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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arison of Post-stroke Related Depression Sc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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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between 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HDRS) and post-stroke depression scale (PSDS) in the 
aspect of diagnosis and severity assessment for post-stroke 
depression. 
Method: 45 post-stroke patients were included for this 
study. Subjects were classified through DSM-IV criteria into 
three different groups; depression-free, minor depression and 
major depression. GDS, HDRS, PSDS were also assessed 
in all subjects simultaneously. Three depression assessment 
scales were compared between groups based on DSM-IV 
criteria, and the sensitivity and specificity using cut-off 
value were analyzed.

Results: All scales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depression group and depression-free group. GDS 
showed higher sensitivity and specificity than HDRS and 
PSDS and GDS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inor depression and no depression group, but other scales 
did not. HDRS and PSDS in major depression group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s compared with minor depression 
group (p＜0.05), but GDS did not.
Conclusion: GDS may be more useful to identify the 
presence of depression compared to GDRS and PSDS. 
However, to measure the severity of depression, HDRS and 
PSDS may be more useful than GDS. (J Korean Acad 
Rehab Med 2008; 32: 64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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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뇌졸  후 우울증은 병  특별한 정신 병력 없이 뇌졸  

발생 이후 우울증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다른 만

성질환에 비해 발생 빈도가 높아 뇌졸  발생 후 20∼65%

에서 발생하고,
1 기 수개월 내에 발생률이 높고 1년 이내

에 1/4 이상에서 발생한다.2 이러한 뇌졸  후 우울증은 운

동 기능  인지 기능 회복 등을 해하여 극 인 재활치

료에 장애를 래하고,
3-5 나아가 환자의 생존률을 감소시킨

다는 보고도 있다.2,6,7 뇌졸  후 우울증은 원발성 우울증에 

비해 증상이 언어장애  인지 기능 장애로 인해 개개인마

다 우울 증상을 나타내는 임상양상이 매우 다르고, 다양하

며 비 형 이며 뇌졸 으로 인한 신경학  장애와 복되

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진단  정도의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
3,8

뇌졸  후 우울증의 평가에 한 기 연구에서는 뇌졸

 후 우울증에 해 표 화된 척도를 이용하기보다는 주

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악함으로써 진단을 하는 경

우가 많았다.
3,6,9

 하지만 이러한 몇 가지 증상들의 분석만으

로는 다양한 임상양상을 보이는 뇌졸  후 우울증 환자들

을 진단하고 정도를 측정하는데 일 되게 용하기 어려워 

여러 가지 척도가 연구되고 있다.

재 가장 표 인 우울증의 진단 기 은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4th edition (DSM-IV) 

이다.
10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한 DSM 진단 기 은 원

발성 우울증을 진단을 해 개발되었지만, 부분의 연구

에서 뇌졸  후 우울증을 진단  평가하는데 이용되고 있

다.
9,11,12 

하지만 DSM-IV의 우울증 기 은 정확한 진단의 기

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지 않

아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다양한 증상들의 정도  종류에 

한 평가가 어려워
10

 일련의 다른 우울증 진단 척도들의 

개별  특성들을 함께 이용하여 진단  정도의 평가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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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riatric Depression Scale

Choose the best answer for how you felt over the past week

1. Are you basically satisfied with your life?

2. Have you dropped many of your activities and interests? 

3. Do you feel that your life is empty? 

4. Do you often get bored? 

5. Are you hopeful about the future? 

6. Are you bothered by thoughts you can t get out of your head? 

7. Are you in good spirits most of the time? 

8. Are you afraid that something bad is going to happen to you? 

9. Do you feel happy most of the time? 

10. Do you often feel helpless? 

11. Do you often get restless and fidgety? 

12. Do you prefer to stay at home, rather than going out and 

doing new things? 

