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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항우울제는 정신과 의사뿐만 아니라 많은 비정신과 의사들에 의해 처방 되어지는 정신과 약물이다. 하지만 

항우울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병원 외래를 방문한 일반 환자군들

을 대상으로 항우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를 알아봄으로써, 항우울제 및 정신과 약물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오해를 줄여 나가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로 삼고자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일 지역 대학병원에 내원한 내과계열 및 외과계열 외래 환자들 200명을 대상으로 정신과 전공의 2인 및 수

련의가 외래 대기실에서 환자들을 면담하여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항우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해 평

가하기 위하여 12문항으로 고안한 자가 보고형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결  과 

1) 내과 및 외과 계열 환자들 모두에서 항우울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높았다.  

2) 외과계열 외래 환자들이 내과 계열 환자들보다 항우울제 약물이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3) 항우울제 복용 경험이 없는 환자들이 항우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갖고 있었다.  

4) 항우울제 복용 거부 이유로는 약물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이 높았다 

결  론 

항우울제의 처방시 일반인들의 항우울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이해하고, 항우울제에 대해 근거있고 객관적

인 사실을 설명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중심 단어：항우울제·태도·낙인. 

 

 

서     론 
 

항우울제는 정신과 의사뿐만 아니라 많은 비정신과 의사

들에 의해 처방 되어지는 정신과 약물이다.  

1950년대 말 Thomas Kuhn에 의해 소개된 삼환계 항

우울제가 그것의 임상 효능이 알려진 이래로, 선택적 세로

토닌 재흡수 차단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비전형계열 항우울

제 약물들이 개발되었고, 이후에 초기의 약물들에 비해서 

안전성이 우수하고 내약성이 좋은 장점을 바탕으로 임상 적

응증을 넓혀 가고 있다.  

우울증상의 일차 치료제로 도입된 항우울제는 다양한 작용

*본 논문의 일부는 2007년 한국정신신체의학회 춘계 학술대회에
서 포스터로 발표되었음.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충주병원 신경정신과학교실  
Department of Neuro, Psychiatry, Konkuk University, Chungju Hos-
pital, Chungju, Korea 
†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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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을 배경으로 통증 장애1,2) 및 여러 다양한 신체 증상3-8)

에 효과적임이 보고되면서 정신과를 제외한 특정 타과에서

의 항우울제의 처방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항우울제가 임상 영역을 넓혀 가는 것과는 반대

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서 정

신과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높아 항우울제의 

복용은 아직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병원에 입원중인 타과 입원환자들이 주치의로부터 정

신과 자문 진료에 대한 권고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환

자들의 정신과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문제가 되어 나타나

는 것으로 밝혀졌다.9) 

Rabkin 등은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인들의 보편적인 태

도로서 놀랍고, 수치스럽고,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

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예측 불

가능하고, 신뢰성이 없고, 불완전하고 게으르고 나약하고 가

치있고 힘없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음을 보고했다.10) 이러

한 일반인들의 태도는 사회문화적인 배경에서 학습된 행동 

특성으로 그 지역 사회의 전통문화와 사회적인 가치관, 개

인의 성격특성, 사회계층이나 직업, 가족이나 주변인들 중

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한 체험 등 여러 요인

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11)  

또한 항우울제를 포함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면 정신과 환

자라는 낙인 현상(Stigmatization) 등과 같은 일반인들의 부

정적인 태도 및 인식은 이미 정신과 치료가 보편화된 미국이

나 유럽 등에서조차도 공통적인 현상임이 보고되고 있다.12-22) 

Stone 등은 신경과 외래에 내원한 영국 환자들이 항우

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음을 보고했다.23) Jorm 

등은 999명의 호주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5% 정도가 항우울제가 해롭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고

했다.24) Mikocka-Walus 등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

들에게 항우울제를 사용해 치료한 소화기내과 의사들을 대

상으로 항우울제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는데, 항우울제가 

환자의 통증 감소 및 삶의 질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지만, 동시에 항우울제의 사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

적인 태도를 보였음을 보고했다.25) 

항우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는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약의 순응도와 관련되어 질병의 임상경과에도 영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우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는 아

직 국내에서 조사된 것은 없다. 

