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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associatedwithdepression

insomeinpatientswithtuberculosis

Kang,Cho-Rong

Advisor:Prof.Han,Mi-Ah.MD.Ph.D.

DepartmentofPublicHealth,

GraduateSchoolofHealthScience,

ChosunUniversity

Objectiv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of

depression and the associated factors with depression inpatients with

tuberculosis(TB).

Methods:The study subjects were 221 inpatients with TB who received

chemotherapy atNationalTB Hospital.We collected generalcharacteristics,

disease-related factors, illness perception and depression status using

self-reportedquestionnairesduringSeptemberandOctober2011.Depressionwas

assessedbyCES-D questionnaires.Chi-squaretest,t-testandmultiplelogistic

regressions were performed to evaluate the association between subjects’

characteristicsanddepression.

Results:Of221patients,193(87.3%)patientsweremaleandthemeanage

was 49.4±13.1.The prevalence ofdepression was 124 (56.1%).In simple

analysis,householdincome,pack-year,numberofhospitalizations,experienceof

TB recovery,arbitrary interruptionofTB medication,typeofdrug regimen,

resistancetoTBdrugandillnessperceptionwereassociatedwithdepression.In

multiplelogisticregressions,subjectswithyoungerage,lowerhouseholdincome,

higherpack-years,2
nd
linedrug regimen and higherillnessperception were

morelikelytohave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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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Age,household income,pack-years,2
nd
medication and illness

perceptionwereassociatedwithdepressionininpatientswithtuberculosis.The

patientmanagementconsideringtheresultsofthisstudywillhelptolowerthe

burdenofdepressioninTBpatients.

Keywords:Depression,Illnessperception,Riskfactors,Tuberculosis



- 1 -

Ⅰ.서 론

결핵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질환이지만,아직도 이 질환을 정복하지 못

하고 있으며,오늘날에도 여 히 감염성 질환 세계 으로 사망률 1 를 차지

하는 질환으로서 우리의 주변에 가까이 존재하고 있다( 한결핵 회,2010).그 에

서도 한국은 OECD가입국 결핵발생률 사망률이 가장 높으며(통계청,2008),

결핵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0 를 기록하고,국내의 경우 2008년 결핵신고 신환

자는 34,157명으로,2007년 34,710명 보다 553명(1.6%)감소되었으나,여 히 20 와

60세 이상의 결핵 신환자율의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질병 리본부,2008).이러

한 통계를 볼 때 우리나라는 결핵의 험성에 한 인식이 낮고 치료에도 소홀한

실정이다(장 심,2010).

세계보건기구(WHO)가 결핵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1993년 '결핵비상사태'를 선포

하 음에도 불구하고,2006년 기 으로 다제내성결핵 환자 511,000명, 범 내성결

핵환자를 5만 명으로 추정하는 등 최근 다제내성결핵과 범 내성결핵이 세계

으로 확산 추세에 있어 세계보건기구는 2007년 범 내성결핵의 세계 확

산 험을 경고한 바 있다(WHO,2008).약제에 내성을 가지고 있는 다제내성결핵

의 치료는 24개월 이상의 오랜 치료기간이 요구되며,부작용과 비용 역시 증가함에

도 불구하고 완치율은 약 50%정도에 머물고 있다(Mukherjee등,2004).

한 만성소모성 질환인 결핵은 장기간의 이환 기간과 질병의 상태에 따라 모호

한 증상과 함께 차 악화되는 경향이 많고,이러한 특성상 결핵환자가 겪어야 하

는 실직상태와 사회 격리는 환자의 성격을 변화시키고,격리입원으로 인한 새로

운 환경에 응,주변사람들로부터 소외감,질병으로 인한 신체 구속,의사와 간

호사 등 의료인과의 계,환자간의 인 계 등으로 인하여 많은 스트 스를 얻게

되면서,치료에 한 의욕마 떨어지게 되며,심리 으로는 우울과 불안 는 그

밖의 정서 장애가 수반되고 있다(홍정표,1996).이러한 치료과정에서 경험하는 신

체 인 고통,항결핵제 부작용,불확실한 후에 한 염려,규칙 인 치료에도 불

구하고 약제내성으로 인한 치료실패,치료약제변경으로 인한 치료연장 등은 투병할

의지를 잃기 쉬운 환자의 신체 ,심리사회 삶의 질에 커다란 인 요소가

될 수 있다(송 례,2009). 한 유병기간이 긴 결핵환자들은 삶의 의미와 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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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고,우울에 빠지기 쉬운데(홍여신,1982)이러한 정서반응은 환자와 그의 가족들

에게 육체 ,심리 안녕상태에 커다란 을 주고 있다(오복자,1983).

장기간의 치료와 유병기간으로 인한 우울증은 결핵 뿐 아니라 다른 만성질환에서

도 유병률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는데,박정웅(2006)은 만성질환자에서 우울증의 유

병률이 높은 것은 만성질환 자체가 환자를 우울하게 만들거나 기존 우울한 기분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우울증을 동반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우울한 기분이 자신의 신

체 질환에 한 심이나 치료 동기를 떨어뜨리게 하는 악순환을 밟게 한다.이는

약물 순응도에 향을 미쳐 결국 환자의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게 된다고 보고하

다.결과 으로 순응은 결핵의 유병을 장기화시키고 다제내성결핵으로 이환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에게 시킴으로써 회내성 환자의 수를 증가시켜 결핵

리의 문제를 증가시키고 있다(김경순 등,2009).

