5~6 - 0.89

울증에 대한 치료 반응 효과로도 사용이 되는 도구이다 은 지난 주 동. PHQ-9 2

안 가지의 우울증 관련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였는지 빈도를 묻는 설문지 9

형식의 자가 보고 우울 증상 측정도구이다. 

가지의 우울증 관련 증상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흥미나 재미가 거의 없9 1. 

음 가라앉은 느낌 우울감 혹은 절망감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어남 혹, 2. , , 3. /

은 잠을 너무 많이 잠 피곤함 기력이 저하됨 식욕 저하 혹은 과식, 4. , , 5. , 6. 

내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 또는 내 자신을 실패자라고 느끼거나 나로 인, 

해 본인과 가족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느낌 신문을 읽거나 를 볼 때 집중. 7. TV

하기 어려움 남들이 알아챌 정도로 거동이나 말이 느림 또는 반대로 너무 , 8. 

초조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평소보다 많이 돌아다니고 서성거림 나는 차, 9. 

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등의 생각 혹은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생각들이다. 

이 가지 증상에 대하여 응답자는 전혀 아니다 며칠 동안 일주일 9 1. , 2. , 3. 

이상 거의 매일로 응답하며 총 점을 기준으로 점 이상시 중간 정도 우, 4. , 10 10

울증으로 해석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증상이 심각해짐을 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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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PHQ-9 questionnaires of Community Health Survey 

　 　
전혀 

아니다
여러 날 

동안
일주일 
이상

거의 
매일

1 일 하는 것에 대한 흥미 재미가 거의 없음, 　 　 　 　

2 가라앉은 느낌 우울감 혹은 절망감, 

3
잠들기 어렵거나 자꾸 깨어남, 
혹은 너무 많이 잠

4 피곤감 기력이 저하됨, 

5 식욕 저하 혹은 과식

6
내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 혹은 자신
을 실패자라고 느끼거나 나로 인해 나와 가
족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느낌

7 신문을 읽거나 를 볼 때 집중하기 어려움TV

8
남들이 알아챌 정도로 거동이나 말이 느림. 
반대로 너무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해서 평소
보다 많이 돌아다니고 서성거림

9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등의 생각 
혹은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를 자해하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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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흥미변수. 

수면의 질은 한국판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Pittsburge Sleep Quality 

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피츠버그 수면의 질 가지 항목은 Index, K-PSQI) . (PSQI) 7

과 같다 수면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은 가지로 주관적 수면Table 3 . 7 1. 

의 질 수면 잠복기 수면 시간(Subjective sleep quality), 2. (Sleep latency), 3. 

평소의 수면 효율 수면 (Sleep duration), 4. (Habitual Sleep efficiency), 5. 

방해 수면제 사용 주간(Sleep disturbance), 6. (Use of Sleep medication), 7. 

기능장애 이다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 가지를 평가하(daytime dysfunction) . 7

기 위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19 (Table 4). 

가지 수면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번 항목인 주관7 (Table 5). 1

적 수면의 질은 번째 문항으로 확인한다 번 항목인 수면 잠복기의 경우는 6 . 2 2

번 문항 분 미만 점 분 이상 분 이하는 점 분 이상 분 이하는 (15 0 , 16 ~30 1 , 31 ~60 2

점 분 초과는 점 과 문항 점수를 합하여 점은 점 점은 점, 60 3 ) 5-1 0 0 , 1~2 1 , 3~4

점은 점 점은 점으로 확인한다 번 항목인 수면시간은 번 문항으로 확2 , 5~6 3 . 3 4

인하며 시간 초과는 점 시간 이상 시간 이하는 점 시간 이상 시간 7 0 , 6 ~7 1 , 5 ~ 6

이하는 점 시간 미만은 점으로 매긴다 번 항목인 평소의 수면 효율은 번 2 , 5 3 . 4 4

문항의 수면시간을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 번 문항에서 번 문항 뺀 값 으로 나(3 1 )

눈 후 을 곱해준다 이상은 점 이상 이하는 점 이100 . 85% 0 , 75% ~ 84% 1 , 65% 

상 이하는 점 미만은 점으로 매긴다 번 항목인 수면방해는 ~ 74% 2 , 65% 3 . 5 5-2

번 문항에서 번 문항을 더한다 점은 점 점 이상 점 이하는 점5-10 . 0 0 , 1 ~ 9 1 , 10

점 이상 점 이하는 점 점 이상 점 이하는 점으로 매긴다 번 항목~18 2 , 19 ~ 26 3 . 6

인 수면제 약물의 복용은 번 문항으로 확인한다 번 항목인 주간 기능장애는 7 . 7

번 문항과 번 문항을 더한 값으로 매기며 점은 점 점은 점 점은 8 9 , 0 0 , 1~2 1 , 3~4

점 점은 점으로 매긴다2 , 5~6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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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는 최저 점수 점에서 최고 점수인 점으로 계산되며 수면의 질이 좋을0 21 , 

수록 에 가깝고 나쁠수록 수가 커진다 이 때 점을 기준으로 수면의 질을 평0 . 5

가하며 점 이하의 경우는 점을 넘으면 로 분류, 5 Good sleeper, 5 Poor sleeper

한다. 

 Table 3. Pittsburgh Sleep Quality (PSQI) 7 components

PSQI 7 components Categorization

Subjective sleep quality Very good, Fairy good, Fairy bad, Very bad 

Sleep latency(min) 15, 16-30, 31-60, ≤ ＞60 

Sleep duration(Hours) ＞7, 6-7, 5-6, ＜5

Habitual sleep efficiency(%) 85, 75-84, 65-74, ≥ ＜65

Sleep disturbance 0, 1-9, 10-18, 19-27

Use of sleep medication

Not during the past month, 

less than once a week, 

Once or twice a week, 

Three or more times a week

Daytime dysfunction

No problem at all, 

only a very slight problem, 

Somewhat of a problem, A very big problem



- 24 -

Table 4. The K-PSQI questionnaires of Community Health Survey

 

지난 한 달 동안 당신은 평소 몇 시에 잠들었습니까1. , ?

지난 한 달 동안 당신은 방에 잠자리에 든 후 잠이 들기까지 보통 2. , 

얼마나 걸렸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 당신은 평소 아침 몇 시에 일어났습니까3. ?

지난 한달 동안 당신이 밤에 실제로 잠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4. , ?

이것은 당신이 잠자리에서 보낸 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한달 동안 아래의 이유로 잠5. , 

자는데 얼마나 자주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다 주 1

회 미만
주1-2 

회
주 3

회 이상
 

취침 후 분 이내에 잠들 수 없었다5-1. 30 .

한밤중이나 새벽에 깼다5-2. .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야 했다5-3. .

편안하게 숨 쉴 수가 없었다5-4. .

기침을 하거나 시끄럽게 코를 골았다5-5. .

너무 춥다고 느꼈다5-6. .

너무 덥다고 느꼈다5-7. .

나쁜 꿈을 꾸었다5-8. .

통증이 있었다5-9. .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기입해주세요 이유5-10. . ( :        )

지난 한달 동안 당신은 전반적으로 6. 

수면의 질이 어느 정도라 평가하십니까?

매우 
좋음

좋음 나쁨 매우
나쁨

지난 한달 동안 당신은 잠이 들기 7. 

위해 얼마나 자주 약을 복용하였습니까?

없었다 주 회 1

미만
주1-2

회
정도

주에 번 3

이상

지난 한달 동안 당신은 운전하거나8. , 

식사 때 혹은 사회 활동을 하는 동안 
얼마나 자주 졸음을 느꼈습니까?

없었다 주 회 1

미만
주1-2

회
정도

주에 번 3

이상
 

지난 한달 동안 당신은 일에    9. 

열중하기에 얼마나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다 매우 
조금

다소 
있었다

매우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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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K-PSQI Evaluation methods of Community Health Survey 

1. Subjective sleep quality

주관적 수면의 질

번 문항6

매우 좋음 상당히 좋음=0, =1, 

상당히 나쁨 매우 나쁨=2, =3

2. Sleep latency 

수면 잠복기

번 문항 번 문항2 +5-1 0=0, 1~2=1, 3~4=2, 5~6=3 

번문항 2 15 =0, 16~30=1, 31~60=2, 60=3 ≤

3. Sleep duration 

수면 시간
번 문항 4 >7=0. 6~7-1. 5~6-2, <5=3

4. Habitual sleep efficiency  

평소의 수면 효율    

번 문항Hours asleep(4 )/

번문항 번문항Hours in bed(3 -1 )*100

85%=0. 75~84%=1, 65~74%=2, <65%=3≥

5. Sleep disturbance

수면 방해

문항 문항까지 합친 값 5-2 ~ 5-10

(0=0, 1~9=1, 10~19=2, 19~27=3)

6. Use of sleep medication

수면제 약물의 사용

번 문항7

지난 한달 동안 없었다 =0, 

한 주에 번 미만 한주에 번 정도 1 =1, 1-2 =2

한 주에 번이상 3 =3

7. Daytime dysfunction

주간 기능 장애

번 문항과 번문항 합친 값8 9

0=0, 1~2=1, 3~4=2,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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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3) 

 수면의 질에 따른 우울과의 관계를 분석할 때 그룹별 특성에서 차이가 생기

는 것을 배제하고자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조정하였다 변수 선. 

정은 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에서 제공하는 변수 중 선행연구를 참고함2018

과 동시에 연구자가 관심 있는 변수를 추가하여 선정하였고 각 변수들이 가지, 

고 있는 특성에 따라 인구사회학적인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건강상태 요인으, , 

로 구분하였다(Table 5). 

①인구학적 요인 대상자의 연령 성별 지역 결혼 상태를 포함하였다: , , , . 

연령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그룹 대 대 대6 20 (20~29), 30 (30~39), 40 (40-49), 

대 대 대 이상 으로 층화하여 분류했고 지역은 50 (50~59), 60 (60~69), 70 (70~) , 

서울 경기 광역시 세종시 그 외 지역으로 세 군으로 분류하였다 결혼 상태는 / , / , . 

현재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와 현재 배우자 없음 기혼 별거 사별( , , 

이혼 과 미혼으로 분류하였다) . 

②사회경제적 요인 대상자의 교육 수준 가구 소득 직업 변수를 포함하였다: , , . 

교육 수준은 초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여부로 층화하여 , , , 

분류하였다 가구 소득은 백분율을 분위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개의 . 4 4

범주로 나누어 연 소득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1800 , 3600 , 6000 , 

만 원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직업은 사무직 근로자 전문행정 관리직 과 6000 . (‘ ’

사무직 를 화이트칼라 군으로 서비스 판매직 근로자 판매 서비스직 핑크 칼라 ‘ ’) , ( / ) 

군 육체직 근로자 농림어업 기능 단순 노무직 군인 블루 발라 군으로 , (‘ ’, ‘ ’, ‘ ’)

설정하였다 그 밖의 다른 군 학생 주부 포함 으로 분류하였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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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강 행태 요인 대상자의 흡연 상태 음주 빈도 신체활동 걷기 실천율 : , , ( ),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율 변수를 BMI), 

포함하였다 추가로 수면 시간 변수를 포함하였다 흡연 상태는 현재 흡연을 . . 

