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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저자들은 Zigmond등(1983)이 개발한 병원 불안–우울 척도(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HAD)

를 한국어로 표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은 불안장애 환자가 66명, 우울장애 환자가 74명, 정상대조군이 189명이었다. HAD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한홍무 등(1986)이 표준화한 Beck의 BDI와 왕성근(1978)이 표준화한 Zung의 자가

평정 불안척도와 그 상관관계를 비교하였다. 

결  과： 

문항-총점간의 상관관계 중앙치는 불안 하부척도가 0.55, 우울 하부 척도가 0.47로 나타났고, Crohnbach

의 α계수는 각각 0.89와 0.86으로 나타나서 중등도 이상의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당도에서는 

t검증 결과 불안 및 우울 집단이 정상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증

명되었다. 구성 타당도는 우울 하부척도가 BDI와는 r＝0.80, 불안 하부척도가 SAS와는 r＝0.79로 나타나 

중등도 이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HAD로 불안 및 우울을 측정하는 경우 우울 하부척도가 절단점 8점인 경

우 민감도 89.2%, 특이도 82.5%, 불안 하부척도가 절단점 8점인 경우 민감도 78.8%, 특이도 82.5%로 가

장 적절하게 나타났다. HAD의 요인분석 결과 두 가지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1이 설명하는 변량은 

49.6%로, 요인 2가 설명하는 변량은 10.0%로 두 요인이 설명하는 변량은 59.6%였다. 두 가지 요인은 원

래 척도인 불안(A1-7)과 우울(D1-7)의 하부척도와 잘 일치하였다. 그리고, 불안과 우울 장애의 감별에서

도 두 집단사이의 t검증 결과 우울 하부 척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불안 하

부 척도는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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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이러한 결과 HAD가 불안과 우울 장애를 타당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증명되었다.본 척도를 사용

하여 일차진료의 및 비 정신과 분야에서의 불안과 우울의 이환 상태를 용이하고 짧은 시간에 숙달된 기술이 

없이도 검사할 수 있을 것이다. 
 

중심 단어：병원 불안-우울 척도·불안·우울. 

 

 

 

서     론 
 

정신과 영역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 불안장애와 우울 

장애며, 이런 장애들은 겉으로 들어나지 않아 내과나 

외과에서 치료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로 정서장애는 

신체적 장애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

으나, 기질적 이상이 없이도 불안 또는 우울 증상이 비 

정신과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비 정신과 영

역에서의 정신과 질환의 유병율이나, 이환 정도가 높을 

것1-3)으로 생각되어 왔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이에 대

한 조사 및 척도의 개발과 이에 대한 타당도 검사가 꾸

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이것에 대해

서 연구되어 온 바가 거의 없으며 이를 조사할 만한 척

도가 개발된 적도 없다. 

현재까지 불안 또는 우울에 관해 개발된 자가 평정 

척도는 Zung의 자가평정 우울척도4)와 자가평정 불안

척도,5) Spielberger6)의 상태-특성 불안 척도, Beck의 

우울질문지7) 등의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우울이나 불안

을 한번에 검사할 수 없거나 검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 너무 오래걸려 비 정신과 영역에서 단 시간에 검사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으며, 특히 1차 진료의들이 활

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Zigmond 등8)은 일반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불안, 우

울 정도를 의사의 진료를 받기위해 기다리는 짧은 시간

에 측정하기 위하여 병원 실제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불안과 우울 측면에 제한하여 병원 불안-우울 척도(The 

Hospital Anxiety-Depression Scale：이하 HAD)를 

개발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 척도는 종합병원에 내원

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불안과 우울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감정 상태의 변화도 평가

할 수 있는 도구로서 유용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병원 불안-우울 척도는 Lisspers 등9)과 

Malasi TH 등10)에 의해 외국에서는 이미 표준화 및 

타당도가 검증되어 있는 상태이며, 다른 척도와의 비교 

검증도 되어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여 본 연구에서는 HAD척도를 우리 말로 번안하

여 정상인을 대조군으로, 그리고 정신과 병원을 방문한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를 표준화군(불안과 우울집단)으

로 하여 두 집단 사이를 HAD척도가 잘 변별해 주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방     법 
 

1. 연구대상 
 

1) 정상인군 

1997년 9월 부터 1998년 2월 까지 서울시에 거주

하며 현재나 과거력상 정신과적 그리고 신체적 질환이 

없는 18세에서 65세 사이의 남녀 189명을 정상 대조

군으로 하였다. 성별분포는 남자 98명(51.8%), 여자 

91명(48.2%)이며, 연령별로는 20세이하 2명(1.0%), 

21∼30세가 92명(48.7%), 31∼40세가 35명(18.5%), 

41∼50세가 44명(23.3%), 51∼60세가 12명(6.3%), 

60세 이상이 4명(2.1%)이었다. 
 

