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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We performed this ‘2006 Korean Anxiety Research’ to understand the actual state about 

Korean anxiety and get the basic data for mental health promotion. Methods：Semistructured questionnaire 
and Beck Anxiety Inventory -Korean version (BAI) were administered to total 1,000 adults (20-69 years 
old 501 male & 499 female adults living in Seoul and 5 metropolitan cities in Korea) on March 20th~31st, 
2006. Results：Anxious subjects by the total score of BAI was 3.3%. But the responders the item ‘I am in 
the anxious state’ was 25% among total subjects. 6% (n=59) among total subjects were the responders 
experienced the anxiety requiring usually the counselling or treatment. The frequency of their anxiety was 
most commonly 1 to 2 times/month. The main causes of their anxiety were ‘their health problems or illness’, 
‘economic difficulty’, ‘interpersonal conflicts’. But ‘help by health professional’ among their usual anxiety 
reduction methods’ was only 15% among them. Only 19% among them were under the treatment of anxiety. 
Only 27% among 48 subjects not under the treatment of anxiety had a desire for the anxiety treatment in the 
near future. Conclusion：Some people in the anxious state impairing their daily lives were not yet under 
the treatment. And most of them had no desire for the anxiety treatment. Therefore we will systematically 
plan the further health education on the anxiety-related problems for the Korean mental health promotion 
and the quality of life. (Anxiety and Mood 2006;2(2):1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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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미국인 6명당 1명꼴인 4,500만의 미국 성인들은 때때로 

불안을 경험 한다.1 이러한 수치는 미국 성인들 4명당 1명

꼴인 7,200만 명이 불안장애의 평생 진단을 받는 결과를 

나타낸다.2 유럽에서는 12명당 약 1명이 1년 동안에 적어

도 한번의 불안을 경험했고, 8명 중 1명은 불안장애의 평

생 진단을 받았다.3,4  

불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 

경험할 수 있는 흔한 증상 중의 하나이다. 물론 가벼운 불

안은 일시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소되기 때문

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불안이 심해

서 시간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에, 병적 불안은 만성화되기 쉬우며, 삶의 질을 심각한 

정도로 떨어뜨릴 수 도 있다.5 미국의 경우 불안장애와 관

련된 의료보험체계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막대하여 해마

다 423~466억 달러나 지출된다. 또한 불안장애는 전체 정

신 질환에 지출되는 의료비용의 약 30%를 차지하고 약값

의 53%를 차지한다.6,7 그러나 이와 같이 환자 개인뿐만 아

니라 국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는 불안 및 불

안장애에 대한 대규모의 체계화된 국내연구보고는 1편의 

역학조사 연구8 이외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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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자들은 2006년도 한국인의 불안에 대한 실태

를 파악하여, 불안과 관련된 한국인의 정신건강을 증진시

킬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 불안 리서치를 실시하

였다.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 기간, 지역, 대상자  

2006년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서울 및 5대 광

역시(인천, 대구, 광주, 대전, 부산)에 거주하는 20~69세 

사이 성인 남녀 각각 500명씩 총 1,000명을 비례할당추출

방법(2000년 인구 총 조사 기반의 지역별/연령별/성별 고

려)으로 선정하였다(Table 1). 

 

조사방식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훈련된 조사원이 반구

조화된 조사지와 검사지를 이용하여 지역별로 선정된 조사

대상자들을 10~15분간 개별면접 하였다. 

 

조사 항목 

 

한국판 Beck 불안척도 

Beck 등이 개발한 Beck Anxiety Inventory9를 권석만

이 한국 표준화한 한국판10을 이용하여 불안을 평가하였다. 

이 척도는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자기보고

형 척도로 불안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영역을 포함하는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전혀 느끼지 

않았다(0)’에서‘심하게 느꼈다(3점)’까지로 된 Lickard

식 4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고, 총점의 범위는 0점에

서 63점 사이이다. 한국어판 기준으로 21점 이하는‘불

안하지 않음(정상범위)’, 22~26점은‘불안상태(관찰과 

개입을 요함)’, 27~31점은‘심한 불안상태’, 32점 이상

은‘극심한 불안상태’로 평가된다. 

일반적인 조사 항목 

저자들이 반구조화된 조사지에 포함한 조사항목들은, 인

구통계학적 변수, 음주율, 흡연율, 카페인 섭취율, 상담이

나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불안을 경험하는지 여부 및 불

안 경험 빈도, 불안의 주된 원인, 평소 불안해소방법, 현재 

불안과 관련해서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는지 여부, 향후 

병원에서 불안을 치료 받을 의향 여부 등이었다. 