하고 있는 현재 흡연자 과거에는 흡연했으나 현재는 흡연을 하고 있지 않는 , 

대상자와 현재 비흡연자로 분류하였다 음주 빈도는 개 그룹 주 회 이상. 3 (‘ 2-3 ’, 

월 회 평생 마셔본 적 없음 으로 분류하였다 신체활동은 걷기 실천율로 ‘ 1-4 ’, ‘ ’) . 

최근 주일 동안 일 분 이상 걷기를 주 일 이상 실천한 군과 실천하지 1 1 30 5 , 

않은 군으로 분류하였다 체질량지수 는 대한 비만학회에서 제시한 . (BMI)

비만기준 년 에 따라 저 체중 미만 정상 미만 비만 전 단계(2013 ) (18.5 ), (23 ), (23 

이상 미만 비만 이상 으로 분류하였고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율은 평소 25 ), (25 ) , ‘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질문에서 대단히 ?’ ‘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이다 를 스트레스 인지 군으로 그 외의 응답으로 ’ ‘ .’

조금 느끼는 편이다 와 거의 느끼지 않는다 는 스트레스 비인지군으로 ‘ ’ ‘ ’

분류하였다 수면 시간을 분류한 기준은 수면시간인 시간 이상 이하를 정상 . 7 8

수면 시간으로 하였고 시간 미만 시간 이상 시간 미만 시간 이상 시간 , 6 , 6 7 , 8 9

미만 시간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9 (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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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election of variables 

Variables Categorization

Interesting 
variable

Sleep quality
(K-PSQI)

Status
Good( 5 score), Poor( 5 score)≥＜

Dependent 
variable

Depression (PHQ-9) 
Depression( 10score), ≥
Normal( 10 score)＜

Independent 
variable

Demographic
factors

Sex Men, Women

Age
20-20, 30-39, 40-49, 50-59, 
60-69, 70≥

Region Metropolitan, Urban, Rural

Socioeconomic 
factors

Marital status
Married, Divorced, 
Separated or Widow, Unmarried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or below, 
High school, College or above

Household
income

Low, Mid-low, Mid-high, High

Jobs
White collar, Pink collar, 
Blue collar, Others

Health-related
factors

Smoking
status

Current smoker, 
Ex-smoker,
Nonsmoker

Drinking
frequency

Frequently,  
Occasionally, 
None

Walking
physical
activity 

Yes, No

BMI(kg/m2)d
Underweight(<18.5), Normal(<23),
Overweight(<25),  Obese( 25)≥

Sleeping
duration

<6, 6-7, 7-8, 8-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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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분석4. 

이 연구는 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2018 . 

자는 만 세 이상의 성인이었다 수면의 질은 한국판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19 . 

를 이용하였으며 우울은 우울증 선(Pitssburge Sleep Quality Index, K-PSQI) , 

별 도구인 으로 측정한 값으로 분석하였다PHQ-9 .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카이, 

제곱 검정 을 시행하였다(Chi-square test) .

둘째 수면의 질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 

석 을 이용하였다 인구사회학적인 요인 성별 연(Multiple logistic regression) . ( , 

령 거주 지역 결혼상태 사회경제적 요인 교육수준 가구소득 직업 건강상태 , , ), ( , , ), 

요인 흡연 상태 음주 빈도 신체활동 체질량지수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 , , , (BMI), , 

레스 인지율 수면 시간 으로 보정한 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오즈비 , ) . (Odds 

와 신뢰구간 으로 제시하였ratio, OR) 95% (95% Confidence Interval, 95% CI)

다 분산팽창계수 를 확인하여 독립변수 간 . (Variance Inflation Faction, VIF)

다중 공선성 여부를 검토하였고 제외된 변수는 없었다. 

셋째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의 가지 항목과 우울과의 관계성을 세부적으, 7

로 확인하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이(Multiple logistic regression)

용하였다. 

넷째 수면의 질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인구 사회학적인 요인, , 

사회 경제적 요인 건강행태 요인 별로 범주화하여 하위 그룹별 분석을 하였다, . 

다섯째 우울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 크기 분석을 위해 표준화된 계수, 

의 크기를 확인하였다 또한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Standardized coefficient) . 

수 가지와 우울과의 표준화된 계수 를 확인하여 영7 ((Standardized coefficient)

향 크기 분석을 하였다.



- 30 -

분석결과는 각 단계별로 오즈비 와 신뢰구간(Odds Ratio, OR) 95% (95% 

을 산출하였다 자료의 통계분석은 Confidence Interval, CI) . SAS version 9.4

를 사용하였고 모든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수준은 로 설정하였다, 5% . 

연구윤리5. 

이 연구는 연세의료원 연구심의위원회 이하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에서 심의면제 대상으로 면제승인을 받았다 과제 승인번호IRB ( : Y-2021-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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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Ⅳ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전체 연구 대상자들은 만 세 이상의 성인 남성과 여성 그룹으로 나누어 일19

반적인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은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 Table1

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보여준다 전체 연구 대상자 총 명 중 남성은 . 176,794

명 여성은 명이었다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은 남성이78,356 , 98,438 . 

명 여성이 명 로 확인되었으며 수면의 질이 나쁜 남2.59%(2,034 ), 4.64%(4,577 ) , 

성이 명 여성이 명 로 보였다27,378 (34.9)%, 46,030 (46.7)% .

남성의 경우 수면의 질이 좋지 않고 우울한 군 명 수면의 질이 좋 6.4%(1,746 ), 

고 우울한 군 명 이였다 여성의 경우도 수면의 질이 좋지 않고 우울한 0.6%(288 ) . 

군 명 수면의 질이 좋고 우울한 군 명 로 남성과 같이 9.0%(4,131 ), 0.9%(446 ) 10

배 이상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001). 

수면시간은 적정수면시간으로 알려진 시간이상 시간미만 수면 군이 남성  7 8

명 여성이  명 로 응답자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확33.2%(26,005 ), 31.4%(30,934 )

인되었다 적정 수면인 시간에서 시간미만 수면하고 우울한 비율이 남성이 . 7 8

명 여성이 명 으로 가장 낮았고 가장 적게 자는 군인 시1.4%(372 ), 2.7%(842 ) , 6

간 미만 군이 우울할 비율이 남성 명 여성 명 으로 가장 6%(657 ), 9.5%(15,738 )

높았으며 그리고 가장 많이 자는 군인 시간이상 수면 군에서 우울한 비율이 , 9

명 여성이 명 으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었다 적정 수면군의 5%(198 ), 8.2%(439 ) . 

우울한 비율이 가장 낮았고 가장 적게 또는 가장 많이 자는 군이 우울한 비율, 

이 높았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p<0.001). 

연령에서는 남성 대 명 대 명 대 이상50 2.1%(324 ), 60 2.4%(367 ), 70 4.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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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가 우울을 경험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대 명 대 명) , 20 4.7%(419 ), 30 3.6%(386 ), 

대 명 대 이상 명 으로 남성 여성 모두 연령층 중 60 4.1% (780 ), 70 7.7%(2,033 )

대 이상 우울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여성의 경우는 대가 남성의 경우는 60 20 , 

대 우울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50 (p<0.0001). 

결혼 상태에서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와 현재 배우자 없음 기혼 별(

거 사별 이혼 과 미혼으로 분류하였다 결혼한 남성이 우울한 비율은 , , ) . 

명 으로 우울하지 않은 비율은 명 이였으며 여성의 경2.0%(1,163 ) 98.0%(56,112 ) , 

우도 결혼한 여성이 우울한 비율이 명 우울하지 않은 비율이 3.5%(2,134 ), 

명 로 남녀 모두 결혼한 군에서의 우울을 경험하지 않은 비율이 96.5%(59,550 )

높았다 또한 이혼 및 별거 사별한 남성이 우울할 비율이 명 여자는 . , 6.8%(463 ), 

명 로 미혼 또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높7.5%(1,944 ) , 

은 비율로 우울을 경험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001).

교육 수준에서는 중졸 이하의 남성이 우울을 경험할 비율이 명 여성 4%(891 ), 

명 으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대학교 이상의 군보다 우울 경험이 가6.4%(2,893 )

장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0001). 

가구 소득 수준은 백분위수를 사분위수로 나누었는데 기준이 연 소득 만 1600

원 미만 만 원 미만 만 원 미만 만 원 이상으로 저소득 군 중, 3600 , 6000 , 6000 , 

간소득 군 중상소득 군 상위소득 군으로 나누었다 저소득 군인 남성이 우울할 , , . 

비율이 명 으로 가장 높았고 저소득 군의 여성이 우울할 비율이 5.4%(1,015 ) , 

명 으로 가장 높았다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우울할 확률이 낮아졌7.7%(2,439 ) . 

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0001).

직업에서는 기타 직업 군 학생 주부 포함 이 우울할 확률이 남성에서 ( , )

명 여성에서는 명 으로 가장 우울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5.4%(1,125 ), 6.5%(3,089 )

다 그리고 육체직 노동자 의 경우가 남성이 명 여성이 . (Blue collar) 1.8%(598 ), 

명 으로 다음 순으로 높았다 이후로 서비스 판매직 근로자3.3%(708 ) . (P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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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 사무직 순으로 우울경험 비율이 낮았고 이는 통collar), / (White collar) 

계적으로 유의했다(p<0.0001). 

흡연에서는 현재 흡연자인 우울한 남성이 명 여성 명 으3.1%(825 ), 13.7%(397 )

로 가장 높았고 과거 흡연자인 우울한 남성의 비율이 명 여성 , 2.7%(828 ), 

명 비 흡연자인 남성이 우울한 확률이 명 명10.5%(242 ), 1.8%(381 ), 4.2%(3,938 )

으로 현재 흡연자가 가장 우울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고 과거 흡연자 비 흡연자 , 

순으로 비율이 낮아졌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p<0.0001). 

음주에서는 술을 하지 않은 남성이 우울한 비율이 명 으로 가장 높4.2%(720 )

았고 그 뒤로 일주일에 번 이상 자주 음주하고 우울한 남성의 비율이 , 2

명 가끔씩 음주하고 우울한 남성이 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2.4%(673 ), 2%(640 ) . 

성의 경우도 술을 하지 않은 여성 중 우울한 비율이 명 으로 가장 5.8%(2,393 )

높았고 가끔씩 음주하고 우울한 여성의 비율이 명 자주 음주를 , 3.5% (1,681 ), 

하고 우울한 비율이 명 으로 낮아졌다 여자 남자 모두 전혀 음주를 5.1%(503 ) . , 

하지 않은 군에서 우울의 비율이 높았고 가끔씩 음주를 하는 군에서의 우울이 , 

가장 낮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0001).

신체활동에서는 운동을 실천한 군의 남성에서 우울한 비율이 명 실 2%(710 ), 

천하지 않은 군의 남성이 우울할 비율이 명 으로 운동을 실천하지 3.1%(1,324 )

않은 군이 우울할 비율이 높았다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운동을 실천하는 . 