13. Do you frequently worry about the future? 

14. Do you feel you have more problems with memory than most? 

15. Do you think it is wonderful to be alive now?

16. Do you often feel downhearted and blue?

17. Do you feel pretty worthless the way you are now?

18. Do you worry a lot about the past? 

19. Do you find life very exciting? 

20. Is it hard for you to get started on new projects? 

21. Do you feel full of energy?

22. Do you feel that your situation is hopeless? 

23. Do you think that most people are better off than you are? 

24. Do you frequently get upset over little things?

25. Do you frequently feel like crying? 

26. Do you have trouble concentrating? 

27. Do you enjoy getting up in the morning? 

28. Do you prefer to avoid social gatherings? 

29. Is it easy for you to make decisions? 

30. Is your mind as clear as it used to be?

용되고 있다. 지 까지 개발된 많은 우울증 척도 가운데 비

교  표 화가 잘 된 뇌졸  후의 우울증 척도로는 노인 

우울 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해 턴 우울 평가 척도

(Hamilton deperssion rating scale), 뇌졸  후 우울증 척도

(post stroke depression scale) 등이 있다.2 그러나 이들 척도에 

한 기존의 연구들은
13-15 각 척도들을 개별 으로 다루고 

있을 뿐 각 척도들을 비교분석을 통해 각 척도의 특성을 

알아보려는 노력이 미비하여, 뇌졸  후 우울증을 진단하

고 정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어느 우울증 척도가 한지

에 한 제시가 부족한 것이 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 인 뇌  후 우울증 척도인 노인 우울 척도, 해 턴 

우울 평가 척도  뇌졸  후 우울증 척도를 각각 비교 분

석하여 뇌졸  후 우울증 환자들의 진단  정도를 평가함

에 있어 각 척도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 다.

연구 상  방법

1) 연구 상

2005년 6월부터 11월까지 연세의  재활의학과에 입원하

여 포 인 재활치료를 받았고, 뇌자기공명 상, 뇌 산화

단층촬 을 통해 뇌경색이나 뇌출 로 확진된 모든 뇌졸  

환자 45명을 상으로 하 다. 상군  뇌졸  발생 이

에 우울증  정신과  문제가 있었던 환자, 치매  집 장

애가 있는 환자는 제외하 다. 상군 총 45명의 뇌졸  환

자  남자는 29명, 여자는 16명이었고 연령은 61.3±6.8세

다. 이  사지마비 환자는 8명이었고 좌측 편마비 환자는 

19명, 우측 편마비 환자는 18명이었다. 뇌경색은 31명, 뇌출

은 14명이었고 병 에 우울증의 증상을 보인 환자는 없

었다. 발병 이후 검사 시까지 기간은 31.8±20.7주 다.

2) 연구방법 

상자 모두 입원 직후 7일 내에 심리치료사에 의해 

structural clinical interview (SCID)을 기반으로 한 DSM-IV 기
10을 용하여 우울증 여부  정도를 측정하여 우울장애

(depressive disorder)가 없는 군, 경도 우울 장애(mild depres-

sive disorder)군, 주요 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군

으로 구분하 고 동시에 각 상군 모두에서 노인 우울 척

도, 해 턴 우울 평가 척도, 뇌졸  후 우울증 척도를 측정

하 다. 세 가지 척도 모두 DSM-IV 기 으로 한 평가 내용

을 모르는 다른 심리치료사에 의해 평가되었고 이  노인 

우울 척도는 표 화된 한국  노인 우울 척도(GDS-K)를 사

용하 고 해 턴 우울 평가 척도  뇌졸  후 우울증 척도

는 문 설문지를 이용하 다.

노인 우울 척도
16는 Table 1과 같이 30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은 30  만 으로 우울증이 심할수록 

수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Montorio 등
16의 연구에서 제시

한 바와 동일하게 면담을 통해 상자에게 각 세부 항목에 

해 , 아니오로 기술하게 하여 는 1 , 아니오는 0 으

로 환산하여 수화한 후 각 세부항목을 합산하여 측정하

다. 그러나 상자 총 45명  증 언어 장애로 5명은 

평가가 불가능하 다.