Bane 등(2006)은 심 계 질환과 환자의 정신 요인과의 계 연구에서

CES-D를 이용한 환자의 우울 정도와 자가 보고 방식을 통해 조사한 순응도 사이

에 강한 상 계가 있으며 우울 수가 높을수록 순응도는 낮아진다고 보고하

고,박정웅(2006)은 우울증은 장기간 규칙 인 약물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자의

순응도에 향을 미치고 치료 효과를 늦출 수 있으므로 효과 인 만성질환의 치료

를 해 환자의 우울 상태에 심을 기울이고 환자의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함께 치료해 가는 것이 요하다고 보고하 다.

홍정표(1996)는 결핵환자는 만성질환처럼 오랜 유병기간으로 심리 신체 장애

가 있을 수 있고 정상인에 비해 우울수 이 높다고 보고하 으며,결핵으로 인한

입원기간이 길수록,결핵 완치에 한 기 가 부정 일수록 우울 수 이 높다고 보

고하 다.특히 호흡기질환 상자들은 일반인은 물론 타 질환 상자들에 비해 삶

의 질 수 이 심각하게 하되어 있으며,심리 요인으로 주로 불안과 우울 등 부

정 정서가 심할수록,질병에 한 지각이 민감할수록 삶의 질의 수 이 낮은 것

으로 보고되었다(박순주,2001).

결핵 환자의 경우 규칙 투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료가 어렵고,다제내성결

핵으로 이환되기 쉽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에 따른 복약이 필수 이다.환자의 건강

행태나 질병에 한 처활동의 경우 질병지각과 련하여 설명되는데,Leventhal

(1984)은 질병지각에 해 자기조 이론에서 개인은 질병에 노출되었을 때,수반

되는 여러 증상에 한 과 정서 반응을 나타내게 되고,이를 해결하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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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활동을 계획하여 행동하게 된다고 하 다.질병지각은 자기조 이론에서부터

도출된 개념으로,질병지각은 환자의 건강 련행태에 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Hook등,2007).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병기간이 긴 결핵환자에서 우울증

유병율을 악하고 일반 특성,결핵의 질병 련 특성 질병지각과 우울과의

련요인을 평가하고,질병지각과 우울수 의 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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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연구 방법

A.연구 상

본 연구의 상자는 2011년 9월부터 10월까지 국립목포병원과 국립마산병원에 입

원하여 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결핵 환자를 상으로 하 다.자료 수집 에 각 병원

의 원장과 과장에게 연구의 목 과 필요성을 설명한 후 허락을 받았고,조사에 동의

한 229명 상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

기입식 방법을 원칙으로 시행하 다.총 229부가 수집되었으나,자료가 충실하지 못

한 8부를 제외한 221부가 본 연구 분석에 사용되었다.

B.조사방법

1.일반 특성

성별,나이(39세 이하,40 ,50 ,60세 이상),결혼 상태(미혼,기혼,이혼/별거/

사별),종교,동거가족(0명,1명,2명,3명이상),최종학력( 졸 이하, 졸,고졸,

졸이상),직업,가족의 총 월수입(100만원 미만,100원 ,200만원 ,300만원 이상),

보호자,결핵 가족력,의료보험(건강보험,의료 여,모른다/미가입)으로 구분하 다.

2.건강상태 건강행태

동반질환의 개수 없다,1개,2개 이상으로 구분하 고,주 건강상태를 알아보

기 해 좋음,보통,나쁨으로 구분하여 조사하 다.흡연상태에서는 비흡연,과거흡

연, 재 흡연으로 구분하 고,흡연 시작시기에서는 비흡연,20세 미만,20 ,30세

이상으로 구분하 다.흡연량(pack-year)은 비흡연,20pack-year미만과 20pack-ye

ar이상으로 구분하 고,음주는 주,한 달에 10번 미만,한 달에 10번 이상으로

횟수를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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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핵 련 특성

결핵 련 특성을 알아보기 해,결핵을 처음 진단받은 시기를 30세 미만,30 ,

40 ,50 ,6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알아보았고,결핵치료를 한 입원 횟수를 1회,

2회,3회 이상으로 구분하고,입원 기간을 6개월 이하,7∼12개월,13개월 이상으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결핵치료 횟수는 1회,2회,3회,4회 이상으로 구분하 고,결

핵 재감염 여부를 무,유로 알아보고,약제의 종류를 1차약,2차약,모른다로 구분하

여 알아보았다.약제의 내성을 알아보기 해 있다,없다,모른다로 구분하 고,임

의 단 여부를 조사하고 결핵약 임의 단 경험이 있는 상자에게 세부 문항으로

임의 단이유를 약을 그만 먹어도 될 것 같아서,약의 부작용 때문에,복용이 귀찮

아서,주 사람들이 아는 것이 싫어서,약값 때문에,기타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결핵에 한 보건교육의 경험에 해 유,무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4.질병지각

Broadbent등(2006)이 개발한 단순 질병지각질문지로 질병의 특성,결과,시각표,

개인조 ,치료조 ,일 성,걱정,감정 묘사의 속성을 포함한 총 8문항의 질문

지로서 각 문항은 0 에서 10 척도이다.측정 수가 높을수록 질병에 한 지각

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질병지각의 이론 정의는 질병에 해 상자가 알고 있

는 사실 ,경험 인식을 말한다(Mueser등,1997).본 조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25이 다.