따라서, 일 대학병원 외래에 방문한 환자들 중, 정신과 

진료경험이 있는 환자를 제외한 외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항우울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 다

음과 같은 연구 주제를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내과계열 및 외과 

계열 외래 환자들에게서 항우울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서 차이가 있는 지, 둘째, 내과 계열 및 외과계열 환자들에

서 항우울제에 대한 이전 복용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 지. 

셋째, 항우울제 복용에 대한 개방성 태도는 각 계열별 환

자들과 또한 인구학적 정보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넷째, 이전 항우울제 복용 여부에 따라 항우울제에 대한 인

식과 태도에 차이를 보이는 지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반 환자군들이 갖는 항우울제에 대한 전반

적인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약물 교육의 기초자료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항우울제 및 정신과 약물

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오해를 줄여 나가고, 지역사회 정신

건강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방     법 
  

1. 연구대상 

2007년 5월 21일부터 7월 16일까지 건국대학교 충주

병원에 내원한 내과계열 및 외과계열 외래 환자들 212명

을 대상으로 정신과 전공의 2인 및 수련의가 외래 대기실에

서 환자들을 면담하여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이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환자를 제외하고 연구에 동의하

시는 일반 환자군을 대상으로 설문지 작성을 하도록 하였다. 

연령대는 연구 목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18세 이

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고, 치매나 정신지체, 한글을 

못 읽거나, 설문지 작성에 적합하지 않는 신체상태, 현실 검

증력의 손상이 있는 환자들은 연구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연구 목적을 사전 설명하는 과정에서, 23명이 거절하였으

며(거절율 10.3%) 설문지 중 부분적으로 응답한 경우와 진

료과가 기록되지 않아 분석이 어려운 설문지 12명을 제외

한 총 200명을 최종 분석의 대상으로 채택했다. 
 

2. 연구방법 

항우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총 12

문항으로 구성된 자가 보고형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

는 이전 영국에서 실시된 Defeat Depresion Campaign에

서 선보인 일반인들의 항우울제에 대한 인식 조사에 사용

된 문항들을 참조로 수정 보완 하였다.26) 설문지의 내용은 

인구통계학적 4문항, 항우울제의 사전 인식 1문항, 항우울

제의 전반적인 인식 3문항, 항우울제 복용 경험과 복용 의

사와 관련된 3문항 그리고 항우울제의 타과 처방과 관련

된 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항우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과 태도에 관련하여 3가지 질문에 따른 응답으로‘매우 그

렇다.’,‘대체로 그렇다.’,‘긍정도 부정도 아니다.’,‘대체

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의 다섯 단계로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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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식 설문 보고 양식을 고안해 사용하였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전산 처리 하였으며, SPSS 

for windows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임상각과를 편

의상 내과계열 및 외과계열로 구분하였고, 전자는 내과, 신

경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을 포함시켰으며, 후자는 

일반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성형외

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을 포함시켰다. 모든 변

수는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여 요약하였으며, 그룹간 비

교는 카이제곱 검정(chi-squared test)을 사용하였다. 통

계적 유의수준은 0.05 이하로 하였다.  

 

결     과 
 

1.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일 지역 대학병원 내과 계열 및 외과계열 외래 환자들의 

성별, 나이, 거주지별, 교육수준 별 인구학적 정보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2. 이전에 항우울제에 대한 인지 및 사전 복용 여부(Table 2) 

1) 연구대상자 200명 중 항우울제에 대해서 들어 본 적

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91명(45.5%)이었고, 외과계

열(48명)이 내과계열(43명)에 비해서 항우울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더 많다고 보고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Table 2). 