해 턴 우울 평가 척도
17는 1967년 Hamilton 등이 제시한 

척도로 Table 2와 같이 우울증과 련된 임상 양상 17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총 은 36  만 으로 우울증이 

심한 경우 수가 높다. de Coster 등
18의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동일하게 상자에게 직  물어보거나 환자의 반응 

 반 인 상태를 찰하여 각 세부 항목의 해당 여부 

 정도에 따라 0 부터 4∼5 으로 수화된 각 세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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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Item

 1. Depressive mood

 2. Feeling of guilt

 3. Suicide

 4. Insomnia, early

 5. Insomnia, middle

 6. Insomnia, late

 7. Work and activity

 8. Retardation

 9. Agitation

 10. Anxiety, psychic

 11. Anxiety, somatic

 12. Somatic symptom: gastrointestinal

 13. Somatic symptom: general

 14. Genital symptom

 15. Hypochondriasis

 16. Loss of weight

 17. Insight

Table 3. Post-Stroke Depression Scale

Item

 1. Depressive mood

 2. Guilt feelings

 3. Suicide

 4. Vegetative disorder

 5. Apathy/abulia/indifference

 6. Anxiety

 7. Catastrophic reaction

 8. Difficulty in emotional control

 9. Anhedonia

 10. Diurnal variation

의 수를 합산하여 측정하 다. 

뇌졸  후 우울증 척도는 1997년 Gainotti 등24
이 제시한 

것으로 일련의 우울증 양상들을 Table 3과 같이 10개의 항

목으로 세분화하여 해 턴 우울 평가 척도와 유사하게 각 

항목에 해 상담  찰을 통해 수를 측정한 뒤 합산하

여 우울증 정도를 측정하 다. 평가 방식은 세부 항목간의 

총 은 서로 다르게 2 부터 5 까지 구성되고 총 은 

2 부터 30 으로 우울증이 심한 경우 수가 높다.

DSM-IV 진단 기 에 따라 평가된 각 군을 토 로 세 가

지 우울증 평가 척도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진단  정도 

측정에 있어서의 척도별 특성을 알아보았다. 우울증 진단

에 한 특성을 비교 분석하기 해 각 상군을 DSM-IV를 

통해 우울장애가 없는 군과 우울장애군 두 군으로 분류한 

후, 각 척도별 수를 비교분석 하 고, 우울장애군  우울

장애가 없는 군 간에 각 척도별 수를 ROC (receiver opera-

tion characteristic) curve를 이용하여 기  수를 구한 뒤 이 

수를 기 으로 각 척도의 우울증 진단에 한 민감도와 

특이도를 측정하 다.

각 척도별 우울증 정도를 평가하는 데에 한 특성을 비

교분석 하기 해 각 상군을 DSM-IV 진단 기 에 따라 

우울장애가 없는 군, 경도 우울장애군, 주요 우울장애군으

로 분류 한 후, 경도 우울장애군과 주요 우울장애군 간의 

노인 우울 척도, 해 턴 우울 평가 척도와 뇌졸  후 우울증 

척도 수를 비교분석 하 다. 한 각 척도간 상 계를 

서로 비교하여 각 척도들의 신뢰도를 평가하 는데, 각 척

도간의 상 계 비교에는 노인 우울 척도에서 언어장애로 

평가가 불가능한 5명을 제외하고 비교 분석하 다.

각 척도별 기  수(cut off score)는 ROC curve를 이용하

여 각각 구하 으며 우울증의 진단 비교의 경우 DSM-IV기

에 따른 우울장애가 없는 군과 경도 우울장애군 간에 비

교 시에는 student t-test를, 우울증의 정도 비교 시에는 one- 

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post-hoc test로 사후 

검정하 다. 유의 수 은 0.05로 하 다. 세 가지 척도 상호

간 상  계  세부 항목 간 상  계는 Pearson 상 분

석을 이용하 고, 유의수 은 0.01로 하 다.