5.우울

1971년 미국 정신보건연구원에서 개발한 자기보고형 우울증 간이 선별검사도구

인 CES-D(theCenterforEpidemiologicalStudiesDepressionscale)를 조맹제와

김계희(1993)가 번안하여 진단 타당성을 확인한 도구를 사용하 다.

본 척도 CES-D는 지난 일주일간 경험했던 우울 증상을 4단계의 수 으로,0 (1

일 미만)에서 3 (5일 이상)으로 수를 매기는 4 리커트 척도이며, 수분포는

최소 0 에서 최 60 까지의 범주에 있다.3개 문항(5번,10번,15번)은 역문항으

로 역채 하여 수화하고, 수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우울 수 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본 척도는 한국 CES-D에서 제시한 20/21 을 경계로 21 이상일 경우

우울로,20 이하일 경우를 정상으로 분류하 다.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99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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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를 해 수집된 자료는 SASprogram(version9.1,SASinstitute,NC)을 이

용하여 분석하 다.먼 상자의 일반 특성 질병 련 특성을 살펴보기 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 하 고 우울증 유병율 비교를 해 카이제곱검정을 시행 하

다.우울증 여부에 따른 질병지각 수 비교를 해 t-test를 이용하여 질병지각의 평

균 수와 표 편차를 제시하고,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하여 카이

제곱검정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던(p<0.1)변수를 이용하여 다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실시하 다.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시 모델Ⅰ,Ⅱ로 나 어 모델Ⅰ은 질병지각

의 제외하고 상자의 일반 특성,건강상태 건강행태,결핵 련 특성으로 분석하

여 우울의 련 요인을 알아보고,모델Ⅱ은 결핵 련 특성을 제외하고 일반 특성,

건강상태 건강행태,질병지각으로 분석하여 우울과 련요인을 알아보았다.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시 통계 유의성은 p<0.05인 경우로 하 다.



- 7 -

Ⅲ.연구 결과

A. 상자의 일반 특성

본 연구의 상자는 총 221명으로 남자가 193명(87.3%),여자가 28명(12.6%)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았다.연령은 50～59세가 51명(31.2%),40～49세가 60명(27.

1%),39세 이하가 51명(23.0%),60세 이상이 41명(18.5%)순 이 으며 결혼 상태는

미혼이 76명(34.3%),기혼이 80명(36.2%)로 그 외 이혼,별거,사별은 경우가 65명(2

9.4%)이 다.종교는 있다가 122명(55.2%)없다가 99명(44.8%)이 고 동거 가족은

0명이 116명(52.7%)가장 많았고,1명이 44명(20.0%),3명이상이 31명(14.0%),2명

이 29명(13.1%)이 다.최종학력 정도는 고졸이 90명(40.7%), 졸이 50명(22.6%),

졸 이상이 45명(20.3%), 졸 이상 36명(16.2%)이 다.가구소득에서는 100만원

미만이 108명(48.7%)으로 가장 많았다.보호자가 있는 경우가 113명(51.1%),없다가

108명(48.9%),결핵 가족력에서는 있다가 152명(69.1%),없다가 68명(30.9%)이 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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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n %

성별 남
193 87.3

여
28 12.7

나이(세) 39이하
51 23.1

40～49
60 27.2

50～59
69 31.2

60이상
41 18.5

결혼상태 미혼
76 34.4

기혼
80 36.2

이혼,별거,사별
65 29.4

종교 유
122 55.2

무
99 44.8

동거 가족 0명
116 52.7

1명
44 20.0

2명
29 13.2

3명이상
31 14.1

최종 학력 졸 이하
36 16.3

졸
50 22.6

고졸
90 40.7

졸 이상
45 20.4

직업 유
122 55.2

무
99 44.8

가구소득(만원) 100미만
108 48.9

100～200미만
43 19.5

200～300미만
38 17.2

300이상
32 14.5

보호자 유
113 51.1

무
108 48.9

결핵 가족력 유
152 69.1

무
68 30.9

의료보험 건강보험
114 51.6

의료 여
81 36.6

미가입,모른다
26 11.8

표 1. 상자의 일반 특성 (N=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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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자의 건강상태 건강행태

본인이 느끼는 주 건강상태에서는 보통이 108명(48.9%)으로 가장 많았고,나

쁨이 67명(30.3%),좋음이 46명(20.8%)이 다.동반질환이 없는 경우가 150명(67.

9%),1개가 52명(23.5%),2개 이상이 19명(8.60%)이 고,흡연상태는 과거 흡연이 1

20명(54.7%), 재흡연 57명(26.0%),비흡연 42명(19.1%)이 다.흡연시작시기에서

는 20～29세가 82명(38.1%),20세 미만이 81명(37.7%),비흡연 42명(19.5%),30세

이상이 16명(7.4%)이 다.흡연량(pack-year)에서는 20pack-year이상이 125명(56.

5%)로 가장 많았고,20pack-year미만이 54명(24.4%), 비흡연 42명(19.5%)이 고,

음주에서는 주가 88명(40.3%)가장 높았고,한 달에 10번 미만이 72명(33.0%),한

달에 10번이상이 58명(26.6%)이 다(표 2).