 

자료처리 

입력된 모든 조사 항목들은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모든 자료 분석은 SPSS for Windows 12.0(SPSS Inc, 

Chicago, USA)을 사용하였다. 

 

결     과 
 

조사응답자의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분포는 전체 1,000명 중 남자 501명, 여자 499명

씩(약 50%씩)이었다. 연령분포는 20세부터 69세까지였

고, 20대 26%, 30대 27%, 40대 23%, 50대 14%, 60대 

10%였다. 결혼 여부는 기혼 68%, 미혼 30%, 기타(사별, 

이혼, 별거, 동거 등) 2%였다. 지역별 분포는 서울 48%, 

부산 17%, 대구 12%, 인천 11%, 광주 6%, 대전 6%였

다. 직업분포는 육체노동자 26%, 자영업 26%, 사무직 근

로자 23%, 학생 23%, 주부 14%, 무직 10%였다. 종교분

포는‘없다’가 절반 가까운 48%, 기독교 22.8%, 불교 

20%, 천주교 9.2%, 기타 0.5%였다. 소득분포는 월평균 

300만원~399만원 33%, 200만원~299만원 31%, 400

만원 이상 19%, 199만원 미만 16%, 무응답(모름) 1%였

다. 학력분포는 고졸 46%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 33%,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 11%, 중졸이하 10%였다(Fig. 1). 

 

Table 1. The composition of subject sample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부산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Total 

20-29세 067 063 13 12 15 14 09 08 08 08 22 20 259 
30-39세 063 062 18 18 16 16 09 08 09 09 22 21 271 

40-49세 053 052 13 13 13 13 06 06 07 07 21 21 225 

50-59세 034 035 07 07 08 08 04 04 04 04 13 14 142 

60-69세 021 026 05 06 06 07 03 03 03 03 09 11 103 

Sub Total 238 238 56 56 58 58 31 29 31 31 87 87 

Total 476 112 116 60 62 17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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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율, 흡연율, 카페인 섭취율 

음주율은 전체 대상자의 70%이었고, 남자 82%, 여자 

58%이었다. 흡연율은 전체 대상자의 30%, 남자의 56%, 

여자의 4%이었다. 카페인 섭취율은 커피가 전체 대상자의 

92%, 남자의 93%, 여자의 91%였고, 녹차가 전체 대상자

의 81%, 남자의 78%, 여자의 84%였다. 

 

Beck 불안 척도 검사 결과 

 

Beck 불안 척도 총 점수에 의한 불안정도 

정상범위 96.7%,‘불안상태’ 1.7%,‘심한 불안 상태’ 

1%,‘극심한 불안상태’ 0.6%로 나타났다(Fig. 2).  

불안관련 증상 개수 

21개 항목의 불안관련 증상을 느꼈다고 응답한 증상들

의 개수는 1~5개가 43%로 가장 많았고, 6~8개 26%, 0

개 16%, 11~15개 11%, 16~21개 4%순이었다(Fig. 3). 

 

불안관련 증상 항목별 응답 비율 

증상을 느꼈다고 응답한 21개 불안관련 증상 항목별 응

답 비율은‘자주 소화가 잘 안되고 뱃속이 불편하다’가 49%

로 가장 많았고,‘어지러움(현기증)을 느낀다’ 44%,‘가

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 41%,‘가끔씩 몸이 

저리고 쑤시며 감각이 마비된 느낌을 받는다’ 36%,‘신

경이 과민 되어 있다’ 36%,‘침착하지 못하다’ 33%,‘편

안하게 쉴 수가 없다’ 31%,‘자주 얼굴이 붉어지곤 한

다’ 31%,‘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

낀다’ 27%,‘가끔씩 다리가 떨리곤 한다’ 26%,‘불안한 

결혼 여부 
 

기혼 
68%  

미혼 
30%  

기타 
2%  

사별/이혼/ 
별거/동거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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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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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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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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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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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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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응답 

학력 

고졸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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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Fig. 2. Anxiety level by total score of Beck Anxiety Inventory. An-
xiety level：Normal (<21), anxious (22-26), severe (27-31), and
extremely severe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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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number of reported anxiety symptoms by Beck An-
xiety Inven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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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 있다’ 25%,‘땀을 많이 흘린다’ 23%,‘자주 겁

을 먹고 무서움을 느낀다’ 22%,‘자주 손이 떨린다’ 

16%,‘안절부절 못해 한다’ 16%,‘가끔씩 숨쉬기 곤란

할 때가 있다’ 15%,‘가끔씩 숨이 막히고 질식할 것 같다’ 

14%,‘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8%,‘죽을 것 같

은 두려움을 느낀다’ 7%,‘가끔씩 기절할 것 같다’ 6%

였다(Fig. 4).  