결      과

1) DSM-IV에 따른 상군 분류 

각 상군을 DSM-IV 기 에 따라 각각 분류하 을 때 

우울장애가 없는 군은 29명, 경도 우울장애가 있는 군은 10

명, 주요 우울장애가 있는 군은 6명으로 체 상군  우

울증이 있는 군은 35.6% 다.

2) 우울증 척도별 진단 비교 

노인 우울 척도는 우울장애군에서 평균 21.8 이고 우울

장애가 없는 군은 평균 8.2 으로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 고, 경도 우울장애군과 우울장애가 없는 군 간에

도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5). 그러나 

해 턴 우울 평가 척도는 우울장애군에서 평균 11.5 , 우

울장애가 없는 군은 평균 3.4 으로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나(p＜0.05), 경도 우울장애군과 우울장애가 

없는 군 간에는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뇌졸  후 우울증 척도 한 우울장애군에서 평균 15.2

이고 우울장애가 없는 군은 평균 5.7 으로 통계학 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나(p＜0.05), 경도 우울장애군과 

우울장애가 없는 군 간에는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5).

각 척도별 수를 ROC (receiver operation characteristic) 

curve를 이용하여 구한, 각 척도별 기  수(cut off score)는 

노인 우울 척도는 17.0 , 해 턴 우울 평가 척도는 7.5 , 

뇌졸  후 우울증 척도는 8.5 이었다(Fig. 1). 이 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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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Three Depression Scales between Non 

Depression and Depression Group

Group GDS HDRS PSDS

No depression

Depression

8.2 

21.8 

±4.3

±5.9*

3.4 

11.5 

±3.1

±6.8*

5.7 

15.2 

±5.3

±6.2*

GDS: Geriatric depression scale, HDRS: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PSDS: Post-stroke depression scale

*p＜0.05: between no depression and minor or major depression 

group by one-way ANOVA

Table 5. Comparison of Three Depression Scales between Groups 

Classified by Severity

Group GDS HDRS PSDS

No depression

Minor depression

Major depression

8.2 

19.1 

25.1 

±4.3

±6.8*

±1.2*

3.4 

6.9 

18.1 

±3.1

±3.6

±4.1*
†

5.7 

11.5 

20.6 

±5.3

±4.5

±3.9*
†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GDS: Geriatric depression scale, HDRS: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PSDS: Post-stroke depression scale

*p＜0.05: between no depression and minor or major depression 

group, 
†p＜0.05: between minor and major depression group

Table 6. Correlation of the Scales

Group GDS HDRS PSDS

GDS

HDRS

PSDS

1.000

0.804*

0.791*

0.804*

1.000

0.907*

0.791*

0.907*

1.000

Values ar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GDS: Geriatric depression scale, HDRS: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PSDS: Post-stroke depression scale

*p＜0.01

Fig. 1. Depressive disorder: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s 

for cut-off points (total depression scores) of the three depression 

scales. GDS: Geriatric depression scale, HDRS: Hamilton depres-

sion rating scale, PSDS: Post-stroke depression scale.

를 이용하여 구한 노인 우울 척도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

각 86.7%와 100.0% 고 해 턴 우울 평가 척도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73.3%와 90.9%로 나타났으며 뇌졸  후 우

울증 척도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86.7%와 72.6%로 노

인 우울 척도가 다른 두 가지 척도에 비해 민감도  특이

도가 가장 높았다.

3) 우울증 척도별 우울증 정도 평가 비교

노인 우울 척도는 경도 우울장애군은 평균 19.1 이고 주

요 우울장애군은 평균 25.1 으로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Table 5).

그러나 해 턴 우울 평가 척도는 경도 우울장애군은 평

균 6.9 , 주요 우울장애군은 평균 18.1 으로 통계학 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 고(p＜0.05)(Table 5), 뇌졸  후 우울

증 척도 한 경도 우울장애군은 평균 11.5  주요 우울장

애군은 평균 20.6 으로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5)(Table 5).