- 10 -

특성 구분 n %

주 건강상태 좋음
46 20.8

보통
108 48.9

나쁨
67 30.3

동반질환 없다 150 67.9

1개 52 23.5

2개 이상 19 8.60

흡연상태 비흡연
42 19.2

과거 흡연
120 54.8

재 흡연
57 26.0

흡연시작시기(세) 비흡연
42 19.5

20미만
81 37.7

20～29
82 38.1

30이상
16 7.24

흡연량 비흡연 42 19.0

(pack-year) 20미만 54 24.4

20이상 125 56.6

음주 안 마신다.
88 40.3

한 달에 10번미만
72 33.0

한 달에 10번 이상
58 26.6

표 2. 상자의 건강상태와 건강행태 (N=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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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상자의 결핵 련 특성

상자 결핵을 처음 진단을 받은 시기는 40～49세에서 61명(27.6%)으로 가장

많았고,두 번째로 30세 미만에서 53명(24.0%)으로 많았다.결핵치료 횟수는 완치

여부와 상 없이 치료를 시도한 횟수로 1회째가 92명(41.6%),2회째가 67명(30.2%),

3회째가 31명(14.0%),4회째 이상이 31명(14.3%)으로 기 치료 상자가 많았다.

결핵치료를 한 입원 횟수에서는 1회가 126명(57.0%)으로 가장 많았고,2회가 5

8명 (26.2%),3회 이상이 37명(16.7%)이 다.결핵으로 인한 입원 기간은 6개월 이

하 135명(61.1%)으로 가장 많았으며 7～12개월이 59명(26.7%),13개월 이상이 27명

(12.1%)이 다.결핵의 재감염 여부에서는 의료진의 완치 정을 받은 경우로 없다

가 148명(67.0%),있다가 73명(33.0%)이 다.결핵약의 임의 단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가 129명(58.3%)이 고,임의 단 경험이 있는 92명(41.6%)의 환자

임의 단 이유로 약을 그만 먹어도 될 것 같아서가 37명(16.7%)으로 가장 많았

으며,약의 부작용 때문에는 32명(14.5%)이 다.약제 종류에서는 1차 약제를 투약

하는 경우가 115명(52.0%)로 가장 많았고,2차 약제 100명(45.2%),모른다 6명(2.7

1%)이 다.약제 내성에서는 있다가 98명(44.3%)로 가장 많았고,없다가 96명(43.

4%),모른다 27명(12.2%)이 다.결핵에 한 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은 받은 경험이

없는 군이 114명(51.6%),있는 군이 107명(48.4%)이 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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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N %

결핵 처음진단 시기(세) 30미만
53 24.0

30～39
37 16.7

40～49
61 27.6

50～59
43 19.5

60이상
27 12.2

결핵치료 횟수 1회
92 41.6

2회
67 30.3

3회
31 14.0

4회 이상
31 14.0

결핵치료 한 입원 횟수 1회
126 57.0

2회
58 26.2

3회 이상
37 16.7

입원 기간(개월) 6이하
135 61.1

7～12
59 26.7

13이상
27 12.1

결핵 재감염 여부 무
148 67.0

유
73 33.0

결핵약의 임의 단 무
129 58.4

유
92 41.6

결핵약의

임의 단 이유

약을 그만 먹어도 될 것 같아서
37 16.7

약의 부작용 때문에
32 14.5

복용이 귀찮아서
25 11.3

약값 때문에
5 2,26

주 사람들이 아는 것이 싫어서
2 0.90

기타
16 7.24

약제 종류 1차약
115 52.0

2차약
100 45.2

모른다
6 2.71

약제 내성 무
96 43.4

유
98 44.3

모른다
27 12.2

결핵에 한 보건교육경험 무
107 48.4

유
114 51.6

표 3.결핵 련 특성 (N=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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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별 내 용 M±SD

1.당신의 질병(결핵)은 당신의 삶에 얼마나 향을 미쳤습니까?
7.80±2.50

2.당신은 당신의 질병(결핵)이 얼마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87±3.14

3.당신은 질병(결핵) 리 반에 해 어느 정도 스스로 조 한다고 느끼십니까? 6.72±2.67

4.당신의 치료는 질병(결핵)을 얼마나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62±2.26

5.당신은 질병(결핵)으로 인한 증상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6.15±2.95

6.당신은 자신의 질병(결핵)에 해 얼마나 걱정하십니까? 7.89±2.57

7.당신은 질병(결핵)에 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6.38±2.65

8.당신의 질병(결핵)은 당신에게 정서 ( :화,무서움,흥분 혹은 우울)으로 얼

마나 향을 미칩니까?
6.74±2.80

총 55.17 6.90±1.58

표 4. 상자의 질병지각

D. 상자의 질병지각

상자의 질병지각 수 을 악하기 하여 분석한 결과 최소값은 1 ,최 값은

80.0 이었고,총 평균 수는 55.17 이었다.문항수로 나 평균 평 은 6.90 으

로 10 만 을 고려 할 때 질병지각은 간정도의 수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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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명 %

정상 (20 이하) 97명 43.9%

우울증 (21 이상) 124명 56.1%

우울 수 (M ±SD) 23.16 ±12.63

표 5.우울증 유병률

E.결핵환자의 우울상태

상자는 총 221명으로, 상자 우울증으로 진단 받은 사람은 124명(56.1%)이

고,우울척도인 CES-D 수에서 평균±표 편차는 23.16±12.36이 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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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상자의 일반 특성과 우울

가구소득(가족의 월 총 수입)에서는 100만원 미만이 69명(64.0%)로 가장 우울증

유병율이 높았고,200∼300만원 미만 23명(60.5%),100∼200만원 미만이 21명(48.