2) 우울 장애 및 불안 장애 환자군 

1997년 9월부터 1998년 2월까지 본원에 입원하였

거나 외래를 방문하여 DSM-Ⅳ11)의 진단기준에 따라 

정신과 의사 2인 이상이 평가하여 우울 장애로 진단받

은 74명중 남자가 30명(40.5%), 여자가 44명(59.5%)

이었으며, 불안 장애로 진단받은 66명중 남자가 36명

(54.5%), 여자가 30명(45.5%)이었다. 

환자군의 연령별 분포는 우울 장애 환자에서 20세 

이하가 4명(5.4%), 21∼30세가 20명(27.0%), 31∼

40세가 12명(16.2%), 41∼50세가 22명(29.7%),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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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가 12명(16.2%), 60세 이상이 4명(5.4%)이었

으며, 불안 장애 환자는 20세 이하 8명(12.1%), 21∼

30세가 18명(27.2%), 31∼40세가 17명(25.7%), 41

∼50세가 13명(19.7%), 51∼60세가 8명(12.1%), 

60세 이상이 2명(3.0%)이었다. 

따라서, 정상군과 불안 및 우울 장애 집단간의 성별 

및 연령별 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0.05).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Zigmond 등8)이 개발한 병원 불안-

우울 척도를 정신과 의사 3인이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HAD척도의 타당성과 유의성을 검토하기 위해 

우울 척도에 대하여는 Beck7)이 제작하고 한홍무 등12)

이 번안하여 표준화된 BDI를, 불안 척도에 대해서는 

Zung5)이 제작하고 왕성근13)이 번안한 자가평정불안척

도(Self-Rating Anxiety Scale：이하 SAS)를 사용하

였다. 

Zigmond 등8)이 개발한 병원 불안-우울 척도는 모

두 14개의 문항으로 홀수번호 7개는 불안에 관한 문항

으로 불안 하부 척도(HAD-A)이며 짝수번호 7개는 

우울에 관한 문항으로 우울 하부척도(HAD-D)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문항은 4점척도(0∼3점의 범위)

로 구성되어있다. 
 

3. 통계처리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windows용 version 7.0으

로 통계처리 하였다. 인구학적 변인은 백분율과 카이

자승 검증을 하였으며, 연령, 각 척도의 평균등은 집단

에 따라 t검증을 하였다. 그리고 문항내적 합치도를 위

해 Crohnbach의 α계수를 구하였다. 또한 HAD-A와 

HAD-D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백분

율을 구하였으며, 절단점에 대한 kappa값을 구하였다. 

 

결     과 
 

1. 병원 불안-우울 척도의 문항내적 합치도 

각 항목과 문항-총점간의 상관관계의 중앙치는 HAD-

A의 경우 0.55(0.40∼0.69)로 각 문항이 불안과 관련

된 변인을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HAD-D의 경

우 0.47(0.28∼0.66)로 각 문항이 우울과 관련된 변

인을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문항내적 합치도를 검증하기 위한 Crohn-

bach의 α계수는 HAD-A의 경우 0.89, HAD-D의 경

우 0.86으로 문항간의 합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우울 장애 환자군과 정상집단간의 비교 

우울 장애 환자에서 HAD-D의 평균 점수는 12.11

로 정상집단의 평균점수 5.05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t＝16.76, df＝261, p<0.01), BDI 역시 우울 장애 환

자에서 평균점수 26.24로 대조군의 9.26보다 높았다

(t＝15.21, df＝261, p<0.01). 

HAD-D, BDI 두 척도간의 상관계수는 0.80(p<0.01)

으로 HAD-D가 타당하게 우울을 측정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HAD-D 각 항목에 대한 정상대조군과의 비교시에도 

모든 항목에서 우울장애 환자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표 1). 

