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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파킨슨병 환자의 우울, 통증과 신체기능
우리사회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파킨슨병 환자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는 가운데, 우울과 통증, 신체기능의 감소는 파킨슨병의 높은 유병률로 인해 중
요한 이슈이며, 노화와 동반되는 변수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지원 연구인, Y대학 주관의 파킨슨병 환자의 삶의 질
구조분석 연구의 이차자료 분석연구로, 파킨슨병 환자의 우울과 통증, 신체기능간
의 관계를 파악하고 파킨슨병 환자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고
자 수행되었다. 2012년 7월 16일에서 10월 23일 사이에 서울의 일개 대학병원의
신경과 외래에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Unified Parkinson’s disease
rating scale(UPDRS)로 측정된 질병의 중증도를 포함한 질병관련 특성, Short
Form Geriatric Depression Scale(SFGDS)로 측정된 우울, Visual Analog
Scale(VAS)로 측정된 통증, Berg Ba l an c e Sc a l e (BB S) 과 T i m ed U p and
G o(T U G ) 로 측 정 된 신체기능에 대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
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118명의 파킨슨병 환자가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65.31세였고, 이 중 51.7%가 여성이었다. 우울의 평균은 5.06점, 우울로 구분되는
준거점수인 5점 이상의 우울을 경험하는 대상자가 55명(46.6%)이었고, 통증의 평
균은 3.59점, 통증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78명(66.1%)이었으며, 우울과 통증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BBS의 평균은 50.75점, TUG의 평균은 14.81초였고,
BBS와 TUG 모두 우울과 나이, 유병기간, 질병의 중증도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우울, 나이, 유병기간과 질병의 중증도가 BBS의 예측요인으로, 우울과 나이, 질병
의 중증도가 TUG의 예측요인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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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파킨슨병 환자의 신체기능에 미치는 우울의 영향을 확인하였고, 통
증은 신체기능과 상관관계는 없었지만 파킨슨병 환자에서 높은 유병률을 나타냈
다. 따라서 파킨슨병 환자의 운동성 증상뿐 아니라 우울과 통증을 평가하고 적절
한 간호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파킨슨
병 환자의 우울과 통증을 감소시키고 신체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간호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핵

심 되는 말 : 파킨슨병, 우울, 통증, 신체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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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노인 인구의 만성질환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파킨슨병은 대표적인 노인질
환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병률이 10만 명에 27.8명, 60세 이상 인구에서는 10만 명에
165.9명으로 추정되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병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질
병관리본부, 2007). 파킨슨병은 원인 불명의 만성적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연령 증
가가 주 위험요인이므로 인구의 고령화로 파킨슨병 유병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매년 4월 11일은 세계 파킨슨병의 날로 지정되어 파킨슨병과 관
련된 다양한 강좌가 개최되고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와 환자가족 또한 참여하는
등 과거에 비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파킨슨병은 흑질(substantia nigra) 내의 도파민성 신경세포의 퇴행으로 선조체
(striatum)의 도파민 감소가 야기되는 질환으로, 선조체의 조절을 받는 기저핵
(basal ganglia)의 비정상적인 기능으로 인해 안정 시 진전, 근긴장 이상, 운동완
서, 보행 장애와 같은 운동성 증상을 보이게 된다(Fahn, 2003; Obeso, et al.,
2008). 최근 치료의 발전으로 인해 상당기간 동안 효과적인 증상조절이 가능해졌
으나 파킨슨병은 아직 완치가 불가능한 병으로 파킨슨병 환자들이 경험하는 신체
적, 기능적, 정신적, 인지적 장애는 파킨슨병 환자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파킨슨병 환자는 파킨슨병이 진행됨에 따라 근력이 약화되고 균형조절 능력이
저하되면서 점차적으로 보행능력,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포함한 신체기능이 저하되
고, 결과적으로 신체적 의존도가 높아져 독립성을 상실하게 된다(Matinolli,
Korpelainen, Korpelainen, Sotaniemi, Matinolli, & Myllyla, 2009; Post,
Muslimovic, van Geloven, Speelman, Schmand, & de Haan, 2011; Schenk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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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1). 또한 파킨슨병 환자는 신체기능이 악화됨에 따라 낙상위험이 증가하
는데(Gray & Hildebrand, 2000), 송경애, 문정순과 이광수(2004)에 의하면 파킨슨
병 환자 중 59%가 낙상을 경험하였고, 1년 동안 평균적인 낙상 발생 횟수는 35회
로 알려져 있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낙상경험은 낙상공포를 야기하
고, 낙상에 대한 염려는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수행을 제한시키므로 결과적으로 신
체기능이 더욱 감소하게 된다(유양경, 2010; Sharaf & Ibrahim, 2008). 이는 파킨
슨병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이들의 보호자 또한 높은 수준의 부담을 경험
하게 한다(김금순 외, 2007; 홍석경 외, 2002; Holroyd, et al., 2005; Schrag, et al.,
2000).
파킨슨병 환자는 운동성 증상으로 신체적 기능이 제한될 뿐 아니라 상당수가
기분 장애, 인지기능 저하, 통증, 수면장애, 자율신경기능이상을 포함하는 비운동성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데(Martinez-Martin, et al., 2007; Schenkman, et al., 2011;
van Nimwegen, et al., 2011), 그중에서도 우울과 통증은 가장 흔한 증상으로 보고
되고 있다(Politis, et al., 2010).
파킨슨병의 후기단계 일수록, 질병의 중증도가 높을수록 우울이 더 빈번하게 발
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van der Hoek, et al., 2011), 파킨슨병에서 우울은
노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이나 세로토닌(serotonin), 도파민(dopamine)과 관
련된 신경화학적 변화로 인해 질병의 경과로서 발생하기도 하고, 신체적 장애로
인해 이차적으로도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Papapetropoulos, Ellul, Argyriou,
Chroni, & Lekka, 2006). 파킨슨병 환자의 우울의 발병률이 파킨슨병이 없는 다
른 인구 집단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고 파킨슨병 환자 중 절반이상이 우울을 경
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Becker, Brobert, Johansson, Jick, & Meier,
2011; Dissanayaka, et al., 2011), 파킨슨병 환자의 우울은 신체기능뿐만 아니라 일
상생활수행능력에 부정적으로 영향으로 미치고(Holroyd, Currie, & Wooten, 2005;
Papapetropoulos, et al., 2006),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강력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홍석경 외, 2002; Schrag, Jahanshahi, & Quinn, 2000).
통증 또한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Roh, et al., 2009), 파킨슨병 환자는
주로 근골격성 통증, 근긴장이상성 통증, 신경병성 통증, 중추신경성 통증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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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Ford, 2009; Wasner & Deuschl, 2012). 파킨슨병 환자의 83%가 통증을
경험하고 있고, 그 중 70%가 근골격성 통증을, 40%가 근긴장이상성 통증을, 20%
가 신경병성 통증을, 10%가 중추신경성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비슷한 연령대의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파킨슨병 환자가 통증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Beiske, Loge, Ronningen, & Svensson, 2009).
우울을 경험하는 파킨슨병 집단이 우울을 경험하지 않는 파킨슨병 집단에 비해
신체기능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Papapetropoulos, et al., 2006), 파킨슨병
에서 유병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질병의 중증도가 높아지면서 신체기능이 저하된
다 하더라도 우울은 교정 가능한 변수로서 중재를 통해 우울과 함께 신체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우울과 통증은 상호간에 연관성이 있으
며, 노화의 과정에서 자주 동반되는 변수이기도 하므로 통증 또한 파킨슨병 환자
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울과 통증은 파킨슨병 환
자의 예후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노화의 과정으로 간주되거
나 질환의 주요 증상에 비해 간과되어 적극적으로 치료되고 있지 않으며, 결과적
으로 삶의 질을 감소시킨다(장성옥, 박영주. & 윤지원, 2003; Ehrt, Larsen, &
Aarsland, 2009; Roh, et al, 2009).
그러므로 상당수의 파킨슨병 환자 경험하고 있고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과
통증, 신체기능을 파악하는 것은 추후 효과적인 간호중재를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파킨슨병 환자의 우울과 통증, 신체기능 정
도를 확인하고 이 변수들의 상관관계와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하
여, 궁극적으로 파킨슨병 환자의 신체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간호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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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파킨슨병 환자의 우울과 통증, 신체기능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 변수
들 간의 상관관계와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신체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파킨슨병 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2) 파킨슨병 환자의 우울, 통증, 신체기능의 정도를 파악한다.
3) 파킨슨병 환자의 우울, 통증, 신체기능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4) 파킨슨병 환자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한다.