4) 우울증 척도별 상  계 

노인 우울 척도와 해 턴 우울 평가 척도 간에는 상 계

수 0.804로 상  계가 있었고, 노인 우울 척도와 뇌졸  

후 우울증 척도 간에도 상 계수 0.791로 서로 상  계가 

있었으며, 해 턴 우울 평가 척도와 뇌졸  후 우울증 척도 

사이에는 상 계수 0.907로 서로 상  계를 보여 해 턴 

우울 평가 척도와 뇌졸  후 우울증 척도간의 상  계가 

노인 우울 척도와 해 턴 우울 평가 척도 는 노인 우울 

척도와 뇌졸  후 우울증 척도 간 상  계에 비해 보다 

상  계가 높은 경향을 보 다(Table 6). 

고      찰

본 연구 결과 노인 우울 척도, 해 턴 우울 평가 척도  

뇌졸  후 우울증 척도 모두에서 우울증이 없는 군과 우울

증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우울증이 없는 군과 

경도의 우울 장애군을 비교하 을 때 노인 우울 척도 만이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고, ROC curve를 이용하

여 구한 기  수(cut-off value)를 이용한 각각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비교에서도 노인 우울 척도의 민감도와 특이도가 

다른 척도에 비해 상 으로 높아 세가지 척도  노인 

우울 척도가 뇌졸  후 우울증을 진단하는데 민감도와 특

이도가 상 으로 높은 특징이 있다.

이에 해 Agrell 등
25
과 Gainotti 등

24
과 Williams 등

26
의 여

러 연구에서 그 우월성이 각각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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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뇌졸  후 우울증에 해 노인 우울 척도는 이  연구에

서 민감도가 85∼88%, 특이도는 64∼66%이고25,26 해 턴 우

울 평가 척도는 민감도가 71∼78%, 특이도는 81∼87%로20,25 

노인 우울 척도가 해 턴 우울 평가 척도에 비해 민감도가 

더 높았으며, 본 연구에서도 노인 우울 척도가 가장 높은 

민감도를 보 다. 한 Agrell과 Dehlin
28은 고령층의 뇌졸  

환자를 상으로 각각 3가지의 자가 평가 척도  노인 우

울 척도, Zung Scal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

pression Scale과 3가지 검사자 평가 척도인 해 턴 우울 평

가, Comprehensive Psychopathological Rating Scale-Depression, 

Cornell Scale을 우울증 진단의 에서 각각 비교 분석한 

결과 자가 평가 척도에서는 노인 평가 척도가 가장 우수하

고, 검사자 평가 척도에서는 Comprehensive Psychopatholo-

gical Rating Scale-Depression 척도가 우수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 우울증을 진단하는 도

구로는 노인 우울 척도가 우수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일

반 으로 우울증의 증상은 인지, 정동, 신체의 세 가지 방향

으로 나타나는데, 고연령층에서는 신체 증상이 가장 뚜렷

하게 나타나게 되나,
11

 고연령층의 경우 우울증이 없는 경우

에도 이러한 여러 신체 증상을 동반할 수 있고, 특히 여러 

연구에서 뇌졸  후 우울증을 진단하는 많은 척도들의 세

부 항목  우울감(depressive mood)이 가장 민감도가 높다

고 보고한 바와 같이
12,25 신체 증상 등이 세부항목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해 턴 우울 평가 척도나 뇌졸  후 우울증 

척도보다 인지, 정동 반응이 주가 되는 노인 우울 척도가 

뇌졸  환자의 우울증을 진단하는데 있어 유용하리라 생각

된다.
27

본 연구에서 노인 우울 척도는 경도 우울장애군과 주요 

우울장애군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해

턴 우울 평가 척도와 뇌졸  후 우울증 척도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해 턴 우울 평가 척도와 뇌졸