2) 항우울제를 이전에 복용했던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

람들은 16명(8%)에 해당했고, 외과계열(11명)이 내과계

열(5명)에 비해 더 많은 항우울제 복용을 보고했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 주변에 항우울제를 복용한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사

람들은 41명(20.5%)였고, 외과계열(26명)이 내과계열(15

명)에 비해서 주변의 항우울제 경험을 더 많이 보고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4). 

4) 항우울제가 정신과가 아닌 타과에서도 처방되고 있음

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30명(15%)였고, 내과계

열(19명)이 외과계열(11명)에 비해서 더 많았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 항우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Table 3) 

1) 외과계열 외래 환자들의 50%에서 내과계열 환자들

보다(27%) 항우울제 약물이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비율

이 더 높았으며,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003). 

2) 외과계열 외래 환자들이 내과계열 환자들에 비해서 

항우울제가 중독성이 있고, 항우울제는 우울증이 있을 때

만 복용한다고 복용하는 비율이 더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는 않았다. 
 

4. 이전에 항우울제 복용 유무에 따른 항우울제에 대한 전반적

인 인식(Table 4) 

이전에 항우울제를 복용한 적이 없었던 사람들 중 항우

울제가 중독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복용한 적이 있었던 

사람들에 비해 더 높았고,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 

=0.004). 또한 항우울제를 복용한 적이 없었던 사람들 중 

에서 항우울제가 몸에 해롭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고 

통계적으로 두 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1). 

또한 항우울제를 복용한 적이 없었던 사람들 중에서 항

우울제 약물이 우울증이 있을 때만 복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Table 2. Previously recognition of antidepressants 

 Medical group(n=100) Surgical group(n=100) p-values 

I’ve never heard about antidepressants 57 52 0.504 

I’ve heard about antidepressants 43 48  

I’ve never taken antidepressants 95 89 0.118 

I’ve taken antidepressants before 05 11  

I have person who’s taking antidepressants around 85 74 0.054 

I don't have person who’s taking antidepressants. 15 26  

Antidepressants are prescribed in other clinics 81 89 0.113 

Antidepressants are not prescribed in other clinics 19 11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medical and surgical
group patients 

 Medical 
outpatients(n=100) 

Surgical 
outpatients(n=100) 

Sex   

Male 54 53 

Female 46 47 

Age(year)   

Mean 55.37±14.715 50.49±18.108 

(SD) (1.471) (1.811) 

Habital area   

Urban area 86 91 

Rural area 14 09 

Educational level   

Below middle school 61 51 

Above high school 39 49 

 



 

 

55

이 더 많았고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001).  
  

5. 항우울제에 대한 복용 개방성의 태도(Table 5) 

현재 약물에 항우울제가 포함될 때, 항우울제를 복용하 

겠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110명(50%)였고, 외과계열(59%)

가 내과계열(51%)에 비해서 더 많았으나 이 결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시단위 거주자가 군단위 거주자에 비해, 중졸이하의 학력자

가 고졸이상의 학력자에 비해서 복용의 더욱 개방적인 태도

를 보여주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3. Attitudes towards antidepressants according to the outpatient clinic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ither agree 
nor disagree 

Agree Strongly  
agree 

p-values 

Psychotrophics are addictive 

Medical outpatients groups 06 23 53 11 07 0.617 

Surgical 06 28 42 14 10  

Antidepressants are addictive 

Medical 06 19 54 12 09 0.128 

Surgical 09 23 38 25 05  

Antidepressants can cause physical harm 

Medical 08 19 48 18 07 0.003 

Surgical 09 41 30 17 03  

Antidepressant are used only for depression 

Medical 13 20 55 08 04 0.948 

Surgical 14 21 55 08 02  

 

Table 5. Willingness of antidpressant use according to specific
groups 

 When including antidepressants 

 I will not take 
antidepressants 

I will take 
antidepresants 

p-value 

Medical 49 51 0.256 

Surgical  41 59  

Male  48 59 0.966 

Female  42 51  

Urban area 83 93 0.130 

Rural area 07 16  

Below middle school 45 67 0.112 

Above high school 45 43  

 