3. 용어의 정의
1) 우울
우울은 근심, 침울, 무력감, 무가치감을 포함한 기분장애로(Battle, 1980) 본 연구
에서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 Korean Version(GDSSF-K)로 측정
한 점수를 말한다.
2) 통증
통증은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조직 손상과 관련된 불쾌한 감각적, 정서적 경험
으로(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tudy of pain, 2012, May22) 본 연구에서
Visual Analog Scale(VAS)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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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기능
개인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Katz, Ford, Moskowitz, Jackson, & Jaffe, 1963). 본 연구에서 The Berg
Balance Scale(BBS)와 Timed Up and Go(TUG)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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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파킨슨병
파킨슨병은 흑질(substantia nigra) 내의 도파민성 신경세포의 퇴행으로 선조체
(striatum)의 도파민 감소가 야기되는 신경퇴행성질환이다(Fahn, 2003). 파킨슨병
은 흑질 내 도파민성 신경세포에 루이소체(Lewy body)가 특징적으로 발견되며,
신경세포의 퇴행이 흑질, 중뇌, 기저핵 등에 진행되면서 운동완서(bradykinesia),
안정 시 진전(rest tremor), 강직(rigidity), 자세불안정(postural instability)과 같은
운동성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Fahn, 2003; Jankovic, 2008). 파킨슨병의 유병률은
선진국 인구의 0.3%, 60세 이상에서 1%로 추정되고 있으며, 50세 미만에서의 발
병은 드물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e
Lau & Breteler, 2006). 우리나라에서는 10만 명에 27.8명, 60세 이상 인구에서는
10만 명에 165.9명으로 추정되며, 남성에 비해 여성의 유병률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질병관리본부, 2007).
흑질(substantia nigra) 내의 도파민성 신경세포의 퇴행으로 도파민이 감소되고,
도파민의 감소는 선조체(corpus striatum)의 조절을 받는 기저핵(basal ganglia)의
비정상적인 기능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파킨슨 질환의 특징적인 운동증상이 나타
나게 된다(Fahn, 2003; Obeso, et al., 2008).
운동완서는 파킨슨병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으로 움직임의 시작과 수행의 어려
움으로 움직임이 느려지는 것, 연속적이고 동시적인 운동을 수행하는 것의 장애를
말한다. 안정 시 진전은 사지의 말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엄지로 알약을
굴리는 것과 같은 동작(“pill-rolling")이나 입술이나 턱, 팔, 다리를 떠는 양상을 말
하고, 움직이거나 수면 시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신체 한쪽에서 양쪽으로 진행된다
(Jankovic, 2008; Rodriguez-Oroz, et al., 2009; Samii, Nutt, & Ransom, 2004). 강
직은 과도한 근 긴장으로 인해 굴곡, 신전, 회전 등의 관절의 움직임에 저항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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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것으로 톱니바퀴현상(“cogwheel" phenomenon)이 나타나며, 자세불안정은
자세반사의 소실로 인해 발생하고, 운동완서, 강직, 진전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 뒤
에 파킨슨병의 후기 단계에서 위의 증상들과 복합되어 나타난다(Jankovic, 2008;
Rodriguez-Oroz, et al., 2009; Samii, Nutt, & Ransom, 2004).
파킨슨병 환자는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신체기능 감소로 인해 신체적 기능이
제한될 뿐 아니라(Schenkman, et al., 2011; van Nimwegen, et al., 2011) 상당수
가 기분 장애, 인지기능 저하, 통증, 수면장애, 자율신경기능이상성을 포함하는 비
운동성 증상을 경험하게 된다(Martinez-Martin, et al., 2007; Politis, et al., 2010).
파킨슨병에서 약물치료와 외과적 치료로 인해 상당부분의 증상 조절이 가능해
졌으나 신경퇴행 과정의 진행으로 인한 신체기능저하와 레보도파 치료의 부작용
으로 인해 정신적 문제, 이상운동증(dyskinesia), 운동변동(motor fluctuation)이 발
생하고, 사실상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여겨 치료의 초점도 질병의 진행억제나 증상
의 완화에 두고 있다(Jankovic, 2000; Obeso, et al., 2008). 따라서 파킨슨병 환자
의 장기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약물치료와 비약물적 요법을 더불어 사용하는 것과
같은 다방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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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킨슨병 환자의 우울
우울은 기분, 행동, 기능, 사고,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질환으로 노인
에게 고통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 저하를 유발하고, 노인의 우울은
연령, 성별, 만성질환, 약물의 부작용, 통증, 수면장애, 신체적 기능저하와 관련된
독립성 상실, 사회적 관계 및 역할의 상실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
철규 & 박승미, 2003; Serby & Yu, 2003; Starkstein, Preziosi, & Robinson,
1991).
파킨슨병 환자에서의 우울의 발병에 관한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우울의 발
병률이 파킨슨병이 없는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알려
져 있고, 특히 여성 파킨슨병 환자에서 우울의 발병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Becker, et al., 2011). 여성 파킨슨병 환자의 높은 우울의 발병률은, 남성노인
(52.4%)에 비해 여성노인(67.5%)에서 우울을 더 자주 경험하고, 우울의 정도 또한
남성노인(5.0±3.2)에 비해 여성노인(6.3±3.5)이 높았으므로 우울의 빈도와 정도에
있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우울에 더 취약하다고 보고한 국내 연구(김철규 & 박승
미, 2012)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또한 질병의 후기단계 일수록, 질병의 중증도가 높을수록 우울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파킨슨병에서 우울은 질병의 경과로서 도파민
이나 노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 세로토닌(serotonin)과 관련된 신경화학적
변화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Papapetropoulos, et al., 2006; van der Hoek, et al.,
2011). 국내의 한 연구에 따르면 레보도파 치료 전에 비해 치료 후 운동성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우울의 정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파킨슨병의 우울은 도
파민계 신경화학적 변화와 관련이 없고, 또한 운동성 증상과 우울 간에 관계가 없
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Choi, Sohn, Lee, & Kim, 2000). 그리고 질병과 관
련하여 장애로 인해 이차적으로 우울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질병으로 인한 임상적
증상으로서의 신체적 장애(impairment)가 주위 환경에서의 기능 장애(disability)를
야기하고, 또 이로 인한 환자의 삶 전반에 미치는 질병의 영향에 대한 개인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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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으로서의 장애(handicap)가 발생하며 이들 모두 파킨슨병 환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데, 실제적 장애(disability)보다 지각된 장애(handicap)가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Schrag, Jahanshahi, & Quinn, 2001). 또한 질병의 중증도뿐 아니
라 질병의 악화, 낙상 발생 여부가 우울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Schrag,
et al., 2001).
호주에서 파킨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Dissanayaka 등(2011)의 연구에 따르
면 639명의 파킨슨병 환자 중 66%가 우울을 경험하고 있고, 우울을 경험하지 않
는 환자에 비해 질병단계와 중증도가 높고, 교육수준이 낮고, 흡연력, NSAIDS를
포함한 진통제 사용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불안, 기억장애, 환
각, 수면장애, 기립성 저혈압이 더 빈번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우울을 경험하는 파
킨슨병 환자군에서 높은 비율의 진통제의 사용은 우울과 통증의 상관성과도 관련
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Ehrt, et al., 2009; Roh, et al, 2009). 또한 레
보도파의 장기간 사용 집단에서 우울의 발병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Becker,
et al., 2011).
네덜란드의 다른 연구에 의하면, 파킨슨병 환자 256명 중 36.3%가 경증의 우울
을, 12.9%가 중증의 우울을 경험하고 있고, 이 중 38.9%가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하였다(van der Hoek, et al., 2011). 그러나 SSRI(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계열 항우울제는 추체외로 증상(extrapyramidal symptom)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특히 파킨슨병 환자에게는 신중히 사용되어야 한다(Lehne,
2010). 한편 Menza, Marin, Kaufman, Mark, & Lauritano(2004)는 우울증을 진단
받은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8주 동안 citalopram(SSRI)를 투여 후 UPDRS 점
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나 우울과 불안, 신체기능이 향상되었다
고 하였다.
우울은 단순히 기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넘어서 신체적 기능을 저하시키고 자
가간호결핍을 야기하며, 질병 및 신체적 증상을 악화시켜 사망률 증가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aton & Ciechanowski, 2002). 뇌혈관 사고나 파킨슨병,
당뇨, 치매, 관절염과 같은 만성질환과 동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울과 만성질환
이 동반되는 경우 건강 상태를 더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이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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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oussavi, Chatterji, Verdes, Tandon, Patel, &
Ustun, 2007). 파킨슨병 환자의 우울은 신체기능에 부정적으로 영향으로 미치고
(Holroyd, et al., 2005; Papapetropoulos, et al., 2006),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홍석경 외, 2002; Schrag,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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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킨슨병 환자의 통증
통증은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조직 손상과 관련된 불쾌한 감각적, 정서적 경험
으로(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tudy of pain, 2012, May22), 오랜 기간 통증을
참아왔거나 예상했던 시간 내에 통증이 완화되지 않는 손상과 관련될 때를 만성
통증으로 정의하고, 일반적으로 3개월이나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통증을 만성통증
이라 한다.
노인은 관절염, 요통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나 당뇨성 신경병증, 신경통, 뇌졸
중과 같은 신경병증으로 인해 만성통증을 주로 호소하는데, 이러한 기저질환뿐 아
니라 우울,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으로도 통증이 발병하거나 악화된다. 우울은 통
증을 악화시키고, 심리적 스트레스 또한 만성통증에 선행될 수 있고, 통증으로 인
한 합병증을 유발하며 통증으로부터 회복 더디게 할 수 있다(Kuch, 2001; Reid,
Williams, Concato, Tinetti, & Gill, 2003). 수면장애는 노인의 통증에 대한 역치를
감소시켜 통증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orphy, Dunn, Lewis,
Boardman, & Croft., 2007).
파킨슨병 환자의 통증은 주로 근골격성 통증, 근긴장이상성 통증, 신경병성 통
증, 중추신경성 통증으로 분류되는데, 근골격성 통증과 근긴장이상성 통증이 가장
흔한 유형이다(Ford, 2009). 파킨슨병으로 인한 근골격성 통증은 주로 경직, 운동
불능, 자세변화와 관련이 있어 어깨와 허리 통증이 흔하고, 근긴장이상은 도파민
약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도파민 결핍(dopamine deficiency)이 발생하는 이른
아침이나 마모현상(wearing off phenomenon)이 발생하는 때에 근긴장이상성 통증
을 경험할 수 있다. 근골격성 통증과 근긴장이상성 통증은 도파민 약물투여나 신
체활동에 의해 완화될 수 있으나 반대로 도파민 약물에 의한 이상운동증으로 인
해 약기운이 있을 때(on period) 통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중추신경성 통증
은 근긴장이상이나 경직, 근골격계 이상이 아닌 파킨슨병 자체의 직접적인 결과로
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기저핵과 관련이 있다(Ford, 2010; Wasner &
Deusch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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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의 일개 병원 신경과 외래 파킨슨병 환자 176명 중 83%가 통증을 경험
하고 있고, 그 중 70%가 근골격성 통증을, 40%가 근긴장이상성 통증을, 20%가 신
경병성 통증을, 10%가 중추신경성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비슷한 연령대의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파킨슨병 환자가 통증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Beiske, et al., 2009). 또한 Lee, Walker, Hildreth, & Prentice(2006)의 파킨슨병
환자 12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85%가 다리, 등, 발, 팔, 목, 손의 통증
을 경험하고 있고, 이 중 70.7%가 두 가지 이상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77.9%가
6개월 이상 지속된 만성통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국내에서 파킨슨병 환자 8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통증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파킨슨병 환자 중 남성의 54%가 통증을 호소한
반면 여성의 85%가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우울, 운
동성 증상, 신체적 불편감, 성별이었다(Roh, et al., 2009).
조절되지 않은 통증은 개인의 삶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만성통증으로 인해 신체기능이 저하되는데, 이때 통증의 강도
뿐 아니라 위치, 지속정도, 빈도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ewar,
2006). 또한 통증은 낙상 발생과도 관련이 있는데, 노인의 경우 통증은 균형감, 근
력, 순발력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낙상의 예측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Dewar,
2006; Foley, Lord, Srikanth, Cooley, & Jones, 2006; Leveille, Bean,
Bandeen-Roche, Jones, Hochberg, & Guralnik,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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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킨슨병 환자의 신체기능
파킨슨병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근력과 균형조절 능력이 저하되고 자세
불안정이 발생하면서 낙상위험이 증가하고, 보행 능력이 감소한다(Canning, Ada,
Johnson, & McWhirter, 2006; Gray, et al., 2000). 즉 진행성 질환인 파킨슨병의
중증도가 높아질수록 균형조절능력과 기동력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신체기능이
제한된다(Matinolli, et al., 2009; Schenkman, et al., 2011; van Nimwegen, et al.,
2011). 송경애, 문정순과 이광수(2004)는 파킨슨병 환자 중 59%가 낙상을 경험하
였고, 1년 동안 평균적인 낙상 발생 횟수는 35회라 보고하였다. 낙상경험은 낙상공
포를 야기하고, 낙상에 대한 염려는 운동수행과 일상생활수행을 제한시키므로 결
과적으로 신체 기능이 더욱 감소하게 된다(Sharaf & Ibrahim, 2008; 유양경,
2010).
van Nimwegen 등(2011)은 파킨슨병 환자는 비슷한 연령대의 노인에 비해 신체
활동이 저하되어 있음을 보고하였고, 이들의 신체적 활동의 제한을 예측하는 변수
로 질병의 중증도, 보행 장애, 일상생활수행에서의 장애를 제시하였다. 또한 파킨
슨병 환자의 신체기능과 관련이 있는 변수로 나이, 유병기간, 질병의 중증도, 성별,
경제수준, 수면시간, 보행 장애 여부, 낙상횟수, 인지능력 등이 알려져 있다(송경
애, 최동원, & 박혜자, 2006; Matinolli, et al., 2009; Post, et al., 2011;
Schenkman, et al., 2011). 언급된 바와 같이 유병기간과 질병의 중증도는 신체기
능과 상당한 관련성을 가진 변수이고, 우울 또한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Papapetropoulos, et al., 2006).
또한 균형조절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BBS의 유효성 평가를 목적으로 브라
질에서 파킨슨병 환자 53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Scalzo, Nova, & Perracini(2009)의
연구에서 BBS와 질병 단계, 유병기간, UPDRS 제 2항목과 제 3항목, 일상생활수
행능력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국내 및 국외에서 파킨슨병 환자의 신체기능을 향상시키고자 수행된 간호중재
연구가 보고되고 있는데, 송경애, 문정순, 이광수와 최동원(2006)은 파킨슨병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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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체력과 증상의 개인차를 고려한 맞춤운동프로그램을 통해 근력, 유연성, 균형조
절능력이 강화되었으나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고 하
였다. 이러한 운동프로그램은 신체기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사회심리적 측면 또
한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몸을 이완시키며 심신을 단련하는 태극권
중재 프로그램 연구에서 중재 후 파킨슨병 환자의 우울에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
으나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보고되었다(최동원 & 송경애, 2008).
또한 24쌍의 파킨슨병 환자와 보호자 대상으로 한 Pretzer-Aboff, Galik, &
Resnick(2011)의 연구에서 신체기능에 초점을 맞춰 동기부여를 포함한 상담과 교
육 중재를 제공한 후 신체적 기능뿐 아니라 삶의 질이 향상되었고, 중재가 가정환
경을 기반으로 진행되어서 대상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국내 및 국외의 문헌고찰을 토대로 파킨슨병 환자의 우울, 통증, 신체기
능 정도와 이 변수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변수들이 파킨슨병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파킨슨병 환자의 신체기능을 향
상시키기 위한 중재연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당수의 파킨슨병 환자가
우울과 통증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연구는 찾
기 어려웠고, 파킨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우울이나 통증과 신체기능 간의 관계를
밝힌 간호연구 또한 드물게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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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지원 연구인, Y대학 주관의 파킨슨병 환자의 삶의 질
구조분석 연구의 이차자료 분석연구로, 파킨슨병 환자의 우울과 통증, 신체기능의
정도를 조사하고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다.