8%),300만원 이상이 11명(34.3%)로 소득 수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

018).그러나 성에 따라 우울증 유병률을 살펴보면 남자가 110명(57.0%),여자가 1

4명(50%)으로 통계 으로 p=0.487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연령별 우울증 유병율

의 정도는 39세 이하에서 33명(64.7%),40～49세 30명(50%),50～59세 41명(59%),

60세 이상이 20명(49%)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30).그 외 종교,동거 가족,

최종학력,직업,보호자의 유무,의료보험,결핵 가족력에서 모두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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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비우울 우울 p-value

성별 남 83(43.0) 110(57.0) 0.487

여 14(50.0) 14(50.0)

나이(세) 39세 이하 18(35.3) 33(64.7) 0.302

40～49 30(50.0) 30(50.0)

50～59 28(40.6) 41(59.4)

60이상 21(51.2) 20(48.8)

결혼상태 미혼 31(40,8) 45(59.2) 0.264

기혼 32(40.0) 48(60.0)

이혼,별거,사별 34(52.3) 31(47.7)

종교 없다 44(44.4) 55(55.6) 0.881

있다 53(43.4) 69(56.6)

동거 가족 0명 51(44.0) 65(56.0) 0.632

1명 22(50.0) 22(50.0)

2명 10(34.5) 19(65.5)

3명이상 14(45.2) 17(54.8)

최종 학력 졸 이하 17(47.2) 19(52.8) 0.595

졸 18(36.0) 32(64.0)

고졸 40(44.4) 50(55.6)

졸 이상 22(48.9) 23(51.1)

가구소득(만원) 100미만 39(36.1) 69(63.9) 0.018

100∼200미만 22(51.2) 21(48.8)

200∼300미만 15(39.7) 23(60.5)

300이상 21(65,6) 11(34.4)

직업 유 58(47.5) 64(52.5) 0.225

무 39(39.4) 60(60.6)

보호자 유 46(40.7) 67(59.3) 0.329

무 51(47.2) 57(52.8)

의료보험 건강보험 56(49.1) 58(50.9) 0.176

의료 여 29(35.8) 52(64.2)

미가입,모른다 12(46.1) 14(53.9)

결핵 가족력 있다 69(45.4) 83(54.6) 0.432

없다 27(39.7) 41(60.3)

표 6. 상자의 일반 특성과 우울 (N=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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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비우울 우울 p-value

동반질환 없다 71(47.3) 79(52.7) 0.278

1개 18(34.6) 34(65.4)

2개 이상 8(42.1) 11(57.9)

흡연상태 비흡연 21(50.0) 21(50.0) 0.371

과거 흡연 47(39.2) 73(60.8)

재 흡연 27(47.4) 30(52.6)

흡연시작시기(세) 비흡연 21(50.0) 21(50.0) 0.848

20미만 34(42.0) 47(58.0)

20～29 35(42.7) 47(57.3)

30이상 7(43.7) 9(56.3)

흡연량 비흡연 21(50.0) 21(50.0) 0.092

(pack-year) 20미만 29(53.7) 25(46.3)

20이상 47(37.6) 78(62.4)

음주 안 마신다. 34(38.6) 54(61.4) 0.358

한 달에 10번 미만 35(48.6) 37(51.4)

한 달에 10번 이상 28(48.3) 30(51.7)

G. 상자의 건강상태 건강행태와 우울

흡연량(pack-year)에서 우울증 유병율은 20pack-year이상이 78명(62.4%),20p

ack-year미만이 46명(47.9%)비흡연 21명(50.0%)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92).그러나 흡연상태에서 우울증 유병율은 과거흡연이 73명(60.8%),

재흡연 30명(52.6%), 연 21(50.0%)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흡연시작시기

에서도 비흡연 21명(50.0%),20세 미만 47명(58.0%)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음주에서는 주가 54명(61.4%),한 달에 10번이상이 30명(51.7%),한 달에 10번

미만이 37명(51.4%)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마지막으로 동반질환

의 개수에 따라 0개 79명(52.7%),1개 34명(65.4%),2개이상 11명(57.9%)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표 7).

표 7. 상자의 건강상태 건강행태와 우울 (N=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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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상자의 결핵 련 특성과 우울

결핵치료 횟수에 따른 우울 상태는 4회 이상에서 23명(74.2%),1회가 44명(47.