여성이 우울할 비율이 명 운동을 실천하지 않고 우울한 여자 3.7%(1,580 ), 

명 으로 운동을 실천하지 않은 군에서 우울의 비율이 높았고 이는 5.4%(2,997 )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0001).

체질량지수 의 경우 남성에서 저체중이 우울한 비율이 명 으로 (BMI) 7.9%(185 )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과체중이고 우울한 남성 명 비만이고 우울한 남, 2%(425 ), 

성이 명 으로 우울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여자 또한 저체중이 우울2.2%(680 ) . 

한 경우 명 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과체중이고 우울한 여6.1%(2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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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명 비만이고 우울한 여자 명 으로 우울이 비교적 낮게 4.5%(966 ), 4.9%(1,533 )

나타났다 남성 여성 모두 저체중에서 우울이 높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 , 

유의했다(p<0.0001).

주관적 스트레스가 있고 우울한 남성 명 스트레스가 없고 우울한 8.5%(1,444 ), 

남성 명 주관적 스트레스가 있고 우울한 여성 명 주관적 1%(590 ), 13.4%(3,129 ), 

스트레스가 없고 우울한 여성 명 으로 남성 여성 모두 주관적 스트1.9%(1,448 ) , 

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아졌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0001).

지역에서는 세종 시 포함 광역시가 특별시 또는 시골보다 우울을 경험한 비율

이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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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Variables

 Depressive symptoms (PHQ-9 10)≥ 

Men (n=78,356) Women (n=98,438)

Total Yes No P-valu

e*

Total Yes No P-valu

e*
N % N % N % N % N % N %

Sleep quality

(PSQI)a
　 　 　 　 　 　 <.0001 　 　 　 　 　 　 <.0001

 Good 50,978 65.1 288 0.6 50,690 99.4 　 52,408 53.2 446 0.9 51,962 99.1 　

 Poor 27,378 34.9 1,746 6.4 25,632 93.6 　 46,030 46.8 4,131 9.0 41,899 91.0 　

Sleep duration 　 　 　 　 　 　 <.0001 　 　 　 　 　 　 <.0001

 < 6 10,909 13.9 657 6.0 10,252 94.0 　 17,395 17.7 1,657 9.5 15,738 90.5 　

 6-7 22,074 28.2 463 2.1 21,611 97.9 　 25,306 25.7 944 3.7 24,362 96.3 　

 7-8 26,005 33.2 372 1.4 25,633 98.6 　 30,934 31.4 842 2.7 30,092 97.3 　

 8-9 15,370 19.6 344 2.2 15,026 97.8 　 19,419 19.7 695 3.6 18,724 96.4 　

 9≥ 3,998 5.1 198 5.0 3,800 95.0 　 5,384 5.5 439 8.2 4,945 91.8 　

Age 　 　 　 　 　 　 <.0001 　 　 　 　 　 　 <.0001

 19-29 8,363 10.7 189 2.3 8,174 97.7 　 8,953 9.1 419 4.7 8,534 95.3 　

 30-39 9,653 12.3 201 2.1 9,452 97.9 　 10,873 11.0 386 3.6 10,487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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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9 12,805 16.3 246 1.9 12,559 98.1 　 14,388 14.6 375 2.6 14,013 97.4 　

 50-59 15,219 19.4 324 2.1 14,895 97.9 　 18,964 19.3 584 3.1 18,380 96.9 　

 60-69 15,295 19.5 367 2.4 14,928 97.6 　 19,009 19.3 780 4.1 18,229 95.9 　

 70≥ 17,021 21.7 707 4.2 16,314 95.8 　 26,251 26.7 2,033 7.7 24,218 92.3 　

Marital status 　 　 　 　 　 　 <.0001 　 　 　 　 　 　 <.0001

 Married 57,275 73.1 1,163 2.0 56,112 98.0 　 61,684 62.7 2,134 3.5 59,550 96.5 　

 Divorced,

 Separated 

 or widowed

6,816 8.7 463 6.8 6,353 93.2 　 25,897 26.3 1,944 7.5 23,953 92.5 　

 Unmarried 14,265 18.2 408 2.9 13,857 97.1 　 10,857 11.0 499 4.6 10,358 95.4 　

Educational

level
　 　 　 　 　 　 <.0001 　 　 　 　 　 　 <.0001

 Middle school  

 or below
22,554 28.8 891 4.0 21,663 96.0 　 45,452 46.2 2,893 6.4 42,559 93.6 　

 High school 24,585 31.4 633 2.6 23,952 97.4 　 24,563 25.0 857 3.5 23,706 96.5 　

 College 

 or above
31,217 39.8 510 1.6 30,707 98.4 　 28,423 28.9 827 2.9 27,596 97.1 　

Region 　 　 　 　 　 　 0.0043 　 　 　 　 　 　 0.0338

 Metropolitan 20,897 26.7 526 2.5 20,371 97.5 　 25,671 26.1 1,195 4.7 24,476 95.3 　

 Urban 13,175 16.8 397 3.0 12,778 97.0 　 16,296 16.6 819 5.0 15,477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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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ral 44,284 56.5 1,111 2.5 43,173 97.5 　 56,471 57.4 2,563 4.5 53,908 95.5 　

Household

income
　 　 　 　 　 　 <.0001 　 　 　 　 　 　 <.0001

 Low 18,776 24.0 1,015 5.4 17,761 94.6 　 31,704 32.2 2,439 7.7 29,265 92.3 　

 Mid-low 18,047 23.0 421 2.3 17,626 97.7 　 20,848 21.2 867 4.2 19,981 95.8 　

 Mid-high 20,686 26.4 318 1.5 20,368 98.5 　 22,584 22.9 654 2.9 21,930 97.1 　

 High 20,847 26.6 280 1.3 20,567 98.7 　 23,302 23.7 617 2.6 22,685 97.4 　

Job 　 　 　 　 　 　 <.0001 　 　 　 　 　 　 <.0001

 White collar 16,496 21.1 194 1.2 16,302 98.8 　 15,236 15.5 378 2.5 14,858 97.5 　

 Pink collar 7,259 9.3 117 1.6 7,142 98.4 　 13,779 14.0 402 2.9 13,377 97.1 　

 Blue collar 33,890 43.3 598 1.8 33,292 98.2 　 21,578 21.9 708 3.3 20,870 96.7 　

 Othersb 20,711 26.4 1,125 5.4 19,586 94.6 　 47,845 48.6 3,089 6.5 44,756 93.5 　

Smoking status 　 　 　 　 　 　 <.0001 　 　 　 　 　 　 <.0001

 Current

 smoker
26,845 34.3 825 3.1 26,020 96.9 　 2,889 2.9 397 13.7 2,492 86.3 　

 Ex-smoker 30,540 39.0 828 2.7 29,712 97.3 　 2,309 2.3 242 10.5 2,067 89.5 　

 Non smoker 20,971 26.8 381 1.8 20,590 98.2 　 93,240 94.7 3,938 4.2 89,302 95.8 　

Drinking

frequency
　 　 　 　 　 　 <.0001 　 　 　 　 　 　 <.0001

 Frequently 28,417 36.3 674 2.4 27,743 97.6 　 9,945 10.1 503 5.1 9,442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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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casionally 32,734 41.8 640 2.0 32,094 98.0 　 47,439 48.2 1,681 3.5 45,758 96.5 　

 None 17,205 22.0 720 4.2 16,485 95.8 　 41,054 41.7 2,393 5.8 38,661 94.2 　

Walking physical 

activityc
　 　 　 　 　 　 <.0001 　 　 　 　 　 　 <.0001

 Yes 35,869 45.8 710 2.0 35,159 98.0 　 42,622 43.3 1,580 3.7 41,042 96.3 　

 No 42,487 54.2 1,324 3.1 41,163 96.9 　 55,816 56.7 2,997 5.4 52,819 94.6 　

BMI (kg/m2)d 　 　 　 　 　 　 <.0001 　 　 　 　 　 　 <.0001

 Underweight 2,334 3.0 185 7.9 2,149 92.1 　 4,841 4.9 295 6.1 4,546 93.9 　

 Normal 23,512 30.0 744 3.2 22,768 96.8 　 40,584 41.2 1,783 4.4 38,801 95.6 　

 Overweight 21,213 27.1 425 2.0 20,788 98.0 　 21,639 22.0 966 4.5 20,673 95.5 　

 Obese 31,297 39.9 680 2.2 30,617 97.8 　 31,374 31.9 1,533 4.9 29,841 95.1 　

Stress 　 　 　 　 　 　 <.0001 　 　 　 　 　 　 <.0001

 Yes 17,027 21.7 1,444 8.5 15,583 91.5 　 23,277 23.6 3,129 13.4 20,148 86.6 　

 No 61,329 78.3 590 1.0 60,739 99.0 　 75,161 76.4 1,448 1.9 73,713 98.1 　

Total 78,356 100.0 2,034 2.6 76,322 97.4 　 98,438 100.0 4,577 4.6 93,861 95.4 　

aSleep quality: Sleep quality was measured using the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 Good sleep quality 5, poor sleep quality > 5.  ≤ 

bOthers: Others include students, housewives, the unemployed and exclude occupational soldiers.

cWalking physical activity: engaging in more than 30 min oer day for more than 5days in the last week.

dBMI: body mass index; Obesity status defined by BMI based on 2014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Overweight and Obesity in Korea

*P-values were obtained by t-test or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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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자의 수면의 질과 우울2. 

우울과 관련된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multiple 

을 수행하였으며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건강행logistic regression) , , , 

태요인 등 모든 독립변수들을 모두 보정하였다(Table 8). 

수면의 질이 좋은 사람에 비해 수면의 질이 나쁜 경우 우울을 경험할 오즈 

가 남성에서 배 여자에서 배7.02 (OR=7.02, 95% CI: 6.17-7.99), 6.86 ((OR=6.86, 

로 높았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수면의 질이 좋95% CI: 6.20-7.59) . 

은 사람에 비해 수면의 질이 나쁠수록 우울을 경험할 오즈비가 높아졌으며 남, 

성에서 높았다. 

연령의 경우 대에 비해 대가 우울을 경험할 오즈가 남성에서 배 20 30 1.29

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OR=1.29, 95% CI: 1.02-1.64)

다 여성은 대에 비해 대가 우울을 경험할 오즈가 배. 20 30 0.80 (OR=0.80, 95% 

낮아졌고 대가 우울을 경험할 오즈가 배CI: 0.67-0.96) , 40 0.69 (OR=0.69, 95% 

대 배 대 배CI: 0.57-0.84), 50 0.66 (OR=0.66, 95% CI: 0.54-0.81), 60 0.61

로 낮아졌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OR=0.61, 95% CI: 0.50-0.75) . 

결혼 상태의 경우 배우자와 사는 군에 비해 현재 배우자가 없는 군 이혼 별 ( , 

거 사별 이 우울을 경험할 오즈비가 남성의 경우 배, ) 1.80 (OR=1.80, 95% CI: 

여성의 경우 배 로 가장 높았고1.58-2.04), 1.47 (OR=1.47, 95% CI: 1.36-1.59) , 

미혼이 우울을 경험할 오즈비가 남성이 배1.33 (OR=1.33, 95% CI: 1.12-1.59) 

여성이 배 로 높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1.37 (OR=1.37, 95% CI: 1.17-1.61)

였다. 