2.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모집단은 파킨슨병 환자로서, 본 연구에서는 2012년 7월 16일부터 10
월 23일까지 서울시 소재의 일개 대학병원의 신경과 외래를 방문한 파킨슨병 환
자 118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임상 의사에 의해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은 성인 및 노인 환자
2)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자
3) Korean Activities of daily living(KADL)의 이동하기 항목이 2점 이하로, 스
스로 혹은 도움에 부분적으로 의존하여 일어서기가 가능한 자
4) 항우울제(antidepressant)를 복용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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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1)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및 면담을 통하여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 최종학력, 직업
유무, 거주지, 월 소득, 월 의료비용, 규칙적인 운동 여부를 조사하였다.
2) 질병관련 특성
파킨슨병의 유병기간 및 발병나이, 질병의 중증도, 동반질환, 투약 상태를 조사
하였다. 질병의 중증도는 임상의사에 의해 측정되어진 Unified Parkinson's
Disease Rating Scale(UPDRS)을 이용하였다. UPDRS는 제 1항목 정신, 행동 및
정서(mental examination), 제 2항목 일상생활활동(activities of daily living), 제 3
항목 운동기능검사(motor examination) 제 4항목 치료의 합병증(complications of
therapy)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항목의 경우 지적 장애, 사고 장애, 우울, 동기
및 자발성을 묻는 4개 문항에 대해 최소 0점에서 최대 4점을 적용하여 총합은 16
점이고, 제 2항목의 경우 말하기(발음), 침 흘림, 삼키기, 글씨쓰기, 식사 시 도구사
용, 옷 입기, 개인위생, 잠자리에 들기, 낙상, 보행동결, 보행, 진전으로 인한 불편
함, 파킨슨 증상과 연관된 감각증상을 묻는 13문항에 대해 최소 0점에서 최대 4점
을 적용하여 총합은 52점이며, 제 3항목의 경우 말하기, 얼굴 표정, 안정 시 진전,
운동 또는 자세성 진전, 경직, 손가락 벌렸다 오므리기, 손 운동, 빠른 손놀림, 다
리의 민첩성, 의자에서 일어나기, 서 있는 자세, 걸음걸이, 자세안정, 느린 행동을
묻는 27문항에 대해 최소 0점에서 최대 4점을 적용하여 총합은 108점, 제 4항목의
경우 이상운동증, 운동변동, 오심 또는 구토, 수면장애, 기립성 저혈압을 묻는 11문
항에 대하여 최소 0점에서 최대 1점 혹은 최소 0점에서 최대 4점을 적용하여 총
합은 23점으로, 각 항목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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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울
우울 측정은 Sheikh & Yesavage(1985)가 개발하여 조맹제 등(1999)이 표준화한
Short Form Geriatric Depression Scale Korean Version(SFGDS-K)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15문항으로 구성되며 15문항 중 10개 문항은 긍정적인 응
답을 할 경우 우울한 것으로 채점되고, 나머지 5개 문항은 부정적인 응답을 할 경
우 우울한 것으로 채점된다. 따라서 점수는 0점에서 15점 사이에 분포하며, 5점 이
상이면 우울이 있다고 해석된다. 본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 계수는 .89이었다(조
맹제 외, 1996).
4) 통증
통증 부위, 통증의 발생 시기, 지속시간, 통증조절을 위한 치료, Visual analog
scale(VAS)를 이용하여 통증의 강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왼쪽 끝에 ‘통
증 없음’과 오른쪽 끝에 ‘매우 심한 통증’으로 되어 있는 수평적 시각적 상사척도
(10cm)를 이용하여 대상자 자신의 통증 강도를 직선 위에 표시하도록 하고, 왼쪽
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의 거리를 측정하여 통증 강도를 평가하였다.
5) 신체기능
신체기능은 Berg 등(1995)에 의해 개발, 정한영 등(2006)이 한국어로 표준화한
The Berg Balance Scale(BBS)와 Timed Up and Go(TUG)을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기존 연구에서 파킨슨병 환자의 신체기능은 주로 UPDRS(Unified Parkinson's
Disease Rating Scale)의 제 3항목인 운동기능검사 점수나 Six-Minute Walk
Test(6MWT) 등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서기, 앉기, 이동하기, 서있
기, 균형 잡기, 방향전환하기, 무게중심 옮기기, 계단 오르기 등의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조직화된 도구인 BBS와 TUG를 이용하였다. BBS는 최소 0점에서 최대
4점을 적용하여 총합은 5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기능이 좋은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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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BS는 신경외과에서 근무하는 전문 간호사로부터 훈련을 받은 후 연구자가
직접 측정하였다. 개발 당시 검사자 간 신뢰도 계수는 .97, 검사-재검사를 통해 측
정된 검사자 내 신뢰도 계수는 재활의학과 의사군에서 .95, 물리치료사군에서 .97
이었다(정한영 외, 2006).
TUG는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 3m 거리를 왕복하여 돌아와 다시 앉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으로, 초시계를 이용하여 연구자 본인이 측정하였다. 이때 대상
자가 평상시 착용하던 신발을 착용하며, 보행보조도구도 사용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조건으로 시행하였다.
된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파킨슨병 환자의 일반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은 평균, 표준편차, 실수, 백분율
로 분석하였다.
2) 파킨슨병 환자의 우울과 통증, 신체기능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 실수, 백분율
로 분석하였다.
3) 파킨슨병 환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우울과 통증, 신체기
능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시행하였다.
4) 파킨슨병 환자의 우울과 통증 유무에 따른 신체기능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를 시행하였다.
5) 파킨슨병 환자의 우울과 통증, 신체기능 간의 관계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시행하였다.
6) 파킨슨병 환자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
해 entermethod 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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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자료 분석을 시작하기 전 Y대학 간호대학의 윤리 심의 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내용에 준하여 자료를 분석하
였다. 연구대상자의 비밀성을 보호하기 위해 대상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어
떤 자료도 본 연구의 분석과정에 포함하지 않았다. 모든 자료를 무기명으로 처리
하고 코드화하여 참여자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에 의해
서만 자료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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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118명으로 구성되었고,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배우
자유무, 최종학력, 직업유무, 월 소득, 월 의료비용, 규칙적인 운동 여부, 흡연과 음
주 경험으로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표 1>과 같다. 성별은 여자 61명(51.7%), 남
자 57명(48.3%)이었다. 평균 연령은 65.31(±9.27)세, 최소 연령은 41세, 최고 연령
은 88세였으며, 남자의 평균연령은 63.93(±9.54)세, 최소 연령은 41세, 최고 연령은
88세, 여자의 평균연령은 66.59(±8.90)세, 최소 연령은 47세, 최고 연령은 82세였다.
연령분포를 보면 60세 미만의 대상자는 34명(28.8%), 60세 이상 70세 미만의 대상
자는 39명(33.1%), 70세 이상의 대상자는 45명(38.1%)이었다.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91명(77.1%)이었고, 미혼, 이혼, 사별의 사유
로 배우자가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27명(22.9%)이었다. 최종학력은 무학이 8명
(6.8%),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이 34명(28.8%), 고등학교 졸업이 34명(28.8%),
대학 졸업 이상이 42명(35.6%)이었으며, 현재 직업이 있다는 응답자가 32명
(27.1%), 없다는 응답자가 86명(72.9%)으로 무직인 대상자가 과반수이상이었다. 거
주지는 대도시가 66명(55.9%), 중․소도시가 46명(39.0%), 군 이하가 6명(5.1%)이
었다.
월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26명(22.2%),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45명
(38.5%), 300만원 이상이 46명(39.3%)이었다. 한 달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평균
17만(±25만)원으로 최소 3천원에서 최대 120만원이라 응답하였다. 모르겠다고 응
답한 1명을 제외한 117명 중 5만원 미만이 28명(25.7%), 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이 52명(47.7%), 20만원 이상이 29명(26.6%)이었다.
규칙적인 운동여부에서 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80명(67.8%), 하지 않는다고 응
답한 대상자가 38명(32.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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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성별
연령
우자