Table 4. Attitudes towards antidepressants according to the previously antidepressant use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ither agree 

nor disagree Agree Strongly  
agree p-values 

Psychotrophics are addictive       

Absence of antidepresant use 09 49 088 23 15 0.182 

Presence of antidepresant use 03 02 007 02 02  

Antidepressants are addictive       

Absence of antidepresant use 07 42 087 33 15 0.004 

Presence of antidepresant use 04 02 005 02 03  

Antidepressants can cause physical harm       

Absence of antidepresant use 09 33 077 53 12 0.011 

Presence of antidepresant use 02 03 001 06 04  

Antidepressant are used only for depression       

Absence of antidepresant use 25 39 104 13 03 0.001 

Presence of antidepresant use 02 02 006 03 03  

 

Others, 6.7% Concerns 
about side 

effects, 
46.7% 

Possibility of 
being treated 
like the 
mentally ill, 
6.7% 

Insecurity 
about drugs, 
40.0% 

Fig. 1. Reasons to refuse antidepress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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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우울제 복용 거부 이유(Fig. 1) 

응답자들의 46.7%가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고, 왠지 모르게 불안하다(40%), 정신병자 취급을 받

을까봐(6.7%) 및 기타(6.7%)로 나왔다.  

 

고     찰 
 

본 연구는 일 지역 대학병원을 기반으로 내과계열 및 외

과계열 외래 환자들이 항우울제에 대한 태도 및 인식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 지 알아 보기 위해서 국내에서 처음 시

도된 연구이다. 

연구대상자인 환자들은 모두 정신과 진료의 경험이 없

는 일반인들로서, 내과계열 및 외과계열 외래 환자들 모두

에서 항우울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아주 높았다. 이것

은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소견이다.23,24)  

항우울제를 이전에 복용했던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은 16명(8%)에 해당했고, 항우울제가 정신과가 아닌 타

과에서도 처방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사

람들도 30명(15%)에 지나지 않았다. 

항우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외과계열 외래 환자

들이 내과계열 환자들보다 항우울제 약물이 몸에 해롭다

고 여기는 비율이 높아 부정적임을 보여주었고, 다른 문항

에서는 두 계열 군간의 의미있는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본 연구의 가설로 주로 약물치료를 중점적으로 하는 내

과계열의 환자들이 외과계열의 환자들보다 항우울제 약물

에 대해 더욱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복용경험도 많으리라

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항우울제가 정신과가 아닌 타과에

서도 처방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내과

계열 환자들이 더 많았지만, 외과계열과 큰 차이는 없어 

의미있는 결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특정 진료과

의 계열과 항우울제의 태도 및 인식과의 연관성의 여부는 

향후 연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필요가 있겠다. 

항우울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은 부작용으로 

인한 해로움, 자기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원

인치료보다는 증상 완화시키는 약물로 여겨 거부감이 높

았다고 보고했다.13,14,16) 본 연구에서도 약물 부작용에 대

한 걱정이 제일 높았는데, 기존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며, 이것은 정신과 약물에 대한 편견과 낙

인 등의 부정적인 태도와 관련 있어 보인다.  

또한 항우울제를 복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복용했던 사

람들에 비해서 항우울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일관되

게 보였는데, 이것은 기존의 연구결과들과도 일치하는 소

견이다.24) 이것은 항우울제의 복용과 관련한 요소들 예를 

들면, 복용경험, 타과의사들로부터 항우울제에 대한 설명

을 들어봤을 가능성 등이 항우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향후 추

가 연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약물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약물 복용에 영향을 미치