8%),p=0.070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고,결핵 치료를 한 입원 횟수

에서는 1회가 62명(49.2%),2회가 40명(69.0%),3회 이상이 22명(59.4%)로 2회에서

우울증 유병율이 가장 높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39). 한 입원

기간이 길수록 6개월 이하가 68명(50.4%),7～12개월이 36명(61.0%),13개월 이상

이 20명(74.1%)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52).결핵완치 유무에서

의료진의 완치 정을 받은 완치 군은 우울증 유병율이 48명(65.7%),미완치가 76

명(51.3%)으로 결핵의 재발의 경우에서 유병율이 높았다(p=0.042).결핵약의 임의

단 유무에서도 임의 단의 경험이 있는 군이 59명(64.1%)로 임의 단 경험이 없

는 군 65명(50.4%)에 비해 우울증 유병율이 높았다(p=0.042).그 외에도 약제 종류

에 따라 2차 약제를 투약하는 경우 68명(68.0%)로 1차 약제 54명(47.0%),모른다 2

명(33.3%)보다 우울증 유병률이 높았고(p=0.004),약제 내성 여부에 따라 내성이

있는 경우가 64명(65.3%)로 없는 경우 49명(51.0%),모른다 11명(40.7%)보다 우울

증 유병율이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31).그러나 결핵을 처음 진단

받은 시기에 따른 우울증의 유병율의 차이는 p=0.273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결핵에 한 보건교육의 경험에 해서도 p=0.594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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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비우울 우울 p-value

결핵 처음진단 시기(세) 30미만 20(37.7) 33(62.3) 0.273

30～39 16(43.2) 21(56.8)

40～49 27(44.3) 34(55.7)

50～59 17(39.5) 26(60.5)

60이상 17(63.0) 10(37.0)

결핵치료 횟수 1회 48(52.2) 44(47.8) 0.070

2회 27(40.3) 40(59.7)

3회 14(45.2) 17(54.8)

4회이상 8(25.8) 23(74.2)

결핵치료 한 입원 횟수 1회 64(50.8) 62(49.2) 0.039

2회 18(31.0) 40(69.0)

3회이상 15(40.5) 22(59.5)

입원 기간(개월)
6이하 67(49.6) 68(50.4) 0.052

7～12 23(39.0) 36(61.0)

13이상 7(25.9) 20(74.1)

결핵 재감염 여부 유 25(34.2) 48(65.7) 0.042

무 72(48.6) 76(51.3)

결핵약 임의 단 유 33(35.9) 59(64.1) 0.042

무 64(49.6) 65(50.4)

약제 종류 1차약 61(53.0) 54(47.0) 0.004

2차약 32(32.0) 68(68.0)

모른다 4(66.7) 2(33.3)

약제 내성 유 34(34.7) 64(65.3) 0.031

무 47(49.0) 49(51.0)

모른다 16(59.3) 11(40.7)

결핵에 한 보건교육경험 유 52(45.6) 62(54.4) 0.594

무 45(42.1) 62(57.9)

표 8.결핵 련 특성과 우울 (N=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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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우울증(+) p-value

질병지각 6.4±1.65 7.3±1.41 <.0001

표 9.질병지각과 우울 평균 비교

I.질병지각과 우울증

우울증이 있는 군의 질병지각 평균 수±표 편차는 7.3 ±1.41이고 우울증이 없

는 군은 질병지각 평균 수±표 편차는 6.4 ±1.65으로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 질병

지각 수가 높았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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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상자의 특성과 우울증 련요인

모델Ⅰ에서는 상자의 일반 특성,건강상태 건강행태,결핵 련 특성을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우울증에 어떠한 요인들이 향을 주는지 악하 다.

성별에서는 여자를 기 으로 볼 때 남자의 우울증 한 교차비가 1.82배로 통계

학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연령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을 기 으로 39세 이하

에서 우울증에 한 교차비가 2.49배 높았다(95%신뢰구간:1.02-6.07).그러나 40～

49세 1.29배,50～59세 1.10배로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가구소득에서

는 300만원 이상을 기 으로 100만원 미만인 경우 우울증에 한 교차비가 3.17배

로 높아 통계 으로 유의하 고(95%신뢰구간:1.21-8.27),100～200만원 미만 1.47

배,200～300만원 미만 2.47배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흡연량(pack-year)에서 20p

ack-year미만을 기 으로 20pack-year이상이 2.42배로 높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95%신뢰구간:1.17-5.00).그러나 비흡연의 경우에는 우울증에 한

교차비가 1.58배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약제 종류에 따라 1차 약제를 기 으로 2

차 약제의 경우 2.91배로 우울증 교차비가 높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95%신뢰구간:

1.07-7.90).그러나 입원횟수,결핵 완치 유무,결핵약의 임의 단,약제 내성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 번째로 모델Ⅱ에서는 상자의 결핵 련 특성을 제외하고 일반 특성,건강

상태 건강행태,질병지각으로 우울증 유병율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해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 는데 결과는 첫 번째 모델Ⅰ분석과 동일하게

연령(39세 이하)과 가구 소득(100만원 미만)에서 우울증에 한 교차비가 높아 통

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나,흡연양에서는 비흡연과 20pack-year이상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지 않았다.질병지각에서는 총 을 기 으로 질병지각 수가 높

을수록 우울증 유병율이 높은 경우가 1.42배 높아 통계 으로 유의하 다(95%신뢰

구간:1.1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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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교차비 95% 신뢰구간

성별(/여) 남 1.82 0.45-7.67

나이(/60이상) 39세 이하
2.49 1.02-6.07

40～49
1.31 0.60-2.88

50～59
1.04 0.43-2.53

가구 소득

(/300이상)