배

최종학력

직업

거주지
월 소득(n=117)
월 의료비용
규칙적인 운동

=118)
n(%)
57(48.3)
61(51.7)
34(28.8)
39(33.1)
45(38.1)
91(77.1)
27(22.9)
8(6.8)
34(28.8)
34(28.8)
42(35.6)
32(27.1)
86(72.9)
66(55.9)
46(39.0)
6(5.1)
26(22.2)
45(38.5)
46(39.3)
28(25.7)
52(47.7)
29(26.6)
80(67.8)
38(32.2)
(N

구분
남

여
60세 미만
60~70세
70세 이상
있다
없다
무학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있다
없다
대도시
중․소도시
군 이하
100만원 미만
100~300만원
300만원 이상
5만원 미만
5~20만원
20만원 이상
한다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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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질병관련 특성은 유병기간, 발병나이, 동반질환, 레보도파 용량, 항우울제 복용여
부로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표 2-1>과 같다. 평균 유병기간은 6.66(±5.42)년으로
나타났고 최단 유병기간은 2개월, 최장 유병기간은 30년이었다. 평균 발병나이는
58.68(±11.15)세로 나타났고 최소 발병나이는 31세, 최고 발병나이는 84세였다.
파킨슨병 외 동반질환으로 고혈압이 있는 대상자는 35명(29.7%), 관절염이 있는
대상자는 25명(21.2%), 당뇨가 있는 대상자는 7명(5.9%), 고지혈증이 있는 대상자
는 7명(5.9%) 갑상선기능저하증, 간질환과 같은 기타 질환은 7명(5.9%)이었다.
Levodopa, dopamine agonist, entacarpone, monoamine oxidase B(MAO B)
inhibitor, COMT(catechol-O-methyltransferase) inhibitor로 계산된 일일 레보도파
용량(levodopa equivalent daily dose)은 평균 588.89(±394.30)mg, 최소 0, 최대
1864.5mg으로, 300mg 미만으로 복용하는 대상자는 19명(16.1%), 300mg 이상
600mg 미만은 50명(42.4%), 600mg 이상 900mg 미만은 26명(22.0%), 900mg 이상
은 23명(19.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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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118)

(N

특성
유병기간
발병나이
동반질환

구분

n(%)

고혈압
관절염
당뇨

고지혈증
기타
LEDD
300mg 미만
300~600mg
600~900mg
900mg 이상
LEDD=Levodopa Equivalent Daily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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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9.7)
25(21.2)
7(5.9)
7(5.9)
7(5.9)
19(16.1)
50(42.4)
26(22.0)
23(19.5)

ean(SD)
6.66(5.42)
58.68(11.15)
M

588.89(394.30)

3.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파킨슨병의 중증도
UPDRS로 측정된 파킨슨병의 중증도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UPDRS의 제 1
항목(정신, 행동 및 정서)의 평균은 2.20(±1.80)점, 최소 0점에서 최대 10점으로
조사되었고, 제 2항목(일상생활활동)에서 9.53(±5.89)점, 최소 1점, 최대 39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제 3항목(운동검사)의 평균은 22.39(±12.57)점, 최소 1점, 최대 69
점으로 조사되었다. 제 4항목(치료의 합병증)은 측정된 자료가 15건으로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제 4항목을 제외하고 합한 UPDRS 총점의 평균은 33.23(±17.84)점
으로 최소 7점, 최대 104점이었다.
표 3.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파킨슨병의 중증도
특성
Mean(SD)
possible range
UPDRSⅠ (N=91)
2.20(1.80)
0~16
UPDRSⅡ (N=90)
9.53(5.89)
0~52
UPDRSⅢ (N=109)
22.39(12.57)
0~108
UPDRS total (N=90)
33.23(17.84)
0~176
UPDRSⅠ=Unified Parkinson's Disease Rating Scale-mentation, behavior and
mood examination; UPDRSⅡ=Unified Parkinson's Disease Rating Scaleactivities of daily living; UPDRSⅢ=Unified Parkinson's Disease Rating
Scale-motor examination; UPDRS total=UPDRSⅠ+UPDRSⅡ+UPDRS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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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우울, 통증, 신체기능
대상자의 우울은 GDS, 통증은 VAS로, 신체기능은 BBS와 TUG로 조사하였고,
결과는 <표 4>과 같다. GDS의 측정가능범위는 0점에서 15점으로 본 연구 대상자
에서 평균 5.06(±4.24)점, 최소 0점, 최대 14점이었다. 또한 GDS 5점 이상으로 우
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대상자는 55명(46.6%)이었다.
10cm VAS로 측정한 통증의 측정가능범위는 0점에서 10점으로 본 연구 대상자
에서 평균 3.59(±3.14)점, 최소 0점, 최대 10점이었다. 통증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
자는 78명(66.1%)으로, 통증의 지속 기간은 평균 66.75(±98.06)개월이었고 최소 0.1
개월, 최대 504개월, 통증 호소 부위는 무릎 및 다리 42명(53.8%), 허리 39명
(50.0%), 어깨 13명(16.7%), 머리 8명(10.3%), 팔 7명(9.0%), 가슴, 서혜부, 발가락
등의 기타 부위가 7명(9.0%), 목 6명(7.7%), 전신 4명(5.1%)으로 조사되었다. 통증
조절 목적으로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12명(15.4%), 침, 물리
치료, 마사지 등의 비약물적 치료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14명(17.9%), 약
물치료와 비약물적 치료 모두 받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7명(9.0%), 통증에 대
한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45명(57.7%)이었다.
BBS 점수는 측정가능범위는 0점에서 56점으로 본 연구 대상자에서 평균
50.75(±6.45)점, 최소 15점, 최대 56점이었다. BBS는 0점에서 20점이 휠체어에 의
존, 21점에서 40점이 의존적으로 걸을 수 있음, 41점에서 56점이 독립적으로 걸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 중 111명(94.1%)이 41점에서 56점
에 속하고, 6명(5.1%)이 21점에서 40점, 1명(0.8%)이 0점에서 20점에 속하였다.
TUG는 평균 14.81(±7.02)초, 최소 7.1초, 최대 49.4초이었다. TUG는 10초 이하
가 정상, 10초 초과 20초 이하는 쇠약한 노인이나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는 정상,
20초 초과는 이동에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본 연구 대상자 중 21명
(17.8%)이 10초 이하, 81명(68.6%)이 10초 초과 20초 이하, 16명(13.6%)이 20초 초
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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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상자의 우울, 통증, 신체기능