교육 수준에서는 대학교 졸업 이상인 군에 비해 중졸 이하의 남성이 우울  

증상을 경험할 오즈가 배 여성이 배1.46 (OR=1.46, 1.24-1.74), 1.69 (OR=1.39, 

으로 가장 높았고 고졸의 남성이 우울 증상을 경험할 오즈95% CI: 1.46-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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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배 여성이 배1.29 (OR=1.29, 95% CI: 1.12-1.48), 1.29 (OR=1.29, 95% CI: 

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1.14-1.46) .

지역의 경우 시골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서울 경기에서 거주하는 남성이 우 , /

울 증상을 경험할 오즈가 배 여자는 배1.27 (OR=1.27, 95% CI: 1.13-1.44) 1.32

로 높았고 광역시 세종 시에 거주하는 남성은 (OR=1.32, 95% CI: 1.21-1.43) , /

배 여자는 배1.31 (OR=1.31, 95% CI: 1.15-1.49), 1.28 (OR=1.28, 95% CI:  

로 가장 높게 확인되었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1.17-1.40) , .

가계소득수준의 경우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군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소득 , 

수준이 낮은 남성이 우울증상을 경험할 오즈가 배1.83 (OR=1.83, 95% CI: 

여자가 배 으로 가장 높았다 또1.54-2.18), 1.54 (OR=1.54, 95% CI: 1.37-1.73) . 

한 중 저소득인 남성이 우울 증상을 경험할 오즈비가 배- 1.22 (OR=1.22, 95% 

여성이 배 으로 높았고 모두 CI:1.03-1.45), 1.15 (OR=1.15, 95% CI:1.03-1.30)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직업의 경우 사무직 관리자에 비해 육체직 근로자 인 남성이 우 (blue collar)

울증상을 경험할 오즈가 배 여성이 배1.37 (OR=1.37, 95% CI: 1.13-1.65), 1.01

로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 밖(OR=1.01, 95% CI:0.87-1.18) . 

의 다른 직업군 학생 주부 포함 인 군이 우울 증상을 경험할 오즈가 남성이 ( , )

배 여성의 경우는 배3.33 (OR=3.33, 95% CI: 2.74-4.06), 1.92 (OR=1.92, 95%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CI:1.59-2.07) . 

흡연의 경우 비 흡연자에 비해 현재 흡연하는 군이 우울을 경험할 오즈가  

남자가 배 여자가 배1.34 (OR=1.34, 95% CI: 1.17-1.54), 2.08 (OR=2.08, 95% 

로 높았고 과거 흡연자의 경우 남자가 배CI: 1.83-2.37) , 1.26 (OR=1.26, 95% 

여자가 배 으로 통계적으로 CI: 1.10-1.45), 1.77 (OR=1.77, 95% CI:1.52-2.06)

관련성을 보였다. 

음주의 경우 음주하지 않은 군에 비해 자주 음주하는 군이 우울을 경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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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즈가 남자는 배 여자는 배0.75 (OR=0.75, 95% CI: 0.66-0.84), 1.03 (OR=1.03, 

로 남성은 유의하게 낮았으나 여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가95% CI: 0.91-1.15) . 

끔 음주하는 군의 경우 남자가 배 여자가 0.70 (OR=0.70, 95% CI: 0.61-0.79), 

배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0.82 (OR=0.82, 5% CI:0.76-0.88) .  

신체활동의 경우 신체활동을 하는 군에 비해 신체활동을 하지 않은 군이 우 , 

울을 경험할 오즈비가 남자가 배 여자가 1.44 (OR=1.44, 95% CI: 1.31-1.60) 

배 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1.28 (OR=1.258, 1.2-1.37) , . 

체질량지수 의 경우 정상 체중 군에 비해 저체중 군이 우울할 오즈가 남(BMI)

자는 배 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여성은 1.78 (OR=1.78, 95% CI: 1.47-2.16) , 1.13

배 으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 과(OR=1.13, 95% CI: 0.99-130) . 

체중의 경우 정상 체중 군에 비해 우울할 오즈가 남성은 배0.76 (OR=0.76, 9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나 여성은 배CI:0.67-0.87) , 0.96 (OR=0.96, 95% 

로 유의하지 않았다 비만의 경우 정상 체중 군에 비해 우울할 오CI:0.88-1.05) . 

즈가 남성이 배 여성이 배0.82 (OR=0.82, 95% CI:0.73-0.93), 0.90 (OR=0.90,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95% CI: 0.84-0.97) . 

스트레스의 경우 스트레스가 없는 군에 비해 있는 군이 우울할 오즈가 남자는 

배 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는 배8.32 (OR=8.32, 95% CI: 7.49-9.25) , 6.66

으로 마찬가지로 높게 나타났다(OR=6.66, 95% CI: 6.21-7.13) . 

우울과 관련된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

며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건강행태요인 등 모든 독립변수들을 모두 , , , 

보정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8). 

수면시간을 포함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분석한 결과는 이며Table 9 , 

적정 수면시간인 시간 이상 시간 미만 수면 군에 비해 시간 이상 시간 미7 8 8 9

만 수면하는 군이 우울할 오즈가 남성이 배2.47 (OR=2.47, 95% CI: 2.02-3.02), 

여성이 배 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시간 이상 2.62 (OR=2.62, 95% CI: 2.29-3.0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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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미만 수면하는 군이 시간 이상 시간 미만 수면하는 군에 비해 우울할 9 7 8

오즈가 남성이 배 여성이 배1.59 (OR=1.59, 95% CI: 1.36-1.87), 1.45 (OR=1.45, 

로 높았다 또한 시간 미만 수면하는 군이 시간 이상 시95% CI: 1.30-1.62) . 6 7 8

간이상 수면하는 군에 비해 우울할 오즈가 남성이 배1.46 (OR=1.46, 95% CI: 

여성이 배 로 높게 나타나 과다1.27-1.68), 1.32 (OR=1.32, 95% CI: 1.22-1.47) , 

과소 수면의 경우 남녀 모두 우울할 오즈가 높게 나오는 결과를 보였다. 

추가 분석으로 피츠버그 수면의 질 가지 항목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평균 7

점수는 남성이 점 여성이 점으로 남성 여성 모두에서 점 이상으로 전5.03 , 5.98 5

반적으로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았다(Appendi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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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Odds ratio for depression symptoms

Variables

 Depressive symptoms (PHQ-9 ≥ 10)

Men Women

Adjusted 
OR 95% CI Adjusted 

OR 95% CI

Sleep quality (PSQI)a
　 　 　 　 　 　 　 　

Good 1.00 　 　 　 1.00 　 　 　

Poor 7.02 (6.17 - 7.99) 6.86 (6.20 - 7.59)

Age 　 　 　 　 　 　 　 　

19-29 1.00 　 　 　 1.00 　 　 　

30-39 1.29 (1.02 - 1.63) 0.80 (0.67 - 0.96)

40-49 1.03 (0.81 - 1.31) 0.69 (0.57 - 0.84)

50-59 0.97 (0.75 - 1.25) 0.66 (0.54 - 0.81)

60-69 0.92 (0.69 - 1.21) 0.61 (0.50 - 0.75)

≥ 70 1.01 (0.76 - 1.35) 0.81 (0.66 - 1.01)

Marital status 　 　 　 　 　 　 　 　

Married 1.00 　 　 　 1.00 　 　 　

Divorced, separated 
or widowed 1.80 (1.58 - 2.04) 1.47 (1.36 - 1.59)

Unmarried 1.33 (1.12 - 1.59) 1.37 (1.17 - 1.61)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or below 1.46 (1.24 - 1.73) 1.69 (1.46 - 1.96)

High school 1.29 (1.12 - 1.48) 1.29 (1.14 - 1.46)

College or above 1.00 　 　 　 1.00 　 　 　

Region 　 　 　 　 　 　 　 　

Metropolitan 1.27 (1.13 - 1.44) 1.32 (1.21 - 1.43)

Urban 1.31 (1.15 - 1.49) 1.28 (1.17 - 1.40)

Rural 1.00 　 　 　 1.00 　 　 　

Household income 　 　 　 　 　 　 　 　

Low 1.83 (1.54 - 2.18) 1.54 (1.37 - 1.73)

Mid-low 1.22 (1.03 - 1.45) 1.15 (1.03 - 1.30)

Mid-high 0.98 (0.82 - 1.16) 0.95 (0.84 - 1.07)

High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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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White collar 1.00 　 　 　 1.00 　 　 　

Pink collar 1.21 (0.95 - 1.54) 0.96 (0.82 - 1.12)

Blue collar 1.37 (1.13 - 1.65) 1.01 (0.87 - 1.18)

Othersb
3.33 (2.74 - 4.06) 1.82 (1.59 - 2.07)

Smoking status 　 　 　 　 　 　 　 　

Current smoker 1.34 (1.17　 -　 1.54)　 2.08 (1.83 - 2.37)

Ex-smoker 1.26 (1.10 - 1.45) 1.77 (1.52 - 2.06)

Nonsmoker 1.00 　 　 　 1.00 　 　 　

Smoking status 　 　 　 　 　 　 　 　

Frequently 0.75 (0.66 - 0.84) 1.03 (0.91 - 1.15)

Occasionally 0.70 (0.61 - 0.79) 0.82 (0.76 - 0.88)

None 1.00 　 　 　 1.00 　 　 　

Walking physical activityc
　 　 　 　 　 　 　 　

Yes 1.00 　 　 　 1.00 　 　 　

No 1.44 (1.31 - 1.60) 1.28 (1.20 - 1.37)

BMI (kg/m2)d
　 　 　 　 　 　 　 　

Underweight 1.78 (1.47 - 2.16) 1.13 (0.99 - 1.30)

Normal 1.00 　 　 　 1.00 　 　 　

Overweight 0.76 (0.67 - 0.87) 0.96 (0.88 - 1.05)

Obse 0.82 (0.73 - 0.93) 0.90 (0.84 - 0.97)

Stress 　 　 　 　 　 　 　 　

Yes 8.32 (7.49 - 9.25) 6.66 (6.21 - 7.13)

No 1.00 　 　 　 1.00 　 　 　
aSleep quality: Sleep quality was measured using the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 Good sleep quality ≤ 5, poor sleep quality > 5.  
bOthers: Others include students, housewives, the unemployed and exclude occupational 
soldiers.
cWalking physical activity: engaging in c more than 30 min oer day for more than 5 
days in the last week.

dBMI: body mass index; Obesity status defined by BMI based on 2014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Overweight and Obesi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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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Odds ratio for association between quality and duration of 
sleep and depressive symptoms

Variables

 Depressive symptoms (PHQ-9 10)≥

Men Women
Adjust

ed OR
95% CI

Adjusted 

OR
95% CI

Sleep quality 

(PSQI)a　
　 　 　 　 　 　 　

 Good 1.00 　 　 　 1.00 　 　 　

 Poor 7.47 (6.51 - 8.56) 7.34 (6.61 - 8.16)