그리고 이 검사의 어떤 점수를 기준으로 해야 우울 

환자 집단과 정상 집단을 올바르게 구분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 측정치의 민감도(sensitivity)와 특이도(spe-

cificity) 지표를 계산하였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민감도와 특이도가 서로 가장 적게 손상되는 절단

점은 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의 민감도는 89.2%

이고 특이도는 82.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kappa값

은 0.65였다. 절단점을 9점으로 하는 경우 kappa 값은 

0.74로 상승하지만 특이도만 너무 높고 민감도가 현저

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8점이 가장 적절한 절단점

임을 시사하고 있었다. 
 

3. 불안 장애 환자군과 정상집단간의 비교 

불안 장애 환자에서 HAD-A의 평균 점수는 11.15

로 정상집단의 평균점수 4.87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t＝13.31, df＝253, p<0.01), SAS 역시 불안 장애 환

자에서 평균점수 44.80으로 대조군의 27.20보다 높았

다(t＝16.39, df＝253, p<0.01). 

HAD-A, SAS 두 척도간의 상관계수는 0.79(p<0.01)

로 HAD-A가 타당하게 불안을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HAD-A 각 항목에 대한 정상대조군과의 비교시에

도 모든 항목에서 불안장애 환자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표 1). 

그리고 이 검사의 어떤 점수를 기준으로 해야 불안 

환자 집단과 정상 집단을 올바르게 구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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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위해 측정치의 민감도(sensitivity)와 특이도(spe-

cificity)의 지표를 계산하였다.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민감도와 특이도가 서로 가장 적게 손상되는 

절단점은 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의 민감도는 

78.8%이고 특이도는 82.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kappa

값은 0.56이었다. 절단점을 7점으로 하는 경우 특이도

가 너무 낮으며 절단점을 9점으로 하는 경우 민감도의 

현저한 저하가 나타나 가장 적절한 절단점이 8점임을 

시사하였다. 
 

4. 불안 집단과 우울 집단간의 비교 

 본 척도에서 불안 장애와 우울 장애군 사이의 차이

를 보기 위하여 두 집단 사이의 HAD의 하부척도 및 

총점, BDI 그리고 SAS의 점수를 비교하면, HAD-A의 

경우 불안 장애 집단의 평균이 우울 장애 집단과의 비

교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t＝-2.27, 

df＝138, p>0.01), HAD-D의 경우 우울 장애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았고(t＝2.624, df＝138, p<0.01), HAD의 

총점은 우울 장애 집단이 21.67±7.06, 불안 장애 집

단이 21.54±6.8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그리고 BDI는 우울 장애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t＝2.734, df＝138, p<0.01), SAS

의 경우 불안 장애 집단에서 높게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1.06, df＝138, p>0.01) 
 

5. HAD의 요인구조 분석 

HAD의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Principal-component 분석을 시행하였으

며, 고유가(Eigenvalue)를 1이상으로 하여 요인을 추

출한 결과 두 가지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1이 설

명하는 변량은 49.6%, 요인 2가 설명하는 변량은 10.0%

Table 2. Cut-off point for the HAD-D scale 

Cut-off Point Sensitivity(%) Specificity(%) Kappa value 

 5 /  6 100 56.1 0.42 
 6 /  7  94.6 68.8 0.52 
 7 /  8  89.2 82.5 0.65 
 8 /  9  70.3 90.5 0.74 
 9 / 10  64.9 93.7 0.68 
10 / 11  54.1 97.9 0.68 
11 / 12  48.6 97.9 0.59 

    

Table 1.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HAD-D and 
HAD-A scales 

Scale Depressed group 
Mean(SD) 

Control group 
Mean(SD) t df p 

D1 2.22(0.84) 0.85(0.77) 12.44 261 0.000 
D2 1.16(0.59) 0.49(0.58)  8.35 261 0.000 
D3 2.27(0.64) 1.19(0.81) 10.19 261 0.000 
D4 1.86(0.88) 0.96(0.61)  9.39 261 0.000 
D5 1.41(1.08) 0.68(0.73)  6.23 261 0.000 
D6 1.86(0.58) 0.51(0.65) 15.62 261 0.000 
D7 1.32(0.81) 0.34(0.53) 11.38 261 0.000 