고,27,28) 항우울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치료의 비용 효

과 측면에서 부정적인 연관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29) 또

한 의사 관련 요소도 약물복용과 연관이 있으며, 의사 환

자 관계, 의사가 환자와의 소통하는 태도 및 이에 대한 환

자들의 만족도가 약물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약물 순응

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다.28) 

그러므로 의사들은 일반인들의 항우울제에 대한 부정적

인 인식과 태도를 이해하고, 이런 편견들을 극복할 수 있

도록 돕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런 태도

들이 사회문화적인 배경에서 학습된 행동 특성이란 전제 하

에 항우울제 복용에 대한 환자들의 염려를 이해하고 부정

적인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 지 관심을 갖고 물어 봐

야 한다. 또한 환자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심리반응을 이

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신체질환에 대해 환자

들은 자기애의 손상과 손상위협,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

움,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 분리 불안, 주위의 인정을 

잃는 데 대한 두려움, 신체 조절 능력 상실의 두려움, 신체 

손상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과 수치심을 갖게 된다.30) 항

우울제가 정신과 약물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타과 환자

들에게 어떤 객관적인 설명 없이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것

은 약물 순응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의사 환자 관

계도 손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의사들은 일반인들이 항우

울제를 복용하기 전부터 갖고 있는 이런 불편한 마음에 더

욱 민감해야 하겠고, 항우울제 약물에 대해 근거있고 객관

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일 중소도시의 대학 병

원의 외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전체 내과 및 외

과 환자들을 대표할 수 없다는 점이고, 둘째, 대상자의 숫

자가 적다는 점으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

가 실제 차이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여 다시 한 번 고찰해 

보고 향후 더 많은 대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면담 당시 연구 목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거절하한 대상들이 제외되었는데, 결과에 편견(bias) 변수

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넷째, 자기 보

고형 설문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응답자의 신뢰성(reliance)

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다섯째, 12문항의 간단한 설문지로 

항우울제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을 보다 자세하게 측정할 수 

없었으며, 향후 더욱 특정한 질문을 사용한 보다 정교하고 

객관화된 질문지 형태의 설문지와 반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이를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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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일 대학병원의 내과계열과 외과계열 외래 환자들을 대

상으로 항우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내과 및 외과 계열 환자들 모두에서 항우울제에 대

한 부정적인 인식이 아주 높았다. 

2) 외과계열 외래 환자들이 내과 계열 환자들보다 항우

울제 약물이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3) 항우울제 복용 경험이 없는 환자들이 항우울제에 대

해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갖고 있었다. 

4) 항우울제 복용 거부 이유로는 약물 부작용에 대한 두

려움이 높았다. 

따라서, 의사들은 항우울제의 처방시 일반인들의 항우울

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이해하고, 항우울제에 대해 근

거있고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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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ectives：Antidepressants are prescribed by not only psychiatrists but also general practitioners. How-
ever, patients’ negative attitude and stigma against antidepressants are major obstacles to prescribe anti-

depressants in nonpsychiatric outpatient departments. We, therefore, examined patients’ attitude toward anti-
depressant in medical and surgical group outpatient in Korea. 

Methods：Short item questionnaire was applied to medical group and surgical group outpatients who con-
sented to this survey in a Korean university hospital. 100 medical and 100 surgical outpatients were surveyed. 
The questionnaire contained sociodemographic information, previous recognition of antidepressant, and general 
attitude toward attidepressants. 

Results：Of the 212 recipients, exclusive of erroneous and missing ones , we analyzed 200 recipients. 
1) We found negative attitude toward antidepressants among both medical and surgical outpatients. 
2) Medical group outpatients are answered more’ antidepressants cause physically ill.  
3) The persons who didn’t take previously antidepressants showed more negative attitudes.  
4) The most reason why they refuse to take antidepressants is concerns of side effects of antidepressants. 
Conclusion：There are highly negative attitude toward antidepressants between medical and surgical group 

outpatients. Study findings suggest the need for an active education on antidepressants to nonpsychiatric out-
patients to maximize their therapeutic effect and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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