=118)
possible range
(N

변수
우울
통증
신체기능

구분
5점 미만
5점 이상
통증 없음
통증 있음

n(%)
63(53.4)
55(46.6)
40(33.9)
78(66.1)

M

ean(SD)

5.06(4.24)

0-15

3.59(3.14)

0-10

20점 이하
1(0.8)
21~40점
6(5.1)
50.75(6.45)
41~56점
111(94.1)
TUG
10초 이하
21(17.8)
10~20초
81(68.6)
14.81(7.02)
20초 초과
16(13.6)
BBS=Berg Balance Scale; TUG=Timed Up and Go
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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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6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우울
파킨슨병 환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우울은 <표 5>와 같다.
성별에 따른 우울은 남자는 4.51(±4.29)점, 여자는 5.57(±4.15)점으로 여자가 더 높
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에 따른 우울은 60세 미만에서
5.21(±4.85)점, 60세 이상 70세 미만에서 4.67(±4.37)점, 70세 이상에서 5.29(±3.66)
점으로 조사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유병기간이 3년 미만인 대상자의 우울은 4.58(±3.75)점, 3년 이상 10년 미만에서
는 4.85(±4.45)점, 10년 이상에서는 5.97(±4.34)점이었고, 파킨슨병 발병나이가 60세
이전인 대상자에서 우울은 5.37(±4.62)점, 60세 이후인 대상자에서 4.71(±3.76)점이
었으나 두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일일 레보도파 용량에 따른 우울은 0에서 300mg의 레보도파를 복용하는 대상자
에서 3.74(±3.43)점, 300mg에서 600mg을 복용하는 대상자에서 4.86(±4.19)점,
600mg에서 900mg을 복용하는 대상자에서 7.00(±4.31)점, 900mg 이상을 복용하는
대상자에서 4.39(±4.36)점으로, 0에서 300mg의 레보도파를 복용하는 대상자군과
600mg에서 900mg을 복용하는 대상자군 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44).
UPDRS 제 1, 2, 3항목을 합한 UPDRS 총점에 따른 우울은 25점 미만의 대상자
에서 3.38(±3.01)점, 25점에서 49점의 대상자에서 5.51(±4.28)점, 50점 이상의 대상
자에서 7.31(±4.82)점이었고, UPDRS 총점에 따른 우울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p=.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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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우울

=118)

(N
특성

구분

Mean(SD)

성별

남

4.51(4.29)

여

5.57(4.15)

60세 미만

5.21(4.85)

60~70세

4.67(4.37)

70세 이상

5.29(3.66)

3년 미만

4.58(3.75)

3~10년

4.85(4.45)

10년 이상

5.97(4.34)

60세 미만

5.37(4.62)

60세 이상

4.71(3.76)

0~300mg

3.74(3.43)

300~600mg 

4.86(4.19)

600~900mg 

7.00(4.31)

900mg 이상 

4.39(4.36)

연령

유병기간

발병나이

LEDD



UPDRS total

0~24점

(N=90)

25~49점 

5.51(4.28)

50점 이상 

7.31(4.82)

t of F

p

Scheffe's

-1.370

.173

.251

.779

.967

.383

0.838

.404

2.787

.044

a<c

5.467

.006

a<c

3.38(3.01)

LEDD=Levodopa Equivalent Daily Dose; UPDRS total=
+UPDRS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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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RSⅠ+

UPDRSⅡ

6.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통증
파킨슨병 환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통증은 <표 6>와 같다.
성별에 따른 통증의 정도는 남자는 2.71(±3.04)점, 여자는 4.42(±3.03)점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3), 연령에 따른 통증은 60세 미만에서
3.16(±3.29)점, 60세 이상 70세 미만에서 3.12점(±2.71)점, 70세 이상에서
4.33(±3.30)점으로 조사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병기간이 3년 미만인 대상자의 통증은 3.98(±3.29)점, 3년 이상 10년 미만에서
는 3.52(±3.11)점, 10년 이상에서는 3.30(±3.11)점으로 유병기간에 따라 파킨슨병
환자의 통증은 차이가 없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파킨슨병 발병나
이가 60세 이전인 대상자에서 3.08(±3.09)점, 60세 이후인 대상자에서 4.17(±3.13)
점으로 유병기간에 따라 통증의 평균이 1.09점의 차이를 보였다(p=.061).
UPDRS 제 1, 2, 3항목을 합한 UPDRS 총점에 따른 통증은 0점에서 24점의
대상자에서 2.90(±3.20)점, 25점에서 49점의 대상자에서 3.81(±3.27)점, 50점 이상의
대상자에서 4.08(±3.40)점 순으로 UPDRS 총점이 높아짐에 따라 통증의 정도가 높
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일일 레보도파 용량에
따른 통증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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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통증

=118)

(N
특성

구분

Mean(SD)

성별

남

2.71(3.04)

여

4.42(3.03)

60세 미만

3.16(3.29)

60~70세

3.12(2.71)

70세 이상

4.33(3.30)

3년 미만

3.98(3.29)

3~10년

3.52(3.11)

10년 이상

3.30(3.11)

60세 미만

3.08(3.09)

60세 이상

4.17(3.13)

0~300mg

3.32(3.06)

300~600mg

3.81(3.23)

600~900mg

3.59(3.06)

900mg 이상

3.35(3.28)

UPDRS total

0~24점

2.90(3.20)

(N=90)

25~49점

3.81(3.27)

50점 이상

4.08(3.40)

연령

유병기간

발병나이

LEDD

t of F

p

-3.055

.003

2.056

.133

.386

.680

-1.894

.061

.170

.916

.981

.379

LEDD=Levodopa Equivalent Daily Dose; UPDRS total=
+UPDRS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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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RSⅠ+

Scheffe's

UPDRSⅡ

7.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신체기능
신체기능은 BBS 점수와 TUG 시간으로 측정하였고, 파킨슨병 환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신체기능은 <표 7>와 같다. 성별에 따른 BBS는
남자는 51.16(±6.91)점, 여자는 50.38(±6.02)점으로 남자가 더 높았고, TUG는 남자
가 14.05(±7.58)초, 여자는 15.51(±6.41)초로 남자가 더 짧았으나 두 변수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에 따른 BBS는 60세 미만에서 53.62(±3.48)점, 60세 이상 70세 미만에서
51.51(±7.10)점, 70세 이상에서 47.93(±6.55)점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점수가 낮았
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TUG의 경우 60세 미만에서
12.42(±5.27)초, 60세 이상 70세 미만에서 14.31(±8.21)초, 70세 이상에서
17.04(±6.48)초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시간이 길었다(p=.012).
유병기간이 3년 미만인 대상자의 BBS는 53.45(±2.87)점, 3년 이상 10년 미만에
서는 50.98(±5.61)점, 10년 이상에서는 47.37(±8.93)점으로 유병기간이 길수록 BBS
점수가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TUG는 3년 미만
에서 12.47(±3.37)초, 3년 이상 10년 미만에서 14.74(±6.19)초, 10년 이상에서
17.50(±10.05)초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6).
파킨슨병 발병나이가 60세 이전인 대상자에서 BBS는 51.54(±6.68)점, 60세 이후
인 대상자에서 49.85(±6.11)점, TUG는 14.42(±8.08)초, 15.25(±5.60)초로 차이를 보
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일일 레보도파 용량에 따른 BBS점수는 0에서 300mg의 레보도파를 복용하는
대상자에서 50.79(±6.49)점, 300mg에서 600mg을 복용하는 대상자에서 51.12(±7.02)
점, 600mg에서 900mg을 복용하는 대상자에서 49.92(±6.68)점, 900mg 이상을 복용
하는 대상자에서 50.87(±4.99)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TUG 시간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UPDRS 제 1, 2, 3항목을 합한 UPDRS 총점에 따른 BBS는 25점 미만의 대상
자에서 52.68(±4.71)점, 25점에서 49점의 대상자에서 49.74(±6.12)점, 50점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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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에서 45.31(±11.18)점이었고(p=.003), TUG는 25점 미만의 대상자에서
12.90(±4.97)초, 25점에서 49점의 대상자에서 15.56(±6.79)초, 50점 이상의 대상자에
서 20.85(±12.38)초로 조사되어(p=.005) 두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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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신체기능
(N
BBS