 

불안 관련 사항 조사 결과 

 

불안 경험 여부 

응답자 1,000명 중 59명인 약 6%가 평소에 일상생활

에 지장을 주거나 상담 또는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불안

을 경험하였다(Fig. 5). 

 

불안의 빈도 

평소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상담 또는 치료가 필

요할 정도의 불안을 경험하였던 응답자 59명이 불안을 느

끼는 빈도는‘월 1~2회’가 38.9%로 가장 많았고,‘주 1~ 

2회’ 28.8%,‘주 3~5회’ 13.6%,‘6개월간 월 1~2회 

Fig. 4. The response rate (%) of each anxiety symptom among
total 21 anxiety symptoms of Beck Anxiety Inventory reported by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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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experience of anxiety requiring usually counselling or
treatment. 

Fig. 6. Frequency of anxiety in responders experienced the an-
xiety impairing usually those daily life or requiring usually the
counselling or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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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가 11.9%,‘거의 매일’이 6.8% 순 이었다(Fig. 6). 

 

불안의 주원인 

평소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상담 또는 치료가 필

요할 정도의 불안을 경험하였던 응답자 59명이 불안을 느

끼는 주된 원인(이유)(복수 응답 가능)은‘본인의 건강이 

나쁘거나 질병이 있음’이 39%로 가장 많았고,‘경제적 어

려움’ 36%,‘다른 사람과의 갈등 관계’ 32% 순으로 많

았다. 이외에도‘특별한 원인(이유)을 잘 모름’ 12%,‘본

인의 취업이나 진로문제’ 12%,‘본인의 과중한 직장업

무’ 10%,‘자녀의 학업/진로문제’ 9%,‘기타’ 5% 순 이

었다(Fig. 7). 

 

평소 불안해소방법 

평소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상담 또는 치료가 필

요할 정도의 불안을 경험하였던 응답자 59명이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복수 응답 가능)은‘혼자 그냥 참는다’가 

42%로 가장 많았고,‘식음료 또는 기타 물질을 섭취 한다’ 

34%,‘가까운 사람과 대화 한다’ 32% 순으로 많았고,‘취

미 활동이나 운동을 한다’ 20%,‘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다’ 15%,‘종교활동’ 5%,‘이완요법’ 2%,‘기타’ 2% 순 

이었다(Fig. 8).  

 

현재 불안관련 치료 여부 

평소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상담 또는 치료가 필

요할 정도의 불안을 경험하였던 응답자 59명 중 현재 불안

과 관련된 증상을 치료받고 있는 경우는 19%인 11명에 

불과하였다. 

 

향후 불안관련 치료 의향 

평소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상담 또는 치료가 필

요할 정도의 불안을 경험하였으나 현재 병원치료를 받고 있

지 않는 응답자 중 향후 불안과 관련된 증상을 치료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7%인 13명에 불과하였다. 

 

고     찰 
 

본 조사연구는 한국인의 불안과 관련된 최초의 체계적

인 실태 조사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조사 대

상자는 비례할당추출방법을 이용하여 표본이 특정한 인구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별, 연령별, 성별분포가 적절하

도록 선정하였다. 

Beck 불안 척도 검사 결과, 총 점수를 기준으로 한 불안 

상태의 대상자는 3.3%에 불과하였지만, 평소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불안을 경험

한 응답자(병적으로 불안하다는 응답자)는 전체 1,000명

의 6%인 59명이었다. 이러한 응답자들에서 세부적인 진단

명을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불안장애라고 확진할 

수는 없다. 또한 이러한 비율을 다른 나라의 선행 연구들의 

평생유병율과 직접 비교하기에 사실 무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더 정확한 불안장애의 단기유

병율과 평생유병율을 파악하기위해 단면적 불안평가 뿐만 

Fig. 7. Causes of anxiety in responders experienced the anxiety
impairing usually those daily life or requiring usually the counsell-
ing or treatment. 