100만원미만
3.16 1.21-8.27

100～200만원미만
1.47 0.50-4.36

200～300만원미만
2.47 0.81-7.60

흡연량(/20미만) 비흡연 1.57 0.44-5.60

20이상 2.42 1.17-5.00

결핵치료 한 입원 횟수

(/1회)

2회
1.63 0.72-3.68

3회이상
0.80 0.33-1.95

결핵 완치(/무) 유
1.38 0.68-2.80

결핵약 임의 단(/무) 유
1.36 0.70-2.69

약제 종류

(/1차약)

2차약
2.91 1.07-7.90

모른다
0.51 0.07-3.96

약제 내성

(/무)

유
0.72 0.27-1.95

모른다
0.92 0.31-2.72

표 10. 상자의 특성과 우울증 련요인Ⅰ (N=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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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교차비 95% 신뢰구간

성별 (/여) 남 1.02 0.27-3.90

나이 (/60이상) 39세 이하
2.98 1.25-7.06

40～49
1.48 0.69-3.15

50～59
1.10 0.45-2.67

가구 소득 (/300이상) 100만원미만
3.44 1.35-8.74

100~200만원미만
1.55 0.54-4.45

200~300만원미만
2.47 0.85-7.18

흡연량 (/20미만) 비흡연 0.98 0.27-3.89

20이상 1.96 0.94-4.02

질병지각( 수) 1.42 1.16-1.74

표 11. 상자의 특성과 우울증 련요인Ⅱ (N=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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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고 찰

결핵은 평생 동안 약을 복용해야만 하는 질환도 아니며, 한 처방에 따른 약

제를 주어진 기간 동안 규칙 복용하면 완치가 되는 질환이어서 환자의 순응도만

좋다며 완치에 아무 문제가 없는 질환이지만,만약 약을 제 로 복용하지 않을 경

우는 치료 실패와 재발이 쉬우며,약제 내성균의 ,경제 손실,그리고 사망도

래할 수 있다(CDC,1989).

만성질환에서는 질환자체가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만성질환자에서 우울증

의 유병율이 증가한다는 보고와,만성질환 치료를 통해 우울증이 호 치료되었

다는 보고도 있다(HallRC,1987).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 최근 만성질환자

의 치료 순응도를 높이고,치료효과를 극 화하기 하여 치료 순응도를 떨어뜨리

는 원인의 하나인 우울증을 진단 치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아직 치료를 받

고 있는 결핵환자를 상으로 한 우울증 발생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이일 과

김 연,2009).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핵 문병원에 입원 인 결핵 환자를 상으

로 우울증 유병율과 우울 수 을 악하고 평가하여 우울증과 련 요인에 해

알아보고자 하 다.

Cho등(1993)이 우리나라 일반인들의 우울증 유병율을 보고한 바에 따르면 남자

2%,여자 6%이고,서구의 경우 당뇨병 환자에서 주요우울장애의 유병률이 약

8.5-27.3%로 일반 인구에 비해 높고(Goodnick,1977),Leedom 등(1991)은 당뇨병

합병증의 심한 정도,이환기간이 환자의 우울정도와 련이 있다고 하 다. 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한 연구에서 우울증의 유병률은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

만 략 6∼46% 정도 다(Curtis,2003;Hynninen,2005).본 연구에서는 남자

56.9%,여자 50.0%로 남녀 모두 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결핵 환자에서의 우울증

유병율이 일반인과 만성질환자에 비해 매우 높았다.이러한 결과는 장기간의 결핵

치료에 있어서 많은 스트 스와 정신심리 인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한 본 연구가 입원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1차 의료기 에서 치료가 어려운 환자

다는 , 상자 부분이 사회경제 으로 낮은 수 이라는 등이 우울증 유병

율에 큰 차이 보 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우울과 련된 일반 특성들을 살펴보면 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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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60세 이상에 비해 39세 이하인 경우 우울증에 한 교차비가 2.49배 높았다.

이는 보다 어린 나이에 감염성 질병에 이환되고 사회 으로 격리당하는 상황에 의

한 것으로 단된다.그리고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을 기 으로 교차비를 볼 때

100만원 미만인 경우 우울증 유병율이 3.17배로 높아 통계 으로 유의하 는데 이

는 박은옥 등(2009)과 같이 경제 상태가 낮을수록 우울증이 높다는 것을 보여

다. 한 모델Ⅰ 흡연량(pack-year)에서 20pack-year미만을 기 으로 20pack-year

이상이 2.42배로 높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이러한 결과는 국민건강

양조사 제4기 자료를 이용한 최희아(2009)의 연구에서와 같은 결과 고,김태석

와 김 진(2007)의 연구에 의하면 니코틴의 강력한 신경생리학 향을 고려하면

흡연은 우울증을 발 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 고,Wiesbeck 등(2008),

Epstein등(2009)의 연구에서는 흡연이 우울증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그

러나 비흡연에서는 20pack-year미만을 기 으로 1.57배(95%신뢰구간:0.44-5.60)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향후 흡연량에 따라 우울증 험율과의 계를

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결핵 련 특성에서는 약제 종류에 따라 2차 약제를 투약하는 경우 68.0%,1차

약제 47.0%보다 우울증 유병률이 높았다.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1차 약제를

기 으로 2차 약제의 경우 2.91배로 우울증 유병율이 높았다(95%신뢰구간:

1.07-7.90).이러한 결과는 2차 약제의 경우 1차 약제의 실패나,약제 내성으로 인해

약제가 변경됨으로 치료의 실패가 우울증 유병율을 높이는 것으로 단된다.따라

서 의료진은 유병기간이 긴 결핵환자에게 있어 약물의 복용 순응도를 높여 치료를

단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본 연구에서 약물복용의 임의 단경험이 있는 군

에서 복용 단의 이유를 보며 ‘약을 그만 먹어도 될 것 같아서’가 36.1%,‘약 부작

용 때문에’가 27.0%,‘복용이 귀찮아서’가 21.5%로 가장 많았다.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뿐만 아니라 성연실(2009)에서도 결과와 순 의 차이는 있었으나 약물의 복

용 단 경험이 있는 상자의 단 이유에서 ‘약 부작용 때문에’가 40.6%,‘복용이

귀찮아서’가 31.3%,‘약을 그만 먹어도 될 것 같아서’가 28.1%의 결과와 비슷하

다. 와 같은 결과로 볼 때 결핵에 한 약물의 복용 요성을 강조한 한 보

건 교육과 의료진과 가족의지지 독려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마직막으로 질병지각과 우울상태의 비교에서 우울증이 있는 군에서 질병지각 평

균 수는 7.3 ,우울증이 없는 군은 질병지각 수는 6.4 으로 우울증이 있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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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질병지각 수가 높았고,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도 질병지각은 총 을 기

으로 질병지각 수가 높을수록 우울증 유병율이 높은 경우가 1.42배 높아 통계

으로 유의하 다.이와 같은 결과는 질병에 한 지각이 민감하지 않을수록 우

울증 유병율이 낮다고 할 수 있고,질병지각이 높은 경우는 장기간의 입원과 약물

복용으로 인해 결핵에 해 잘 앎으로서 두려움과 불안감이 증가하고 결국 우울증

유병율이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만성질환은 생활습 과 련이 높으며 일단 발

병하면 치료가 어렵고 유병기간이 길어서 신체 ,정신 고통이 크고(한 선

2003),여러 가지 신체 ,정신 ,사회 인 문제들을 일평생 지니고 살게 된다(소희

등,1985). 한 의료나 기타 보건서비스의 개입 시 환자 스스로가 지각하는 건

강에 한 느낌과 평가를 요시하게 될 수밖에 없다(소외숙,1991).

이처럼 결핵에서도 본인의 질병에 하여 완치 가능성을 기 하지 않는 환자들

은 여러 가지 치료에도 잘 반응하지 않고,다양한 심리 갈등을 표출시킬 가능성

이 있어 질병 자체에 한 치료뿐만 아니라,정신,심리 인 갈등을 해소시켜 수

있는 치료자의 이해와 근이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홍정표,1996).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자는 질병지각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 보건교육을 통해

질병에 한 민감도를 낮추고 우울감이 증가 하지 않도록 지지 해야 할 것이며,

질병지각이 낮은 사람에게는 약물의 순응도를 높고 규칙 투약을 할 수 있도록

심을 가지고 치료에 실패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첫째,일부 지역의 결핵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결핵 환자만을 상으로 하 고, 상자의 상당수가 1차 의료기 에서 치료가 어려

웠던 환자 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앞으로 좀 더 큰

규모의 표본을 상으로 조사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둘째,선후 계

가 명확하지 않는 단면 연구로서 기존에 우울증을 앓았었던 환자를 악하기가 어

렵고,우울증이 질병지각에 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자면 본 연구는 결핵 입원 환자라는

일상생활과 격리된 환자를 상으로 하여 우울증 유병율과 련요인을 악함으로

서,결핵 입원환자의 우울증 리와 치료를 한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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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요약 결론

본 연구내용은 국립마산병원과 국립목포병원에서 2011년 9월부터 10월에 사이에

입원하여 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결핵환자 221명을 상으로 우울증 간이 선별검사도

구인 CES-D를 이용해 자기기입식 방식으로 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설문결과를 토

로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단순 분석 후,통계 으로 유의한 변수를 이용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이를 통해 결핵 환자의 우울수 을 악하고 우울증에 향

을 주는 련요인을 알아보았다.

상 환자의 연령 는 40～60세에 가장 높았으며 결핵 치료를 한 입원 횟수는

1회가 57% 가장 많았고,치료 횟수는 1～2회가 72% 가장 많았다.결핵 환자에서

우울증 유병율은 상자 총 221명 우울증으로 진단 받은 사람은 124명으로 56.1

%로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높았고,단순분석에서는 결핵의 치료횟수와 입원 횟수

가 많을수록,재발인 경우,입원 기간이 길수록,약제에 내성이 생긴 경우,결핵약

의 임의 단한 경우 우울증 유병율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1).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나이가 어릴수록,가구소득이 을수록,흡연양이 많을수

록,2차 약제를 투약하는 경우,질병지각이 높을수록 우울증에 한 교차비가 높았

으며 우울증의 유병율이 높게 나왔다(p<0.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결핵 환자는 질병지각이 높을수록,가구소득이

을수록,2차 약을 투약하는 경우 높은 우울증의 유병율을 보이고 있어 정신,심리

인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들을 치료하는 의료인은 질환 자체에

한 근뿐만 아니라 정신,심리 인 측면에 한 더욱 많은 이해와 지지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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