특성
성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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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n(SD)
51.16(6.91)
50.38(6.02)
53.62(3.48)
51.51(7.10)
47.93(6.55)
53.45(2.87)
50.98(5.61)
47.37(8.93)
51.54(6.68)
49.85(6.11)
M

남

여
연령
60세 미만
60~70세
70세 이상
유병기간 3년 미만
3~10년
10년 이상
발병나이
60세 미만
60세 이상










f

t o F

U

=118)

T G
p

Sch

effe's

.656 .513
9.021 <.001

a,b>c

7.907 .001

a,b>c

1.423 .157

ean(SD)
14.05(7.58)
15.51(6.41)
12.42(5.27)
14.31(8.21)
17.04(6.48)
12.47(3.37)
14.74(6.19)
17.50(10.05)
14.42(8.08)
15.25(5.60)
M

f

p

1.124

.264

4.634

.012

a<c

4.259

.016

a<c

.640

.524

-

-

Sch

effe's

t o F

계

( 속)

표 7.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신체기능(계속)
(N
BBS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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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0~300mg
300~600mg
600~900mg
900mg 이상

U

=118)

T G

ean(SD) t of F
p Scheffe's
Mean(SD)
t of F
p Scheffe's
LEDD
50.79(6.49)
15.50(7.38)
(N=118)
51.12(7.02)
14.39(7.08)
.196 .899
.371 .774
49.92(6.68)
15.78(7.97)
50.87(4.99)
14.04(5.55)
UPDRS
52.68(4.71)
12.90(4.97)
0~24점
total
a<c
(N=90)
49.74(6.12) 6.041 .003 a,b>c
15.56(6.79) 5.669 .005
25~49점
20.85(12.38)
50점 이상 45.31(11.18)
BBS=Berg Balance Scale; TUG=Timed Up and Go; LEDD=Levodopa Equivalent Daily Dose; UPDRS
total=UPDRSⅠ+ UPDRSⅡ+UPDRSⅢ




M

8. 대상자의 우울과 통증 여부에 따른 신체기능
본 연구대상자의 우울과 통증 여부에 따른 신체기능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GDS 5점 미만으로 우울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대상자의 BBS 점수는
52.05(±5.46)점이었고 우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대상자의 BBS 점수는
49.27(±7.19)점으로 우울의 유무에 따른 BBS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19). TUG의 경우 우울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대상자에서 13.11(±5.25)초, 우
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대상자에서 16.76(±8.23)초로 TUG에서도 우울의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6).
통증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BBS 점수는 51.15(±7.02)점이었고 통증이 있다
고 응답한 대상자의 BBS 점수는 50.55(±6.17)점이었으며, TUG 시간은 통증이 없
다고 응답한 대상자에서 13.65(±7.23)초, 통증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에서
15.40(±6.87)초로 차이를 보였으나 BBS와 TUG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8. 대상자의 우울과 통증 여부에 따른 신체기능

=118)

(N

U

BBS

변수

구분
Mean(SD)
t
p
5점 미만 52.05(5.46)
우울
2.379 .019
5점 이상 49.27(7.19)
통증 없음 51.15(7.02)
통증
.476 .635
통증 있음 50.55(6.17)
BBS=Berg Balance Scale; TUG=Timed Up and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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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G

ean(SD)
t
p
13.11(5.25)
-2.828 .006
16.76(8.23)
13.65(7.23)
-1.290 .200
15.40(6.87)
M

9. 대상자의 우울, 통증, 신체기능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우울, 통증, 유병기간, 질병의 중증도, 신체기능 간의 상관관계
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9>과 같다. BBS와 TUG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
관관계를 보여(r=-.877, p<.001), TUG시간이 길수록 BBS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BBS는 우울(r=-.328, p<.001), 나이(r=-.359, p<.001), 유병기간(r=-.334,
p<.001), UPDRS total(r=-.459, p<.001)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우울할수
록, 나이가 많을수록, 유병기간이 길수록, 파킨슨병의 중증도가 높을수록 BBS 점
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통증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TUG는 우울(r=.387, p<.001), 나이(r=.260, p=.004), 유병기간(r=.276, p=.003),
UPDRS total(r=.433,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우울할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유병기간이 길수록, 파킨슨병의 중증도가 높을수록 TUG 수행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TUG 또한 통증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우울은 통증(r=.214, p=.020), UPDRS total(r=.349,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
계를 보여 통증이 심할수록, 파킨슨병의 중증도가 높을수록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나이, 유병기간과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유병기간은 BBS와 TUG로 측정된 신체기능뿐 아니라 UPDRS total(r=.278,
p=.008)과도 상관관계를 보여 유병기간이 길수록 질병이 진행되어 중증도가 높아
지고 신체기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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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대상자의 우울, 통증, 신체기능 간의 상관관계

=118)

(N
구분

BBS

TUG

-.877***

우울

-.328***

.387***

통증

-.116

.151

.214*

나이

-.359***

.260**

.015

.169

유병기간

-.334***

.276**

.053

-.061

-.102

-.459***

.433***

.349**

.144

.062

UPDRS total
(N=90)

TUG

우울

= er a an e Scale; TUG=Timed Up and

BBS B g B l c

UPDRSⅡ+UPDRSⅢ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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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나이

Go; UPDRS total=

유병기간

.278**

UPDRSⅠ+

10. 대상자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와 TUG로 측정한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유의한 변수로 검증된 나이, 우울, 통증, 유병기간, UPDRS 총점을 독립
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아래의 <표 10>와 같다.
BBS에 대하여 나이(p<.001), 우울(p=.016), 유병기간(p=.004), UPDRS 총점
(p=.003)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이 모델은 BBS를 41.0% 설명하였다. 그리
고 TUG에 대하여 나이(p=.010)와 우울(p=.001), UPDRS 총점(p=.013)이 유의한 변
수로 나타났으며, 이 모델은 TUG를 35.5% 설명하였다.
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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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대상자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90)

(N
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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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나이
우울
통증
유병기간
UPDRS total

U
S. E
ℬβ
t
.073 .238 2.633
.174 .333 3.535
.215 .046 .500
.128 .166 1.787
.042 .249 2.535
R²=.355, F=9.259, p<.001
T G

.
ℬβ
t
p
B
-.258
.063 -.352 -4.073
.000
.191
-.375
.152 -.222 -2.461
.016
.616
-.028
.188 -.013 -.150
.881
.108
-.327
.112 -.260 -2.924
.004
.229
-.112
.037 -.285 -3.038
.003
.107
R²=.410, F=11.671, p<.001
BBS=Berg Balance Scale; TUG=Timed Up and Go; UPDRS total=UPDRSⅠ+ UPDRSⅡ+UPDRSⅢ
B