A1 1.91(0.79) 0.88(0.59) 10.53 253 0.000 
A2 1.63(1.05) 0.75(0.78)  7.25 253 0.000 
A3 1.73(0.87) 0.84(0.66)  8.63 253 0.000 
A4 2.00(0.70) 1.00(0.50) 12.44 253 0.000 
A5 1.47(0.86) 0.56(0.57)  9.68 253 0.000 
A6 1.36(0.92) 0.38(0.55) 10.27 253 0.000 
A7 1.08(0.92) 0.44(0.62)  6.71 253 0.000 

Table 4. Factor analysis for HAD 

Original scale Factor 1(Anxiety) Factor 2(Depression) 

A1 0.67  0.39 
A2 0.68  0.14 
A3 0.79  0.20 
A4 0.71  0.35 
A5 0.83  0.23 
A6 0.71  0.32 
A7 0.77  0.17 
D1 0.34  0.61 
D2 0.40  0.56 
D3 0.44  0.62 
D4 0.44  0.61 
D5 -0.05  0.75 
D6 0.41  0.73 
D7 0.20  0.76 

Eigenvalue 6.94  1.40 
% of variance 49.6 10.0 

   

Table 3. Cut-off point for the HAD-A scale 

Cut-off Point Sensitivity(%) Specificity(%) Kappa value 

 5 /  6 97 64.6 0.46 
 6 /  7 87.9 69.8 0.46 
 7 /  8 78.8 82.5 0.56 
 8 /  9 65.2 87.8 0.53 
 9 / 10 59.1 91.0 0.52 
10 / 11 51.5 96.8 0.52 
11 / 12 45.5 97.9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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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두 요인이 설명하는 변량은 59.6%였다. 두 가지 요

인은 원래 척도인 불안(A1-7)과 우울(D1-7)의 하부

척도와 잘 일치하였다. 

요인 1(불안)에 포함된 문항 중 요인 부하량이 가장 

높은 문항은 A5(9번) 문항인“나는 초조하고 두렵다.”

였으며, 요인 2(우울)에 포함된 문항 중 요인 부하량이 

가장 높은 문항은 D7(14번) 문항인“나는 좋은 책 또

는 라디오, 털레비젼을 즐길 수 있다.”였다(표 4). 

 

고     찰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일차적으로 비 정신과 환자의 

불안이나 우울장애의 이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HAD

척도를 우리 나라 정신과 환자를 통해 표준화하는 것이

었으며 이 척도를 자문환자나 비 정신과 분야에서 불안

이나 우울장애의 선별검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본 척도의 문항 수가 각각 7개로 적지만 Kearns 등14)

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문항수 5∼8개 정도면 충분히 

평가가능 하다고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다른 척도들

과의 비교에서 상관관계가 잘 나타났다. 

결과의 내용을 토대로 한 HAD의 상관관계는 불안척

도의 경우 중앙치가 0.55고 계수의 분포범위가 0.40에

서 0.69까지로 중등도의 일관성으로 불안을 측정하며 

특별히 상관정도가 낮은 문항은 없었다. 우울 척도의 경

우 중앙치가 0.47이고 계수의 범위가 0.28에서 0.66

까지로 중등도의 일관성으로 우울을 측정하며 상관정

도가 특별히 낮은 문항은 없었다. 문항간의 합치도도 

불안 척도의 경우 0.89, 우울 척도의 경우 0.86으로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HAD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우울 장애 집단과 정상 대조군과의 비교에서 HAD-

D척도의 차이가 두 집단간에 명백하였으며, 불안 장애 

집단과의 비교에서도 두 질환을 잘 구별할 수 있었으며 

기존의 척도인 SAS보다 더 불안과 우울 장애를 잘 감

별할 수 있었다. 