Sleep duration 　 　 　 　 　 　 　 　

 < 6 1.46 (1.27 - 1.68) 1.34 (1.22 - 1.47)

 6-7 0.98 (0.84 - 1.13) 0.93 (0.84 - 1.03)

 7-8 1.00 　 　 　 1.00 　 　 　

 8-9 1.59 (1.36 - 1.87) 1.45 (1.30 - 1.62)

 9≥ 2.47 (2.02 - 3.02) 2.62 (2.29 - 3.00)

Age 　 　 　 　 　 　 　 　

 19-29 1.00 　 　 　 1.00 　 　 　

 30-39 1.33 (1.05 - 1.69) 0.82 (0.69 - 0.98)

 40-49 1.05 (0.82 - 1.35) 0.72 (0.59 - 0.88)

 50-59 0.98 (0.76 - 1.26) 0.69 (0.57 - 0.84)

 60-69 0.92 (0.70 - 1.22) 0.64 (0.52 - 0.79)

 70≥ 1.00 (0.75 - 1.33) 0.82 (0.66 - 1.02)

Marital status 　 　 　 　 　 　 　 　

 Married 1.00 　 　 　 1.00 　 　 　

 Divorced, 

 Separated or widowed
1.77 (1.55 - 2.01) 1.45 (1.34 - 1.57)

 Unmarried 1.30 (1.09 - 1.56) 1.32 (1.13 - 1.56)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or below
1.42 (1.20 - 1.68) 1.63 (1.40 - 1.88)

 High school 1.28 (1.11 - 1.47) 1.27 (1.12 - 1.43)

 College or above 1.00 　 　 　 1.00 　 　 　

Region 　 　 　 　 　 　 　 　

 Metropolitan 1.28 (1.13 - 1.44) 1.33 (1.22 - 1.44)

 Urban 1.31 (1.15 - 1.49) 1.29 (1.18 - 1.42)

 Rural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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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hold income 　 　 　 　 　 　 　 　

 Low 1.78 (1.49 - 2.12) 1.51 (1.34 - 1.70)

 Mid-low 1.21 (1.01 - 1.43) 1.15 (1.02 - 1.29)

 Mid-high 0.97 (0.82 - 1.15) 0.95 (0.84 - 1.06)

 High 1.00 　 　 　 1.00 　 　 　

Job 　 　 　 　 　 　 　 　

 White collar 1.00 　 　 　 1.00 　 　 　 

 Pink collar 1.18 (0.93 - 1.51) 0.93 (0.80 - 1.09)

 Blue collar 1.33 (1.10 - 1.61) 0.98 (0.84 - 1.14)

 Othersb 3.11 (2.55 - 3.78) 1.70 (1.49 - 1.94)

Smoking status 　 　 　 　 　 　 　 　

 Current

smoker
1.33 (1.15 - 1.52) 2.06 (1.80 - 2.34)

 Ex-smoker 1.26 (1.10 - 1.45) 1.75 (1.50 - 2.05)

 Nonsmoker 1.00 　 　 　 1.00 　 　 　

Drinking frequency 　 　 　 　 　 　 　 　

 Frequently 0.76 (0.67 - 0.86) 1.02 (0.91 - 1.15)

 Occasionally 0.72 (0.64 - 0.82) 0.83 (0.77 - 0.90)

 None 1.00 　 　 　 1.00 　 　 　

Walking physical activityc 　 　 　 　 　 　 　

 Yes 1.00 　 　 　 1.00 　 　 　

 No 1.42 (1.29 - 1.57) 1.25 (1.17 - 1.34)

BMI(kg/m2)d 　 　 　 　 　 　 　 　

 Underweight 1.72 (1.41 - 2.08) 1.11 (0.96 - 1.28)

 Normal 1.00 　 　 　 1.00 　 　 　

 Overweight 0.76 (0.66 - 0.86) 0.96 (0.88 - 1.05)

 Obese 0.82 (0.73 - 0.92) 0.89 (0.83 - 0.97)

Stress 　 　 　 　 　 　 　 　

 Yes 8.25 (7.43 - 9.17) 6.58 (6.14 - 7.05)

 No 1.00 　 　 　 1.00 　 　 　

aSleep quality: Sleep quality was measured using the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PSQI). Good 
sleep quality ≤ 5, poor sleep quality > 5.  
bOthers: Others include students, housewives, the unemployed and exclude occupational soldiers.
cWalking physical activity: engaging in c more than 30 min oer day for more than 5 days in the 
last week.
dBMI: body mass index; Obesity status defined by BMI based on 2014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Overweight and Obesity in Korea. Underweight<18.5kg/m2, Normal 23kg/m2, ＜

Overweight 25kg/m2, Obesity 25kg/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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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면의 질과 우울 관련 하위그룹 분석  

연구대상자의 수면의 질과 우울과의 관련성을 하위그룹별로 살펴보았다 (Table 

수면의 질 수준과 인구학적 요인 사회학적 요인 건강 행태적 요인 분석10). , , , 

을 성별에 따라 각각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수면의 질이 좋은 수준을 준거. 

집단으로 하였다 수면의 질은 연령 결혼상태 교육상태 지역 가계소득 직업. , , , , , , 

흡연 상태 음주 빈도 체질량지수 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 , (BM)

었다. 

연령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수면의 질이 좋은 군에 비하여 수면의 질이 나쁜  

군에서 남성은 대 여성은 대가 우울과의 관련성이 높았다 대 남성이 40 , 30 . 40

우울할 오즈가 배 대 여성은 배11.17 (OR=11.17, 95% CI=7.26-17.19), 30 9.31

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든 연령 (OR=9.31, 95% CI=6.54-13.25) .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결혼 상태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수면의 질이 좋은 군에 비하여 수면의 질이  

나쁜 군에서 남녀 모두 미혼인 경우 우울할 오즈가 가장 높았다 미혼 남성인 . 

경우 우울할 오즈가 배 로 가장 높았고 이7.59 (OR=7.59, 95% CI=5.66-10.18) , 

혼 별거 사별한 사람의 오즈가 배 로 높았고 · · 7.11 (OR=7.11, 95% CI=5.18-9.76)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수면의 질이 좋은 군에 비하여 나쁜 군에서의 미. 

혼 여성인 경우 우울할 오즈가 배 배 로 가장 7.54 (OR=7.54, 95% CI=5.71-994)

높았고 기혼인 여성이 우울할 오즈가 배 로 , 7.14 (OR=7.14, 95% CI=6.17-8.27)

다음으로 높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교육수준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수면의 질이 좋은 군에 비하여 수면의 질이  

나쁜 군의 대학 졸업 이상의 군에서 우울할 오즈가 남녀 모두 가장 높았다.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인 남성이 우울할 오즈가 배7.97 (OR=7.97,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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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배 로 높았고 그 CI=6.20-10.23), 9.31 (OR=9.31, 95% CI=7.40-11.70) , 

다음으로 수면의 질이 좋은 군에 비하여 좋지 않은 군의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군의 남성이 우울할 오즈가 배 여성이 7.65 (OR=7.65, 95% CI=6.03-9.70), 7.65

배 로 다음으로 높았고 중학교 이하 졸업이 가장 ((OR=7.65, 95% CI=6.08-9.62)

낮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지역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수면의 질이 좋은 군에 비하여 좋지 않은 군에서  

서울 경기 군인 남성이 우울할 오즈가 배/ 8.35 (OR=8.35, 95% CI=6.43-100.85)

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광역시 세종군의 경우 우울할 오즈가 배, / 7.90 

로 가장 높았고 시골이 가장 낮았다 이는 모두 (OR=7.09, 95% CI=6.10-10.22) , .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계소득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수면의 질이 좋은 군에 비하여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군에서 중 저 소득군인 남성이 우울할 오즈가 배- 8.95 (OR=8.95, 95% 

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중 고 소득 군이 우울할 오즈가 배CI=6.63-12.08) , - 9.94

으로 높았다 남녀 모두 수면의 질이 좋은 군에 (OR=9.94, 95% CI=7.55-13.10) . 

비하여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군에서 저소득군인 경우 우울할 오즈가 남성 

여성 로 가장 낮(OR=6.24, 95% CI=5.15-7.57, OR=5.85, 95% CI=5.07-6.75)

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직업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수면의 질이 좋은 군에 비하여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군에서 남녀 모두 화이트 칼라군이 우울할 오즈가 남성이 배9.71

로 높았고 여성이 배(OR=9.71, 95% CI=6.29-14.99) , 10.61 (OR=10.61, 95% 

로 높았다 그 다음으로 남녀 모두 핑크 칼라군의 우울할 오즈가 CI=7.44-15.14) . 

남성이 배 여성이 배8.18 (OR=8.18, 95% CI=4.88-13.73), 8.50 (OR=8.50, 95% 

로 높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I=6.08-11.88) . 

흡연의 경우 수면의 질이 좋은 군에 비하여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군의 남녀  

모두 현재 흡연군이 우울할 높았으며 남성의 경우 오즈가 배, 7.58 (OR=7.58, 



- 49 -

여성이 배 로 높았고95% CI=6.15-9.35), 8.16 (OR=8.16, 95% CI=5.26-12.66) , 

비 흡연 군의 여성이 우울할 오즈가 배 남6.51 (OR=6.51, 95% CI=4.94-8.56), 

성이 배 로 가장 낮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6.73 (OR=6.73, 95% CI=6.05-7.48)

의하였다. 