SE

p

.010
.001
.618
.078
.013

Ⅴ. 논의
파킨슨병 환자는 운동성 증상으로 신체기능이 저하될 뿐 아니라 우울과 통증과 같
은 비운동성 증상의 발생률 또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파킨슨병 환자
의 우울과 통증, 신체기능 정도를 확인하고 이 변수들의 상관관계와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파킨슨병에서 우울은 질병에 의한 장애(handicap)로 인해 이차적으로 우울이 발
생하기도 하고 질병의 경과로서 신경화학적 변화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는데
(Papapetropoulos, et al., 2006; Schrag, et al., 2001). 파킨슨병 환자에서의 우울의
발병률은 파킨슨병이 없는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알
려져 있다(Becker, et al., 2011).
본 연구에서의 우울 점수는 평균 5.06점으로 같은 도구로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송경애 등(2006)에서의 7.78점보다는 더 낮게 나타났으나 우울 기준점수인 5점
보다 높았고 5점 이상인 대상자가 55명(46.6%)으로 파킨슨병 환자의 우울 수준이 높음
을 알 수 있었다. 송경애 등(2006)의 결과에 비해 우울의 평균이 더 낮았던 이유는 본
연구에서는 항우울제를 복용중인 대상자를 제외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대상자 중에서 통증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전체 118명 중 78명으로 과반수이상
이었고 통증 수치는 평균 3.59점이었다. 또한 통증을 호소하는 78명 중 중재가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4점 이상의 통증을 호소하는 대상자가 62명으로 79.5%이었으나 통증조
절 목적으로 약물적 치료 또는 비약물적 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42.3%, 통증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57.7%이었으므로 상당수에서 통증
관리가 간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파킨슨병 환자의 통증을 지속적으로
사정하고, 약물적 중재와 비약물적 중재를 제공하고, 중재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간호사의 중요한 역할로 생각된다.
대상자가 생각하는 통증의 발생 시기는 통증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 78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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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파킨슨병 발병이전이 32.1%, 파킨슨병 발병이후가 43.6%, 파킨슨병 발병이후
지만 파킨슨병과 상관없이가 24.3%이었고, 통증 호소부위는 무릎 및 다리(53.8%),
허리(50.0%), 어깨(16.7%), 머리(10.3%), 팔(9.0%), 목(7.7%), 전신(5.1%) 순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통증의 종류나 원인을 분류하여 우울이나 신체기능 간의 관계를
분석하지 않았는데, 파킨슨병으로 인해 통증을 경험하는 군과 파킨슨병과 관련 없
이 통증을 경험하는 군 간에 연령, 질병의 중증도, 통증의 강도, 우울의 정도,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ho, et al., 2009).
우울과 통증 간의 상관관계는 여러 선행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것과 같이(Ehrt,
et al., 2009; Rho, et al., 2009), 본 연구에서도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선행연
구를 통해 우울의 발생률은 유병기간(Dissanayaka, et al., 2011)과 질병의 단계와
중증도(van der Hoek, et al., 2011)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
에서 우울의 정도는 유병기간과는 상관관계가 없고 질병의 중증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로 인해 이차적으로 우울이 발생하는 경우 질병의 중
증도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증가할 수 있는 반면, 신경화학적 변화로 인해 우
울이 발생하는 경우 운동성 증상보다도 우울의 발생이 우선될 수 있기 때문에 유
병기간과 우울의 정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BBS 평균은 50.75점으로 선행연구(Scalzo, et al., 2011)의
49.52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고, 대상자 중 111명(94.1%)이 41점에서 56점으로
대다수가 독립적으로 걸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평균 TUG는 14.81초였
고, 86.4%가 20초 이하로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군임을 고려할 때 정상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파킨슨병 환자는 낙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
져 있는데(Gray & Hildebrand, 2000), 본 연구에서는 낙상 고위험군으로 평가되는
BBS가 45점 이하인 대상자는 13.6%였고, TUG가 13.5초 이상인 대상자는 43.2%
로 낙상 고위험군에 속하는 대상자가 절반 이하로 많지 않았다(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 2008, June; Muir, Berg, Chesworth, & Speechley, 2008). 그 이
유는 외래방문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비교적 질병의 중증도가 낮아 신체기능이
좋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두 도구의 준거점수(cut-off score)에 의
한 낙상 고위험군의 비율이 일치하지 않았는데, 준거점수를 적용하기에 앞서 파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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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병 환자의 낙상 위험도를 민감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하여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낙상경험과 BBS 또는 TUG 간의 관계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이
다.
BBS는 이동하기, 자세 유지하기, 방향 바꾸기 등의 운동을 수행함으로써 균형
감뿐 아니라 보행능력, 근력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보행능력, 즉 기동성을 보는
TUG와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파킨슨병 환자의 신체기능을 평가하기 위
한 도구들을 비교 평가한 Brusse, Zimdars, Zalewski, & Steffen(2005)의 연구에서
도 BBS는 TUG뿐 아니라 Forward Functional Reach Test(FFR), Backward
Functional Reach Test(BFR), gait speed 모두와 상관관계를 보여 파킨슨병 환자
의 전반적인 신체기능을 측정하기에 좋은 도구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BBS와 TUG 두 변수 모두 나이, 우울, 유병기간, 질병의 중증도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다중회귀분석 시 BBS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나이, 우울, 유병
기간, 질병의 중증도로 나타났고, TUG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나이, 우울, 질병
의 중증도로 나타났다. 파킨슨병은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유
병기간이 길어질수록 질병의 중증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신체기능이 저하된다.
또한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골격근이 감소하고, 관절가동범위 또한 감소하며 심장
과 폐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심폐지구력, 근력, 유연성, 순발력 등의 체력이 감
소한다. 따라서 나이가 많을수록 신체기능이 저하되는데, Matinolli 등(2008)의 연
구에서 TUG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질병의 중증도와 함께 나이였음을 보고하였
고, 본 연구에서도 이를 지지하였다.
그리고 BBS뿐 아니라 TUG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우울이 나타났는데, 우울
을 경험하는 파킨슨병 환자와 우울을 경험하지 않는 파킨슨병 환자를 비교했을
때 두 집단 간에 파킨슨병 유병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질병의
단계와 중증도는 더 높고 신체기능은 저하되어 우울이 파킨슨병의 빠른 진행과
신체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Stella, Banzato, Barasnevicius
Quagliato, & Viana(2008)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하였다. 우울은 주도적 행동, 사회
적 인식, 피로와 같은 신체적 증상에 영향을 줌으로써 신체활동수준을 저하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Alosco, et al., 2012). 따라서 파킨슨병 환자의 우울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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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울은 교정 가능한 변수로서 약물적
중재뿐 아니라 비약물적 중재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진에 의해 적극적으로 관리되
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울을 감소시키고 신체기능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통증은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통증의 악화요인으로
일어서거나 앉을 때와 같이 움직일 때라 응답한 대상자가 있었던 반면, 부동자세
유지 시 통증이 악화되고 몸을 움직여주면 완화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있었다.
따라서 통증의 위치나 원인이 신체기능에 다르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파킨슨
병 자체로서도 다양한 원인의 통증을 경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절염, 당뇨와
같이 파킨슨병 외의 기저질환으로 인해서도 통증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파킨
슨병 환자의 통증의 원인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나 지속적으로 통증을 평
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통증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파킨슨병 환자의 신체
적, 정신적, 사회적 증상 및 경험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질병의 중증도뿐 아니라 우울 또한 파킨슨병 환자의 신체기능
에 영향을 미치며, 통증은 신체기능과 상관관계가 없었지만 상당수의 파킨슨병 환
자가 통증을 경험하고 있으므로 우울과 통증에 대한 간호중재가 제공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우울은 파킨슨병에서 질병의 경과로서 나타나는 증상이고,
신체적 증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울이 악화되면 신체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
로 파킨슨병 환자의 간호를 운동성 증상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그들의 우울
정도를 파악하고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갖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 몇 가지 제한점이 있었는데, 첫째로, 일개 대학병원에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편의표출에 의해 표집된 대상자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일반화에
대한 제한점이 제기될 수 있다. 둘째로,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대상자가 자립
적으로 걸을 수 있는 낮은 단계의 파킨슨병 환자였는데, 파킨슨병 환자의 신체기
능은 파킨슨병의 중증도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중증도의 대상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질병의 중증도로서 측정되는 UPDRS의 결측치
가 많았다는 점이 제한점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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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파킨슨병 환자의 신체기능뿐 아니라 질환의 주요
증상에 비해 간과되고 있는 우울과 통증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 변수들의 상관관
계와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함으로써 파킨슨병 환자의 우울과 통
증, 신체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간호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
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가질 수 있다. 향후 이 연구 결과를 근거로 파킨슨병 환자
의 신체기능을 유지, 증진시키고 우울이나 통증과 같은 비운동성 증상을 관리하기
위한 간호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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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지원 연구인, Y대학 주관의 파킨슨병 환자의 삶의 질
구조분석 연구의 이차자료 분석연구로, 파킨슨병 환자의 우울과 통증, 신체기능 정
도와 변수들 간의 관계,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12년 7월 16일부터 2012년 10월23일까지 서울시 소재의 일개 대
학병원의 신경과 외래환자 11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작성과 신체기능측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도구는 질병의 중증도를 평가하기 위해 임상 의사에 의해 측정되
어진 Unified Parkinson's Disease Rating Scale(UPDRS),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Sheikh & Yesavage(1985)의 Short Form Geriatric Depression Scale Korean
Version(SFGDS-K), 통증을 평가하기 위해 Visual Analog Scale, 신체기능측정을
위해 Berg등(1995)의 The Berg Balance Scale(BBS)와 Timed Up and Go(TUG)
을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빈도분
석,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entermethod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는 총 118명이었고, 그 중 여자는 61명(51.7%), 남자 57명(48.3%)이었다.
평균 연령은 65.31(±9.27)세로 60세 이상의 대상자가 84명(71.2%)로 과반수이상
이었다.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91명(77.1%)이었고,
최종학력은 대학 졸업 이상이 42명(35.6%)으로 제일 많았으며, 직업이 없다는
응답자가 86명(72.9%)이었다. 거주지는 대도시가 66명(55.9%), 중․소도시가 46
명(39.0%), 군 이하가 6명(5.1%)이었다. 월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26명(22.2%),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44명(38.5%), 300만원 이상이 46명(39.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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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모르겠다고 응답한 1명을 제외한 117명 중 5만원
미만이 28명(25.7%), 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이 52명(47.7%), 20만원 이상이 29
명(26.6%)이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여부에서 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80명
(67.8%),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38명(32.2%)이었다.
2.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서 파킨슨병의 평균 유병기간은 6.66(±5.42)년, 평균
발병나이는 58.68(±11.15)세로 나타났다. 파킨슨병의 중증도는 UPDRS로 평가
되었는데, 총점이 16점인 UPDRS의 제 1항목(정신, 행동 및 정서)의 평균은
2.20(±1.80)점, 총점이 52점인 제 2항목(일상생활활동)의 평균은 9.53(±5.89)
점, 총점이 108점인 제 3항목(운동검사)의 평균은 22.39(±12.57)점으로 조사되
었다. 제 4항목(치료의 합병증)은 측정된 자료가 15건으로 분석에서 제외시켰
다. 제 4항목을 제외하고 합한 UPDRS 총점의 평균은 33.23(±17.84)점으로
최소 7점, 최대 104점이었다. 투여중인 일일 레보도파 용량(levodopa equivalent
daily dose)에서 300mg 미만으로 복용하는 대상자는 19명(16.1%), 300mg 이상
600mg 미만은 50명(42.4%), 600mg 이상 900mg 미만은 26명(22.0%), 900mg
이상은 23명(19.5%)이었다. 파킨슨병 외 동반질환은 고혈압 35명(29.7%), 관절
염 25명(21.2%), 당뇨 7명(5.9%), 고지혈증 7명(5.9%) 갑상선기능저하증, 간질환
과 같은 기타 질환은 7명(5.9%)이었다.
3. 우울은 측정가능범위가 0점에서 15점인 GDS로 측정되었는데, 평균은
5.06(±4.24)점이었고, 5점 이상으로 우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대상자는 55명
(46.6%)이었다. 통증은 10점 만점에서 평균이 3.59(±3.14)점이었고 통증이 있
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78명(66.1%)으로 과반수이상이었다. BBS의 경우 0점에
서 56점 중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은 50.75(±6.45)점이었고, 41점에서 56점에
속하여 독립적으로 걸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대상자가 111명(94.1%)으로
대다수였다. TUG의 경우 평균은 14.81(±7.02)초로, 쇠약한 노인이나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는 정상으로 평가되는 20초 이하에 속하는 대상자가 102명
(86.4%)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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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별, 연령, 유병기간, 발병나이에 따른 파킨슨병 환자의 우울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일일 레보도파 용량에 따른 우울은 0에서 300mg의 레보
도파를 복용하는 대상자군에서의 3.74(±3.43)점, 600mg에서 900mg을 복용하는
대상자군에서의 7.00(±4.31)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29).
또한 UPDRS 제 1, 2, 3항목을 합한 UPDRS 총점에 따른 우울은 25점미만의
대상자에서 3.38(±3.01)점, 25점에서 49점의 대상자에서 5.51(±4.28)점, 50점 이
상의 대상자에서 7.31(±4.82)점이었고, UPDRS 점수가 25점 미만의 대상자군과
50점 이상의 대상자 군 간에 우울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6).
5. 파킨슨병 환자의 성별, 연령, 유병기간, 발병나이, 일일 레보도파 용량, UPDRS
총점에 따른 통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6. 신체기능은 BBS와 TUG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는데, 성별과 파킨슨병 발병나이,
일일 레보도파 용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BBS 점수가 낮았고(p<.001), TUG의 경우에도 나이가 많을수록 시간
이 길었다(p=.012). 또한 유병기간이 3년 미만인 대상자의 BBS는 53.45(±2.87)
점, 3년 이상 10년 미만에서는 50.98(±5.61)점, 10년 이상에서는 47.37(±8.93)점
이었고(p=.001), TUG는 3년 미만에서 12.47(±3.37)초, 3년 이상 10년 미만에서
14.74(±6.19)초, 10년 이상에서 17.50(±10.05)초로(p=.016) 유병기간이 길수록 신
체기능이 저하되는 양상을 보였다. UPDRS 총점에 따른 BBS는 25점 미만의
대상자에서 52.68(±4.71)점, 25점에서 49점의 대상자에서 49.74(±6.12)점, 50점
이상의 대상자에서 45.31(±11.18)점이었고(p=.003), TUG는 25점 미만의 대상자
에서 12.90(±4.97)초, 25점에서 49점의 대상자에서 15.56(±6.79)초, 50점 이상의
대상자에서 20.85(±12.38)초로 조사되어(p=.005)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 두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7.