 후 우울증 척도가 노인 우울 척도에 비해 우울증 정도를 

평가하는데 유용하리라 생각한다. 이  연구들에서는 경도 

우울 장애와 주요 우울 장애군 간의 비교를 통해 우울증의 

정도에 한 비교 분석은 없었고 경도 우울장애를 포함하

지 않은 주요 우울장애 군과 우울증이 없는 군 간의 비교를 

통해 유용성을 밝힘으로써 우울증 정도를 평가하는 간

인 특성들을 보고하는 정도인데 해 턴 우울 평가 척도가 

우울증으로 진단된 환자에서 우울증의 정도를 평가하기 

해 개발된 척도이고
28 우울증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단순

히 기분(mood)에 련된 증상 뿐 아니라 우울증으로 나타

날 수 있는 여러 증상들에 한 세부 인 평가가 필요한데, 

해 턴 우울 평가 척도  뇌졸  후 우울증 척도가 노인 

우울 척도에 비해 이러한 세부 인 증상들을 상세히 포함

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각 척도별 상  계를 살펴보았을 때 노인 우울 척도, 

해 턴 우울 평가 척도, 뇌졸  후 우울증 척도 간에 서로 

상  계가 있었고 특히 해 턴 우울 평가 척도  뇌졸  

후 우울증 척도간 상  계가 높았다. 이는 배와 조,
22 

Yesavage 등
29과 Koenig 등30 이 의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

를 얻었다. Gainotti 등
24도 해 턴 우울 평가 척도와 뇌졸  

후 우울증 척도 간의 총   세부 항목 간에 상  계가 

있음을 보고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즉 각 척도별로 

상호간 신뢰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해 턴 우울 

평가 척도와 뇌졸  후 우울증 평가 척도 사이에 상  계

가 더 높은 것은 노인 우울 척도는 자가 평가 체계이며 해

턴 우울 평가 척도  뇌졸  후 우울증 척도는 검사자 

평가 체계로 서로 용 방식이 다르며 해 턴 우울 평가 

척도  뇌졸  후 우울증 척도 간 항목에도 유사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상의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뇌졸  후 우울증을 

진단하는 데는 노인 우울 척도가 다른 척도에 비해 유용하

며, 뇌졸  후 우울증의 정도를 평가하고 정도를 추 찰

하기 해서는 해 턴 우울 평가 척도나 뇌졸  후 우울증 

척도 이용하는 것이 노인 우울 척도에 비해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노인 우울 척도는 해 턴 우울 

평가 척도  뇌졸  후 우울증 척도와 달리 자가 평가 체

계로 비교  쉽게 측정할 수 있고 우울증의 진단에 민감도 

 특이도가 높아 선별 목 으로 유용하지만 자가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에서 45명의 상군  5명

이 실어증이 있어 평가가 불가능 하 던 것과 같이, 실어증, 

심한 인지 장애 등 다른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에는 측정하

기 어려운 단 이 있다. 반면 해 턴 우울 평가 척도  뇌

졸  후 우울증 척도는 우울증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우수

하지만, 숙련된 검사자가 필요하고 측정시간도 많이 걸리

는 상태로 선별 목 으로 리 이용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

다.
12 따라서 환자군의 특성과 평가 목 에 따라 각 척도들

을 히 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 으로 상군 수 특히 우울증군의 

환자수가 어 각 척도의 민감도  특이도를 구하는데 오

류가 있을 수 있으며 상군이 아 성기와 만성기 환자가 

혼재되어 이로 인한 인지 장애  임상 양상의 차이 등으로 

인한 향을 충분히 배제할 수 없었다는 과 DSM-IV를 

이용한 우울증의 평가는 심리치료사가 평가할 수 있는 도

구이고,
31 여러 연구에서 심리치료사에 의해 평가되었지

만,
32-36 정신과 의사가 아닌 심리치료사에 의해 평가되었다

는 은 평가의 신뢰성에 제한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추후 

연구에서는 이에 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      론

뇌졸  후 우울증을 평가하는 척도들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노인 우울 척도는 뇌졸  후 우울증의 여부를 진단하는

데, 해 턴 우울 평가 척도  뇌졸  후 우울증 척도는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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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  후 우울증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있어 보다 우수한 특

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각 척도의 특성을 

이용하여 뇌졸  후 우울증을 진단하고 평가한다면 향후 

뇌졸  환자의 뇌졸  후 우울증의 진단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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