절단점은 모두 8점으로 하였는데 우울장애의 경우 가

양성의 비율이 17.5%였으며, 가 음성의 비율이 10.8%

였다. 21점을 절단점으로 하는 BDI는 가음성의 비율이 

10.8%로 HAD-D와 동일하였으나, 가양성의 비율은 

5.8%로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앞으로 다른 검사를 통

하여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불안 장애는 가

양성의 비율이 17.5%, 가음성의 비율이 21.2%로 나

타났다. SAS는 절단점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두 척도간의 상관관계가 0.79로 높은 상관관

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불안 척도와의 비교가 추후에 

시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불안 장애와 우울 장애 집단의 비교시 본 척도에서는 

우울의 정도는 차이가 있으나 불안의 정도는 양쪽 집단

에서 양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는 왕성근,13) Prusoff등15)

의 연구 결과에서 양쪽 집단의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우울 장애의 경우 진단기준에 불안장애의 요

소가 있으며, 불안 장애도 역시 우울 장애의 요소가 있

으므로 이는 이전의 결과와 부합된다고 해석된다. 

본 척도의 조사는 표준화 작업이기 때문에 비 정신과 

환자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추후 비 정신

과 환자들에 대한 조사와 정상인군과의 비교와 신체적

인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Moorey 

등16)의 연구같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병원 불안-우울 척도는 불안과 우

울 장애 환자를 임상에서 일차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의미있는 척도라고 생각된다. 본 척도를 사용하여 일차

진료 및 비 정신과 분야에서 불안과 우울의 이환 상태

를 용이하고 짧은 시간에 숙달된 기술이 없이도 검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대조군을 정상

인으로 하였으나 추후 병원에 입원한 정신과적 증상이 

없는 환자를 대조군으로 하는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참 고 문 헌 

 

1) Shepher M, Davis B, Culpan RH(1960)：Psych-
iatric Illness in a general hospital. Acta Psychiatr 
Scand 35：518-525 

2) Maguire GP, Julier DL, Hawton KE, Bancroft 
JHJ(1974)：Psychiatric morbidity and referral on 
two general medical wards. Br Med J 1：268-270 

3) Moffic HS, Paykel ES(1975)：Depression in medical 
inpatients. Br J Psychiatry 126：346-353 

4) Zung WWK(1965)：A Self-Rating Depression Scale. 
Arch Gen Psychiatry 12：63-70 

5) Zung WWK(1971)：A Rating Instrument for Anxiety 
Disorders. Psychosomatics 12：371-379 



 － 294 － 

6) Spielberger CD, Gorsuch RL, Luschen RE(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lifornia：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7) Beck AT(1967)：Depression：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Inc 

8) Zigmond AS, Snaith RP(1983)：The Hospital An-
xiety and Depression Scale. Acta Psychiatr Scand 
67：361-370 

9) Lisspers J, Nygren A, Sderman E(1997)：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HAD)：Some psy-
chometric data for a Swedish sample. Acta Psychiatr 
Scand 96：281-286 

10) Malasi TH, Mirza IA, EL-Islam MF(1991)：Vali-
dation of the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in Arab patients. Acta Psychiatr Scand 84：323-326 

11)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94)：Diag-
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i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

ciation 
12) 한홍무, 염태호, 신영우, 김교헌, 윤도준, 정근재

(1986)：Beck Depression Inventory의 한국판 표준

화 연구-정상집단을 중심으로(1)-. 신경정신의학 
25：487-502 

13) 왕성근(1978)：정신과 외래환자의 Self-Rating An-
xiety Scale에 의한 불안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

학 17：179-191 
14) Kearn NP, Cruikshank CA, McGuigan KJ, Riley 

SA, Shaw SP, Snaith RP(1982)：A comparison of 
depression rating scales. Br J Psychiatry 141：45-49 

15) Prusoff B, Klerman GL(1974)：Differentiating de-
pressed from anxious neurotic out-patient. Arch Gen 
Psychiatry 30：302-309 

16) Moorey S, Greer S, Watson M, Gorman C, Rowden 
L, Tunmore R, Robertson B, Bliss J(1991)：The 
factor structure and factor stability of the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in patient with cancer. Br 
J of Psychiatry 158：255-259 

 

 



 － 295 － 

 

 

A Study on the Standardization of the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for Koreans 

---- A Comparison of Normal, Depressed and Anxious Groups ---- 
 

Se Man Oh, M.D., Kyung-Jun Min, M.D., Doo-Byung Park, M.D.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Chung-Ang University, Seoul 

 

Objective：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tandardize the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for Koreans(HAD-K). 

Method：HAD-K,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and Self-Rating Anxiety Scale(SAS) were 
administered to 66 anxious and 74 depressed patients and 189 normal controls. 