본인의 건강이 나쁘거나 질병이 있음

경제적 어려움

다른 사람과의 갈등 관계

특별한 불안의 원인/이유를 잘 모름

본인의 취업이나 진로문제

본인의 과중한 직장 업무

자녀의 학업/진로문제

기타 5% 

9% 

10% 

12% 

12% 

32% 

36% 

39% 

(N=59) 

혼자 그냥 참는다

식음료 또는 기타 물질을

섭취한다 

가까운 사람과 대화 한다 

취미 활동이나 운동을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종교활동 

이완요법

기타

42 

34 

32 

20 

15 √ 

5 

2 

2 

(%) 

(N=59)

Fig. 8. Usual methods for anxiety reduction in responders expe-
rienced the anxiety impairing usually those daily life or requiring
usually the counselling or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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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더 포괄적이고, 종적인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병적으로 불안하다는 응답자들의 불안의 주된 원인

(이유)은‘본인의 건강이 나쁘거나 질병이 있음’,‘경제

적 어려움’,‘다른 사람과의 갈등 관계’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상태나 여러 가지 불안장애의 원인에서 여러 

가지 생활환경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관련되어있다는 일반

적인 견해와 일치한다.11 현실적으로 최근 현대 사회는 매

우 빠르게 변화하고, 경쟁적이면서 각박한 대인 관계양상

을 보이고 있으며, 사건과 사고도 빈발하게 발생하는 등 사

회적으로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그러나 병적으로 불안하다는 응답자들의 평소 불안 해소 

방법 중‘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15%에 불과하여 부

적절한 불안해소방법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한 그들 중 19%의 응답자들만이 현재 불안관련 치료를 받

고 있었으며,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48명 중 겨우 27%

에 불과한 응답자들만이 향후 치료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

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불안 요소가 많은 상황에

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과 불안장애의 심각성과 후유증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채, 불안을 당연하게 받아

들이는‘불안불감증’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사료된다. 또한 

동양문화권에 속한 우리 국민들이 불안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하는데 너무 소극적인 대처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불안

과 불안장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신의학계와 정부당국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노력

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벼운 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뿐만 아

니라 심한 불안을 경험하여 전문가들의 적절한 의료적 도움

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불안 및 불안장애와 관련된 

체계적인 대국민 정신건강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홍보, 교

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본 논문의 제한점으로는 연구대상자들로부터 신체적, 

정신과적 동반 질환 유무, 물질 중독 상태 등 불안상태와 관

련된 배경정보를 얻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겠다. 

 

결     론 
 

지금까지 체계적인 한국인의 불안관련 실태 조사 연구

가 거의 없었다. 이에 저자들은 한국인의 불안에 대한 실

태를 파악하여,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 본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Beck 불안 

척도(BAI) 측정에서 불안 관련 증상들 중 가장 많은 것

은‘자주 소화가 잘 안되고 뱃속이 불편하다’로 49%였

다. 또한 평소에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불안을 경

험한 응답자는 전체 1,000명의 6%인 59명이었다. 불안

의 주된 원인은‘본인의 건강이 나쁘거나 질병이 있음’,‘경

제적 어려움’,‘다른 사람과의 갈등 관계’ 순이었다. 결론

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불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적절한 전문가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들 중 향후 치료를 받을 의향도 많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저자들은 앞으로 대한불안의학회를 중

심으로 대국민 불안 관련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정신건강을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중심 단어：한국인·불안·Beck 불안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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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 

 
한국판 Beck 불안 척도 

 

*각 문장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한 주 동안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난다고 생각되

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보기：만약 당신이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한 주 동안 □□한 느낌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라

고 표시하면 됩니다. 

 
문     항 전혀 느끼지 

않았다 
조금 

느꼈다 
상당히 
느꼈다 

심하게 
느꼈다 

1) □□한 느낌을 받는다 √    

문     항 
전혀 

느끼지 
않았다 

조금 
느꼈다 

상당히 
느꼈다 

심하게 
느꼈다 

01) 가끔씩 몸이 저리고 쑤시며 감각이 마비된 느낌을 받는다     

02) 흥분된 느낌을 받는다     

03) 가끔씩 다리가 떨리곤 한다     

04) 편안하게 쉴 수가 없다     

05)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06) 어지러움(현기증)을 느낀다     

07)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     

08) 침착하지 못하다     

09) 자주 겁을 먹고 무서움을 느낀다     

10) 신경이 과민 되어 왔다     

11) 가끔씩 숨이 막히고 질식할 것 같다     

12) 자주 손이 떨린다     

13) 안절부절못해 한다     

14)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15) 가끔씩 숨쉬기 곤란할 때가 있다     

16)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17) 불안한 상태에 있다     

18) 자주 소화가 잘 안되고 뱃속이 불편하다     

19) 가끔씩 기절할 것 같다     

20) 자주 얼굴이 붉어지곤 한다     

21) 땀을 많이 흘린다(더위로 인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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