음주의 경우 수면의 질이 좋은 군에 비하여 좋지 않은 군에서 남녀 모두 자주  

음주하는 군이 우울할 오즈가 남성이 배7.40 (OR=7.40, 95% CI=5.86-9.35), 

여성이 배 로 높았고 평생 음주해본 적이 9.01 (OR=9.01, 95% CI=6.44-12.60) , 

없는 남성 군이 우울할 오즈가 배 여성이 6.37 (OR=6.37, 95% CI=5.13-7.91) 

배 로 가장 낮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6.04 (OR=6.04, 95% CI=5.26-6.94)

다 체질량지수 는 수면의 질이 좋은 군에 비하여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 (BMI)

비만한 남성 군이 우울할 오즈가 배 로 높았7.92 (OR=7.92, 95% CI=6.29-9.98)

으나 여성의 경우는 저체중인 군이 우울할 오즈가 배, 7.62 (OR=7.62, 95% 

으로 가장 높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I=5.12-1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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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Results of subgroup analysis for the association between sleep  
 quality and depression symptoms

Variables 

 Poor sleep quality

Men Women

No Yes No Yes

OR OR 95% CI OR OR 95% CI

Age 　 　 　 　 　 　 　 　 　 　

19-29 1.00 7.41 (4.94 - 11.12) 1.00 7.40 (5.48 - 9.98)

30-39 1.00 7.56 (5.08 - 11.26) 1.00 9.31 (6.54 - 13.25)

40-49 1.00 11.17 (7.26 - 17.19) 1.00 9.21 (6.50 - 13.04)

50-59 1.00 6.71 (4.81 - 9.36) 1.00 7.65 (5.73 - 10.22)

60-69 1.00 7.40 (5.41 - 10.12) 1.00 7.51 (5.77 - 9.79)

≥ 70 1.00 5.42 (4.38 - 6.71) 1.00 5.24 (4.50 - 6.09)

Marital status 　 　 　 　 　 　 　 　 　 　

Married 1.00 6.70 (5.70 - 7.89) 1.00 7.14 (6.17 - 8.27)

Divorced, 
separated or 

widowed
1.00 7.11 (5.18 - 9.76) 1.00 6.13 (5.22 - 7.21)

Unmarried 1.00 7.59 (5.66 - 10.18) 1.00 7.54 (5.71 - 9.94)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or
below 1.00 6.02 (4.94 - 7.33) 1.00 5.80 (5.10 - 6.60)

High school 1.00 7.65 (6.03 - 9.70) 1.00 7.65 (6.08 - 9.62)

College or above 1.00 7.97 (6.20 - 10.23) 1.00 9.31 (7.40 - 11.70)

Region 　 　 　 　 　 　 　 　 　 　

Metropolitan 1.00 8.35 (6.43 - 10.85) 1.00 7.64 (6.26 - 9.31)

Urban 1.00 6.29 (4.70 - 8.42) 1.00 7.90 (6.10 - 10.22)

Rural 1.00 6.75 (5.68 - 8.04) 1.00 6.26 (5.48 - 7.14)

Household income 　 　 　 　 　 　 　 　 　 　

Low 1.00 6.24 (5.15 - 7.57) 1.00 5.85 (5.07 - 6.75)

Mid-low 1.00 8.95 (6.63 - 12.08) 1.00 6.60 (5.28 -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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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high 1.00 6.28 (4.66 - 8.48) 1.00 9.94 (7.55 - 13.10)

High 1.00 7.23 (5.28 - 9.90) 1.00 7.63 (5.93 - 9.83)

Job 　 　 　 　 　 　 　 　 　 　

White collar 1.00 9.71 (6.29 - 14.99) 1.00 10.61 (7.44 - 15.14)

Pink collar 1.00 8.18 (4.88 - 13.73) 1.00 8.50 (6.08 - 11.88)

Blue collar 1.00 7.84 (6.22 - 9.90) 1.00 6.00 (4.74 - 7.61)

Othersb 1.00 5.87 (4.91 - 7.01) 1.00 6.39 (5.63 - 7.24)

Smoking status 　 　 　 　 　 　 　 　 　 　

Current smoker 1.00 7.58 (6.15 - 9.35) 1.00 8.16 (5.26 - 12.66)

Ex-smoker 1.00 6.76 (5.50 - 8.32) 1.00 7.81 (4.73 - 12.89)

Non smoker 1.00 6.51 (4.94 - 8.56) 1.00 6.73 (6.05 - 7.48)

Drinking frequency 　 　 　 　 　 　 　 　 　 　

Frequently 1.00 7.40 (5.86 - 9.35) 1.00 9.01 (6.44 - 12.60)

Occasionally 1.00 7.40 (5.91 - 9.27) 1.00 7.44 (6.31 - 8.78)

None 1.00 6.37 (5.13 - 7.91) 1.00 6.04 (5.26 - 6.94)

Walking physical 
activityc 　 　 　 　 　 　 　 　 　 　

Yes 1.00 7.34 (5.92 - 9.11) 1.00 8.06 (6.77 - 9.60)

No 1.00 6.84 (5.81 - 8.04) 1.00 6.27 (5.54 - 7.10)

BMI (kg/m2)d
　 　 　 　 　 　 　 　 　 　

Underweight 1.00 5.44 (3.55 - 8.34) 1.00 7.62 (5.12 - 11.36)

Normal 1.00 6.71 (5.42 - 8.30) 1.00 7.56 (6.41 - 8.92)

Overweight  1.00 6.89 (5.22 - 9.10) 1.00 6.43 (5.19 - 7.97)

Obse 1.00 7.92 (6.29 - 9.98) 1.00 6.27 (5.27 - 7.46)

Stress 　 　 　 　 　 　 　 　 　 　

Yes 1.00 6.69 (5.67 - 7.89) 1.00 6.00 (5.26 - 6.83)

No 1.00 7.40 (6.02 - 9.09) 1.00 8.00 (6.82 - 9.37)

Analysis was adjusted for all sociodemographic, economic, health-related factors considered † 
in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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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 항목과 우울과의 연관성4. (K-PSQI)  

  의 가지 항목과 우울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독립변수를 PSQI 7

동일하게 보정하고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 Table 11

과 같다. 

모든 수면의 질 가지 항목에서 가장 나쁜 상태인 점으로 응답한 군이 우울7 3

과 관련성이 가장 높은 군으로 보였으며 우울과 용량 반응 관계, -

를 보였다 결과 값은 남성과 여성 모두 통계적(Dose-response relationship) . 

으로 유의하였다. 

주관적 수면의 질의 경우 매우 좋음으로 응답한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

였다 그 결과 주관적 수면의 질이 매우 나쁘다고 응답한 사람은 매우 좋음으로 . 

응답한 사람에 비해 우울할 오즈가 남성 배23.67 (OR=23.67, 95% 

여성이 배 로 높았다CI=18.18-30.81), 18.61 (OR=18.61 95% CI=15.25-22.72) . 

두 변수는 용량 반응 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 

수면 잠복기의 경우 분 미만으로 응답한 집단을 준거 집단으로 설정하였다15 . 

그 결과 수면 잠복기가 분 초과라고 답한 사람은 수면 잠복기가 분 미만이60 15

라고 답한 사람에 비해 우울할 오즈가 남성이 배8.30 (OR=8.30, 95% 

여성이 배 로 높았다 두 변CI=7.24-9.52), 6.35 (OR=6.35, 95% CI=5.75-7.00) . 

수는 용량 반응 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 . 

수면 시간의 경우 시간 초과 수면으로 응답한 집단을 준거 집단으로 설정하7

였다 그 결과 수면 시간이 시간 이상에서 시간 미만 수면한다고 답한 사람은 . 6 7

시간 초과 수면한다고 응답한 사람에 비해 우울할 오즈가 남성이 배7 0.79 

여성이 배(OR=0.79, 95% CI=0.66-0.93), 0.82 (OR=0.82, 95% CI=0.73-0.92)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그리고 하루 수면을 시간 이상에서 시간 미. 5 6

만으로 수면한다고 답한 사람은 시간 초과로 수면한다고 답한 사람에 비해 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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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할 오즈가 남성이 배 로 높았고 통계적으1.24 (OR=1.24, 95% CI=1.06-1.45)

로 유의하였다 여성이 배 로 높았으나 통계적. 1.10 (OR=1.10, 95% CI=0.98-1.23)

으로 유의하진 않았다 하루 수면 시간이 시간 미만이라고 답한 사람은 하루 . 5 7

시간 초과로 수면하는 군에 비해 우울할 오즈가 남성이 배2.33 (OR=2.66, 95% 

여성이 배 로 유의하게 높았CI=2.31-3.06), 2.25 (OR=2.25, 95% CI=2.03-2.48)

다. 

평소의 수면 효율은 이상을 기준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평소 85% . 

수면 효율이 미만인 군은 평소 수면 효율이 이상인 군에 비해 우울할 65% 85% 

오즈가 남성이 배 여성이 배 배3.14 (OR=3.14, 95% CI=2.74-3.59), 2.93

로 높았다 두 변수는 용량 반응 관계를 보였으(OR=2.93, 95% CI=2.69-3.18) . -

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 

수면 방해의 경우는 점수로 표현하였으며 점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였다, 0 . 

분석 결과 수면 방해가 점에서 점인 군은 수면 방해가 점인 기준 집단에 19 27 0

비해 우울할 오즈가 남성이 배 여132.78 (OR=132.78 95% CI=82.19-214.51), 

성이 배 로 높았다 두 변수는 용량113.57 (OR=113.57, 95% CI=81.67-157.92) . -

반응 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수면제 사용 항목은 일주일에 수면제를 복용한 주기로 표현하였으며 지난 한, 

달 동안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은 군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일. 

주일에 번 이상 수면제를 복용한 군은 수면제를 한 달 동안 복용하지 않은 군3

에 비해 우울할 오즈가 남성이 배 여성이 5.22 (OR=5.22 95% CI=4.42-6.17), 

배 로 높았다 두 변수는 용량 반응 관계를 4.57 (OR=4.57, 95% CI=4.12-5.08) . -

보이며 유의하였다.

주간기능 장애는 장애의 정도로 표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군을 준거집단, 

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주간 기능 장애가 매우 많았다고 응답한 군은 전혀 . 

문제가 없었다고 답한 군에 비해 우울할 오즈가 남성이 배15.2 (OR=15.21,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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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배 로 유의하게 CI=12.83-18.02), 12.86 (OR=12.86, 95% CI=11.41-14.49)

높았다. 

피츠버그 수면의 질 가지 지수 모두 가장 나쁜 상태인 점으로 응답한 군이 7 3

우울과 관련성이 가장 높은 군으로 분석되었으며 점 보다 점이 점보다 점, 1 2 , 2 3

으로 응답한 군의 순으로 관련성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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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the association between 
each component of the PSQI and depressive symptoms

Variables

 Depressive symptoms (PHQ-9 ≥ 10)

Men Women

Adjusted 
OR 95% CI Adjuste

d OR 95% CI

Subjective sleep quality 　 　 　 　 　 　 　 　

Very good 1.00 　 　 　 1.00 　 　 　

Fairy good 1.48 (1.15 - 1.91) 1.46 (1.20 - 1.78)

Fairly bad 7.64 (5.98 - 9.77) 6.00 (4.95 - 7.26)

Very bad 23.67 (18.18 - 30.81) 18.61 (15.25 - 22.72)

Sleep latency (min) 　 　 　 　 　 　 　 　

15≤ 1.00 　 　 　 1.00 　 　 　

16-30 1.46 (1.25 - 1.69) 1.29 (1.15 - 1.44)

31-60 3.98 (3.44 - 4.60) 2.93 (2.63 - 3.26)

> 60 8.30 (7.24 - 9.52) 6.35 (5.75 - 7.00)

Sleep duration (h) 　 　 　 　 　 　 　 　

> 7 1.00 　 　 　 1.00 　 　 　

6-7 0.79 (0.66 - 0.93) 0.82 (0.73 - 0.92)

5-6 1.24 (1.06 - 1.45) 1.10 (0.98 - 1.23)

< 5 2.66 (2.31 - 3.06) 2.25 (2.03 - 2.48)

Habitual sleep efficiency (%) 　 　 　 　 　 　 　

85≥ 1.00 　 　 　 1.00 　 　 　

75-84 1.69 (1.49 - 1.92) 1.63 (1.50 - 1.77)

65-74 2.14 (1.83 - 2.51) 1.80 (1.62 - 2.00)

< 65 3.14 (2.74 - 3.59) 2.93 (2.69 - 3.18)