Results：The median correlation between items of the HAD-A and corrected item total score was 
0.55 and HAD-D was 0.47. The values of Cronbach’s α coefficient were 0.89 and 0.86. The results 
of testing the validity of the HAD examined by t-test proved that anxious and depressed group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rmal controls. The construct validity of HAD-D with BDI was r＝0.80, 
and HAD-A with SAS was r＝0.79. The result of examining the sensitivity and specificity of HAD-D 
revealed that cut-off point of 8 yielded 89.2% sensitivity rate and 82.5% specificity rate. And those of 
HAD-A revealed that cut-off point of 8 yielded 78.8% sensitivity rate and 82.5% specificity rate. The 
result of the factor analysis found 3 factors in HAD, which were anxiety(factor 1) and depression 
(factor 2). The total percent of two factors were 59.6%. 

Conclusion：The HAD-K was proven to measure the anxiety and depression validly. Primary 
physicians and non-psychiatrists also can easily measure anxiety and depression of patients within a 
short time with HAD-K. 
 
KEY WORDS：Hospital anxiety-depression scale·Anxiety·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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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 
 

 병원 불안-우울 척도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성  명：  나  이：     세  성  별：남 / 여 
 

※ 감정 상태는 당신의 질환이나 상태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당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골라“○”를 하십시오. 
 
1) 나는 긴장감 또는“정신적 고통”을 느낀다. 
0. 전혀 아니다. 
1. 가끔 그렇다. 
2. 자주 그렇다. 
3. 거의 그렇다. 

 
2) 나는 즐겨오던 것들을 현재도 즐기고 있다. 
0. 똑같이 즐긴다. 
1. 많이 즐기지는 못한다. 
2. 단지 조금만 즐긴다. 
3. 거의 즐기지 못한다. 

 
3) 나는 무언가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
이 든다. 
0. 전혀 아니다. 
1. 조금 있지만 걱정하지 않는다. 
2. 있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3. 매우 분명하고 기분이 나쁘다. 

 
4) 나는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고 잘 웃는다. 
0. 나는 항상 그렇다. 
1. 현재는 그다지 그렇지 않다. 
2. 거의 그렇지 않다. 
3. 전혀 아니다. 

 
5) 마음속에 걱정스러운 생각이 든다. 
0. 거의 그렇지 않다. 
1. 가끔 그렇다. 
2. 자주 그렇다. 
3. 항상 그렇다. 

 
6) 나는 기분이 좋다. 
0. 항상 그렇다. 
1. 자주 그렇다. 
2. 가끔 그렇다. 
3. 전혀 그렇지 않다. 

 
7) 나는 편하게 긴장을 풀 수 있다. 
0. 항상 그렇다. 
1. 대부분 그렇다. 
2. 대부분 그렇지 않다. 
3. 전혀 그렇지 않다. 

 8) 나는 기력이 떨어진 것 같다. 
0. 전혀 아니다. 
1. 가끔 그렇다. 
2. 자주 그렇다. 
3. 거의 항상 그렇다. 

 
 9) 나는 초조하고 두렵다. 
0. 전혀 아니다. 
1. 가끔 그렇다. 
2. 자주 그렇다. 
3. 매우 자주 그렇다. 

 
10) 나는 나의 외모에 관심을 잃었다. 
0. 여전히 관심이 있다. 
1. 전과 같지는 않다. 
2. 이전보다 확실히 관심이 적다. 
3. 확실히 잃었다. 

 
11) 나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한다. 
0. 전혀 그렇지 않다. 
1. 가끔 그렇다. 
2. 자주 그렇다. 
3. 매우 그렇다. 

 
12) 나는 일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한다. 
0. 내가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렇다. 
1. 전보다 조금 덜 그렇다. 
2. 전보다 확실히 덜 그렇다. 
3. 전혀 그렇지 않다. 

 
13) 나는 갑자기 당황스럽고 두려움을 느낀다. 
0. 전혀 그렇지 않다. 
1. 가끔 그렇다. 
2. 꽤 자주 그렇다. 
3. 거의 항상 그렇다. 

 
14) 나는 좋은 책 또는 라디오, 텔레비젼을 즐길 
수 있다. 
0. 자주 즐긴다. 
1. 가끔 즐긴다. 
2. 거의 못 즐긴다. 
3. 전혀 못 즐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