Sleep disturbance 　 　 　 　 　 　 　 　

0 1.00 　 　 　 1.00 　 　 　

1-9 3.68 (2.89 - 4.69) 4.30 (3.44 -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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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21.99 (17.05 - 28.35) 22.27 (17.76 - 27.93)

19-27 132.78 (82.19 - 214.51) 113.57 (81.67 - 157.92)

Use of sleep medication　 　 　 　 　 　 　 　

Not during the past 
month

1.00 　 　 　 1.00 　 　 　

Less than once a 
week

1.84 (1.30 - 2.59) 1.91 (1.60 - 2.30)

Once or twice a
 week

3.33 (2.47 - 4.47) 3.35 (2.81 - 3.99)

Three or more 
times a week

5.22 (4.42 - 6.17) 4.57 (4.12 - 5.08)

Daytime dysfunction 　 　 　 　 　 　 　 　

No problem at all 1.00 　 　 　 1.00 　 　 　

Only a very slight 
problem

2.25 (1.99 - 2.55) 2.31 (2.13 - 2.51)

Somewhat of a 
problem

5.20 (4.58 - 5.90) 4.57 (4.19 - 4.97)

A very big problem 15.21 (12.83 - 18.02) 12.86 (11.41 - 14.49)

Analysis was adjusted for all sociodemographic, economic, health-related factors   † 
  considered in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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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에 대한 독립변수의 표준화된 회귀계수5. (Standardized coefficient  
분석   magnitude of all independent and interesting variables) 

모든 독립변수들의 표준화된 회귀 계수 (Standardized coefficient magnitude 

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여 우울과의 관계를 보았of all independent variables)

다 그 결과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 가 위로 우울(Table 12). (PSQI) Ranking 1

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로 분석되었다 그 다음 위로 우울에 영향을 . 2

주는 독립변수는 스트레스 위는 직업 위는 결혼 상태 위는 가계 수입으로 , 3 , 4 , 5

확인되었다. 

우울에 대해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의 가지 항목의 표준화된 회귀 계수를 7

분석하여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지 항목에서 수면 방해(Table13). 7

가 위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Sleep disturbance) Ranking 1

으며 위는 주관적 수면의 질 위는 주간 기능 장, 2 (Subjective sleep quality), 3

애 위는 수면 잠복기 위는 수면제 (daytime dysfunction), 4 (Sleep latency), 5

사용 위는 평소의 수면 효율(Use of Sleep medication), 6 (Habitual Sleep 

로 나타났다 마지막 위로 상대적으로 가장 우울에 덜 영향을 주는 efficiency) . 7

피츠버그 항목은 수면 시간 으로 나타났다(Sleep du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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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2. Results of analysis comparing standardized coefficient 
magnitude of all independent variables on depressive symptom 

Variables

 Depressive symptoms (PHQ-9 ≥ 10)

Men 　 Women

Adjusted 
OR 95% CI abs β Ran

king
Adjusted 

OR 95% CI abs β Ran
king

Sleep
quality
(PSQI)

7.28 (6.40 - 8.28) 0.52 1 6.97 (6.30 - 7.71) 0.53 1

Age 1.08 (1.03 - 1.13) 0.07 10 1.05 (1.02 - 1.09) 0.04 10

Marital
 status

1.31 (1.22 - 1.42) 0.12 5 1.47 (1.40 - 1.55) 0.15 4

Educational
 level

0.89 (0.83 - 0.97) 0.05 12 0.84 (0.79 - 0.90) 0.08 7

Region 0.85 (0.80 - 0.90) 0.08 8 0.86 (0.83 - 0.89) 0.07 9

Household
 income 0.76 (0.72 - 0.81) 0.17 4 0.84 (0.81 - 0.88) 0.11 5

Job 1.57 (1.47 - 1.67) 0.26 3 1.35 (1.30 - 1.41) 0.19 3

Smoking
 status

1.16 (1.08 - 1.23) 0.06 11 1.50 (1.41 - 1.59) 0.08 6

Drinking
 frequency

0.84 (0.79 - 0.90) 0.07 9 0.93 (0.88 - 0.98) 0.03 12

Walking
 physical
 activityc

0.68 (0.62 - 0.75) 0.11 6 0.75 (0.70 - 0.80) 0.08 8

0.85 (0.81 - 0.89) 0.08 7 0.93 (0.90 - 0.96) 0.04 11BMI(kg/m2)d

Stress 8.47 (7.63 - 9.39) 0.49 2 6.60 (6.17 - 7.07) 0.44 2

PSQI,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OR, odds †

ratio; CI, confidence inteval; abs, absolute value
‡ Analysis was adjusted for all sociodemographic, economic, health-related factors 

considered in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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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3. Results of analysis comparing standardized coefficient 
magnitude of PSQI components on depressive symptom 

Variables

 Depressive symptoms (PHQ-9 ≥ 10) 　 　

Men Women

Adjusted 
OR 95% CI abs β Ran

king
Adjusted 

OR 95% CI abs β Ran
king

Components of PSQI

Subjective 

sleep quality
1.92 (1.77 - 2.09) 0.23 2 1.91 (1.80 - 2.02) 0.25 2

Sleep

latency
1.43 (1.35 - 1.50) 0.18 4 1.33 (1.28 - 1.37) 0.16 4

Sleep

duration
1.02 (0.96 - 1.08) 0.01 7 0.92 (0.88 - 0.96) 0.05 6

Habitual

sleep

efficiency

1.04 (0.98 - 1.10) 0.02 6 1.06 (1.03 - 1.10) 0.03 7

Sleep

disturbance
2.90 (2.63 - 3.21) 0.30 1 2.89 (2.71 - 3.09) 0.31 1

Use of sleep

medication
1.24 (1.17 - 1.32) 0.05 5 1.28 (1.24 - 1.33) 0.08 5

Daytime 

dysfunction
1.72 (1.63 - 1.82) 0.22 3 1.65 (1.59 - 1.71) 0.21 3

PSQI,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OR, odds †

ratio; CI, confidence inteval; abs, absolute value

‡ Analysis was adjusted for all sociodemographic, economic, health-related factors  

considered in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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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V. 

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1. 

  이 연구는 국가 통계자료인 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사용하였다 우울로 2018 . 

인한 정신과 상담 경험자와 무응답 및 결측치를 제외하여 총 명을 분석 176,794

대상으로 하여 수면의 질과 우울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수면의 질과 우울 발생과의 상관관계를 성 

별에 따라 분석하였고 피츠버그 수면의 질 가지 항목과 우울과의 상관관계 분, 7

석과 하위그룹 분석도 시행하였다 또한 우울에 대한 영향 크기를 분석하기 위, . 

해 독립변수와 흥미변수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기본적. 

인 인구학적 요인인 성별 연령 지역과 사회경제적 요인인 결혼상태 교육 수, , , 

준 가구 소득 직업으로 분류하였고 건강행태 관련 요인인 흡연 음주 신체활, , , , 

동 체질량지수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 변수를 포함하였다 모든 통계 유의 , (BMI), . 

수준은 이하로 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방법론 상의 몇 가지 제한점을 가0.05 . 

지고 있다.

첫째 자료원인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단면적 조사연구, (Cross-sectional 

이기 때문에 수면의 질과 우울과의 관련성에 대한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study)

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각 변수간의 시간적 선후관계 및 인과관계를 설, 

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해당 연구는 차 자료를 활용한 연구로써 주어진 설명 항목의 내용을 , 2 , 

분석하였기 때문에 설문 항목 이외에 다양한 변수를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만성질환 보유 가구원수 근무 형태 불규칙한 수면의 정도 수. , , , , 

면의 질을 저하시키는 기질적이고 임상적인 질병 유무 등 통제하지 못한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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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혼란변수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회상오류. 

가 발생할 수 있다(recall bias) . 

셋째 우울증선별검사 는 자가 보고 형식의 척도검사이므로 검사의 , (PHQ-9) , 

결과가 반드시 임상적인 우울증의 진단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 수면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한국판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 

는 설문지 형식의 척도 검사로 해석에 주의를 해야 한다 자가보고 형(K-PSQI) . 

식의 설문조사로 측정된 수면정보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수면시간 정보의 정확성

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 시 객관적으로 수집된 수면시간 정보를 . 

이용한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며 수면의 질을 다각도로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 

영상 기능 장비와 임상 자료를 종합하여 불규칙한 수면 패턴과 나쁜 수면의 질, 

이 건강에 미치는 메커니즘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한국인의 특성을 대표적으로 반영하는 국가 자료인 지역사

회건강조사 이용하여 전 국민에 대한 대표성과 신뢰성이 있으며 수면의 질이 , 

조사된 제일 최신의 데이터인 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2018

다 또한 수면의 질 척도인 한국판 피츠버그 수면의질 지수 를 활용한 . (K-PSQI)

선행연구들이 많지 않고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같은 큰 표본 데이터로 분석한 것, 

이 없었기에 본 논문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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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2. 

  이 연구는 수면의 질과 우울과의 연관성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고 수면의 질 , 

의 수준에 따라 우울 발생 위험은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 

시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건강행태 관련 요인 등을 고려하였다, , . 

연구 결과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의 가지 항목에 대한 전체 대상자의 평균  7

점수는 남성이 점 여성이 점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나쁜 수면의 질 기5.03 , 5.98

준인 점을 평균적으로 넘는 결과를 보였다 국내에서 시행한 다른 선행연구에5 . 

서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점수가 점 이 있었고PSQI 6.23 (Lemma et al,. 2012) ,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면의 질 점수 점 과 비교할 때 5.45 (Cho, 2007)

유사한 정도의 수면의 질을 나타내었다. 

전체 대상자 중 수면의 질이 나쁜 대상자는 남성이 명 여성이 27,378 (34.9%), 

명 으로 우리나라 성인 명 중 약 명 정도는 수면의 질이 낮은 46,030 (46,8%) 10 4

것으로 분석되었다 에 가까운 대상자의 수가 수면의 질이 낮음으로 보고한 . 50%

것으로 보아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우울 발생률의 성별 차이를 보면 여성이 우울한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수면의 질이 나쁠 경우 그 차이가 컸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정신건강이 남

성보다 취약하며 특히 우울증의 경우 여성의 유병률은 남성보다 약 배 정도 . , . 2

차이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olen-Hoeksema, 2001; Piccinelli and 

Wilkinson, 2000; Weissman et al., 1996) 그러나 성별의 유의한 차이가 관. 

찰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별의 유의한 차이. 

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강혜원 조영태( , , 2007) 일부 연구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 

남성과 여성의 우울 수준 차이가 점차 감소한다고 밝히고 있다(Srol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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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cher, 1980; Weissman and Myers, 1978).

수면의 질과 우울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수면의 질이 나쁜 군은 좋은 군, 

에 비하여 우울할 가능성이 남성 배 여성 배로 높았다 이는 저하된 7.02 , 6.86 . 

수면의 질이 불안 또는 우울과 관련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적정 수면시간인 시간이상 시간 보다 적게 (Neckelmann et al, 2014). 7 8 . 

잘 경우 우울할 가능성이 남성이 배 여성이 배로 높았고 많이 잘 경우 1.46 1.32 , 

도 남성이 배 여성이 배로 우울과의 관련성이 커졌다 이는 시간 미만의 2.5 2.6 . 6

수면과 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성인이 우울과의 관련성을 보인 8 (Kaneita et 

의 연구와 시간 이상으로 적정 수면 시간보다 많이 자는 군에서 높al., 2006) 9 . 

은 자살 생각을 보고한 연구 김기웅 결과와 유사하였다( , 2014) . 

수면의 질 가지 지수 모두 가장 나쁜 상태인 점으로 응답한 군이 우울과 7 3

관련성이 가장 높은 군으로 분석되었으며 점 보다 점이 점보다 점으로 , 1 . 2 , 2 . 3

응답한 군의 순으로 관련성이 증가하였다 이는 수면의 질 수준이 나쁠 수록 우. 

울을 진단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와 유사하다 김정기 따라서 수면( , 2009). 

의 질이 낮은 군을 우울 위험 군으로 분류하여 지원하는 정책적 지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모든 독립변수들의 표준화된 회귀 계수 (Standardized coefficient magnitude 

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여 우울과의 관계를 본 of all independent variables)

결과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가 위로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Ranking 1

독립변수로 분석되었고 위로 우울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는 스트레스로 확인, 2

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수면 상태가 우울을 예측하는 직접적인 관련요인이. 

라 설명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스트레스는 체(Berk, 2009; Li, Kechter, 2018). 

내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를 증가시켜 뇌에 직접 영향을 주며 글(Corticosteroid)

루코르티코이트 수용체를 억제하여 정서조절이 방해됨에 따라 우(Glucorticoid) 

울증에 취약하게 되므로 스트레스를 높게 느끼는 경우 우울감이 커지게 됨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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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선행연구로 설명할 수 있다 정현희( , 2002).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의 가지 항목의 표준화된 회귀 계수를 분석하여 차7

이를 분석한 결과 수면 방해 가 위로 가장 큰 영(Sleep disturbance) Ranking 1

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수면방해요인을 제거해주는 것이 우울증환. 

자의 정동장애를 회복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Murphy and Peterson, 2015). 

이 연구에서는 수면의 질이 나쁠수록 우울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 

었기 때문에 하위그룹 분석 시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수면의 질에 미치

는 영향이 큰 요인들이 우울과의 관련성이 높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우울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수면의 질이 나쁜 군의 특성을 분석 

한 결과 연령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수면의 질이 좋은 군에 비하여 수면의 질, 

이 나쁜 군에서 남성은 대 여성은 대가 우울과의 관련성이 높았다 이는 40 , 30 . 

여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면의 질이 우울과 관련성을 보인 선행연구

와 비슷한 맥락이며 중년기 남성의 우울이 수면의 질에 가장 강(Pilcher, 1997)

력한 요인으로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다(Haseli et al., 2009).

혼인상태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수면의 질이 좋은 군에 비하여 수면의 질이  

나쁜 군에서 남녀 모두 미혼인 경우 우울할 오즈가 가장 높았다 이는 배우자가 . 

있는 사람에 비해 배우자가 없는 사람의 수면의 질이 낮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 하지만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수면의 질이 좋다는 (Soltani, 2012). 

상충되는 결과를 보인 선행연구도 있었다 이는 고독감으(Haseli et al., 2009). 

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생각되며 미혼과 , 

인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울발생 위험이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려1

가 되는 지점이다. 

교육수준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수면의 질이 좋은 군에 비하여 수면의 질이  

나쁜 군의 대학 졸업 이상의 군에서 우울할 오즈가 남녀 모두 가장 높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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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상의 학력인 중년의 수면의 질이 낮다고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바가 있다

이혜련( , 2013). 

지역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수면의 질이 좋은 군에 비하여 좋지 않은 군에서  

시골이 아닌 지역에서 거주하는 남성과 여성이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도시 형태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수면의 질이 나, , 

빠지는 경향을 보인 선행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였다 김승대( , 2013). 

가구 소득 수준은 백분위수를 사분위수로 나누었는데 가구 소득이 연 소득 

만원 미만인 군일수록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우울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1600

다 이는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우울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와 일치. 

하였다 김태연( , 2020). 

직업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화이트 칼라군이 우울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정규 근로시간 이후 업무 시간이 주당 시간 이상인 국내 사무직 . 10

남성근로자가 를 차지하고 있으며 열악한 업무환경으로 인한 불충분한 수68.7%

면으로 피로수준이 고 위험 상태인 대상자가 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된 29.4%

선행연구 결과와 비슷한 맥락이다 이에리쟈( , 2014) 

흡연의 경우 현재 흡연 군이 우울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흡연을 하는 중년  . 

성인은 흡연을 하지 않는 군에 비해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 흡연이 수면에 미치는 악영향은 연구들을 통해 (Lenz, 2014), 

밝혀져 왔으며 니코틴은 카페인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 심박동수 혈압 호흡, , 

우울이 상승하여 이러한 자극효과는 몇 시간 지속되어 잠드는 것과 수면을 지, 

속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Lenz, 2014).

음주의 경우 남녀 모두 자주 음주하는 군이 우울할 오즈가 남성과 여성이 우울 

할 가능성이 높았고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한 결과였다 이금재, ( , 2014).

체질량지수 의 경우 남녀에서 상반된 결과가 보였는데 비만한 남성 군이  (BMI) , 

우울할 가능성이 높았고 여성의 경우는 저체중인 군이 우울할 가능성이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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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저체중인 여대생의 수면과 우울을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와 비슷하였다. 

송영은( , 2016). 

이상의 분석 내용을 종합해보면 연령이 대에서 대일수록 미혼일수록, 30 40 , , 

시골이 아닌 지역에서 거주할수록 저소득일수록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일수, , 

록 화이트 칼라 군 전문 행정 관리직 일수록 현재 흡연자일수록 일주일에 , ( ) , , 2-3

회 이상 자주 음주하는 군일수록 남성은 비만할수록 여성은 저체중일수록 우울, 

과의 연관성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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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VI. 

  이 연구는 수면의 질과 우울과의 상관관계를 다각도로 분석하였고 피츠버그 , 

수면의 질 지수의 가지 항목과 우울과의 상관관계를 세부적으로 비교하여 살7

펴보았다. 

지금까지의 우울과 수면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보면 우울로 인해 나타, 

나는 수면의 변화와 장해에 초점을 두거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 

인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뤘다 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수면의 질 . 2018

자료를 통해 국민적 수준에서의 수면 시간과 수면의 질을 통합적이게 측정하였

고 이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수면의 질과 우울에 대한 관계성을 분석하였, 

다 인구의 정도가 본인의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우울. 30% 

증 환자도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늘어가는 유해한 환경 생활 . , 

패턴의 변화 등으로 국민들은 질 좋은 수면과 건강한 정신을 위한 국가적인 보

건의료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재정의 낭비를 막고 한정적인 보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미리 파악하고 

대상자 별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며 더욱 적극, 

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사회적으로 질병부담이 점차 증. 

대되고 있는 우울은 조기 선별과 예방으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울의 한 

관련 요인으로 수면의 질을 고민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이 강

구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에는 다양한 측면으로 측정된 수면의 질과 우울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추

가 연구가 수행되고 국민의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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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PSQI total score and each 

component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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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PSQI total score and 
each component score

　
Men Women

Mean SD Mean SD

PSQI total score 5.03 ± 2.91 5.98 ± 3.43
Subjective sleep 

quality 1.03 ± 0.65 1.20 ± 0.72

Sleep latency 0.73 ± 0.93 1.07 ± 1.06

Sleep duration 1.51 ± 1.01 1.61 ± 1.05
Habitual sleep 

efficiency 0.41 ± 0.83 0.56 ± 0.95

Sleep disturbance 0.85 ± 0.51 0.96 ± 0.53
Use of sleep 

medication 0.07 ± 0.42 0.12 ± 0.55

Daytime dysfunction 0.43 ± 0.72 0.46 ± 0.75

PSQI,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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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sociation Between Sleep quality and Depression using PSQI in 

Korean: A Cross-sectional study of KCHS

Kwon Kyung A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ung-In Jang, MD, PhD)

 Because humans spend one third of their lives to sleep, good quality of 

sleep is essential for a healthy life. and  Sleep epidemiologic study 

reported that about 10 to 45 percent of wordwide adults experience sleep 

problems. Therefore, studies on sleep have been conducted in various 

fields to explain good sleep. In order to analyze good sleep,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not only quantitative concepts 

such as sleep time, but also qualitative concepts such as sleep quality. 

 Sleep quality is the subjective satisfaction with sleep. This includes 

difficulty falling asleep, waking up during sleep, waking up too early, and 

so on. 

 Poor sleep quality increases the risk of coronary artery disease such as 

myocardial infarction in adults, and it has been found to be a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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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cing affective disorders such as depression and anxiety. Because 

sleep quality is an important factor in health problems, it is  studied in 

various health-related fields, including public health and medicin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subjects with a 

potential risk of depression due to poor sleep quality by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quality sleep and depression. 

 In this study, the result of 2018 data of Korea Community Health 

Survey(KCHS) was used. Among the respondents, those who received 

counseling due to depression were excluded. Finally a total of 176,794 

(men: 78,356, women:98,438) were selected for analysis.

 For statistical analysis, first, chi-square test was performed on each 

variables such as demographic factors, socioeconomic factors, and health 

behavior factors to determine factors related to sleep quality and 

depression.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sleep quality and 

depression,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Also, all covariate 

including demographic factors, socioeconomic factors and health behavior 

factors were simultaneously adjusted.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ven factors of the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PSQI) and depression. In addition, 

standardized coefficient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magnitude of the 

influence of independent variables on depression. 

 As the result of the study, The average score for the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for men and women was 5.03 points and for women 5.98 

points. Both men and women scored above 5 on the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which is the poor sleep quality criterion. Alos, 34.9% of 

men and 46,8% of women had poor sleep quality. The poor sleep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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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was more than 6 times as likely to develop depression as those 

who did not, and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male: OR=7.02, 

95% CI=6.17-7.99; female: OR=6.86, 95%) CI=6.20-7.59).  In the 

sub-analysis study, the groups with low sleep quality, which were high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were as follows. For both men and women, 

the association with depression was higher in the age group in their 30s 

and 40s, the degree of university graduation or higher, the white-collar 

group (professional administrative manager), the current smoker, and the 

group who frequently drink more than 2-3 times a week. 

 As a result of an analysis of standardized coefficients for depression of 

all independent variables, the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 ranked 

first in the rankings that had the greatest impact on depression. Also 

Sleep distubance ranked first, among the 7 factors of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PSQI).

 This study found that sleep quality are associated with depression.   

Particularly, this study show that the Pittsburgh sleep quality is the 

greatest influencing variable on depression than other independent 

variables.

 Depression and sleep disorder is the most common chronic diseases of 

modern people. Therefore to improve the mental health of the people, 

health policy should be strengthened to prevent sleep disorders and 

depression based on this. 

Keywords: Sleep quality, PSQI, Depression, PHQ-9, KCH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