5점 미만으로 우울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대상자의
52.05(±5.46)점이었고 우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대상자의
G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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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BBS

점수는
점수는

49.27(±7.19)점이었으며(p=.019), TUG의 경우 우울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대상
자에서 13.11(±5.25)초, 우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대상자에서 16.76(±8.23)초
로(p=.006) 우울의 유무에 따라 신체기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통증의 유무에 따른 BBS 점수는 각각 51.15(±7.02)점과 50.55(±6.17)점,
TUG 시간은 13.65(±7.23)초와 15.40(±6.87)초로 BBS와 TUG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8. 우울과 통증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214, p=.020). BBS와 TUG 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r=-.877, p<.001), BBS와 TUG 모두
우울 나이, 유병기간, UPDRS 총점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할수
록, 나이가 많을수록, 유병기간이 길수록, 파킨슨병의 중증도가 높을수록 신체기
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9.

와 TUG를 종속변수로 하고 나이, 우울, 통증, UPDRS 총점, 유병기간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BBS에 대하여 나이(p<.001), 우
울(p=.016), 유병기간(p=.004), UPDRS 총점(p=.003)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
며, 이 모델은 BBS를 41.0% 설명하였다. TUG에 대하여 나이(p=.010)와 우울
(p=.001), UPDRS 총점(p=.013)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이 모델은 TUG를
35.5% 설명하였다.
BBS

이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질병의 중증도와 유병기간뿐 아니라 우울 또한 파킨
슨병 환자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통증은 신체기능과 상관관계가 없었지만
상당수의 파킨슨병 환자가 통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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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파킨슨병에서 우울은 질병의 경과로서도, 장애로 인해 이차적으로도 빈번하게
발생 하고, 신체적 증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울로 인해 신체기능이 악화되고,
결과적으로 삶의 질이 더욱 저하된다. 또한 상당수의 파킨슨병 환자가 통증을 경험
하고 있지만 통증 관리가 간과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파킨슨병 환자에서 고령이
많기 때문에 파킨슨병뿐 아니라 이외의 다른 기저질환에 의해서도 통증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통증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파킨슨
병 환자의 우울과 통증을 지속적으로 사정하고, 약물적 중재와 비약물적 중재를
제공하고, 중재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간호사의 중요한 역할로 생각된다. 신체기
능을 유지, 증진시키고 우울이나 통증과 같은 비운동성 증상을 관리하기 위한 간
호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파킨슨병 환자는 낙상의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낙상 위험도를 평가
하기 위한 도구 개발이 부족한 실정으로, 낙상 위험도를 민감하고 정확하게 진단
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BBS는 파킨슨병 환자의 신체기능을 측정하기
좋은 도구로서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낙상위험도 평가할 수 있는 준거점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운동성 증상뿐 아니라 우울과 통증의 결과로
서 나타나는 파킨슨병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증상 및 경험에 대한 연구
활동을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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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S T R ACT

Depression, pain and physical function
in Parkinson's disease patients
i, M oo n K i
D e p ar tm en t o f N u r s in g
Th e G rad u a t e School
Y o n s ei Univ ers ity
Cho

i
a i n a g in g in K o rea, th e n um b er o f th e Park in so n 's
dis ea s e p a tien ts is p redicted to g r ow . D e p re ss io n, p ain and de c rea s e
o f phys i c a l f u n ct i o n are i m po r t an t i ssu e b e c a us e o f th eir h i gh
p re v a l en c e a m o n g Par k in so n 's di s ea s e p a t ien ts and are o f t en
a ccom p anied w ith a g in g .
T h i s stu d y , th e s e co ndar y da t a ana lys i s o f 'St r uctu ra l eq u a t i o n
M o de l in g o n q u a l i ty o f l ife in Par k in so n 's di s ea s e p a t ien ts' , w a s
de s ig ned to iden tify th e re la tio n sh ip a m o n g de p re ss io n, p ain and
phys i c a l f u n ct i o n. T h e p ar t i c i p an ts in th e stu d y w ere p a t ien ts w ho
v i s i t ed th e ne u r ology outp a t ien t de p ar tm en t o f a t er t iar y hosp i t a l in
S e oul b e tw een July 16 and O ctob er 23, 2012. D e m og ra ph i c
ch ara ct eri st i cs , di s ea s e re l a t ed ch ara ct eri st i cs such a s di s ea s e
s e v eri ty sco red by Unified Par k in so n ’s di s ea s e ra t in g sc a l e ( UP DR S) ,
Short Form Geriatric Depression Scale(SFGDS), V i su a l A na log Sc a l e (V A S)
and phys ic a l fu n ctio n v ia B er g b a lan c e sc a le (BBS) and T im ed up
W th popul t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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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go(T U G ) w ere in v e stig a ted. T h e re sults o f th is stu d y are a s
follow s .
T h e fina l ana lys i s in clu ded 118 p a t ien ts . T h e m ean a g e o f th e
p ar t i c i p an ts w a s 65.31 and 51.7 % o f p ar t i c i p an ts w ere fe m a l e. T h e
m ean sco re o f de p re ss i o n w a s 5.06, and de p re ss ed p ar t i c i p an ts w hos e
de p re ss io n sco re w ere h igh er th an 5, cut-o ff sco re, a ccou n ted fo r
55 ( 46.6 % ). T h e m ean p ain w a s 3.59, and th e n um b er o f p ar tic ip an ts
w ho re spo nded p re s en c e o f p ain w ere 78 ( 66.1 % ) . D e p re ss i o n and p ain
w ere pos i t i v e ly co rre l a t ed, and both BB S and T U G w ere s i g nifi c an tly
re la ted to de p re ss io n, a g e, dis ea s e d u ra tio n and dis ea s e s e v erity .
M ult i pl e re g re ss i o n ana lys i s show ed th a t de p re ss i o n, a g e, di s ea s e
d u ra tio n and dis ea s e s e v erity w ere th e m ost p redictiv e fa cto r s fo r
BB S , and de p re ss i o n, a g e and di s ea s e s e v eri ty w ere th e m ost
p redi ct i v e fa cto r s f o r T U G .
T h i s stu d y suppo r t ed th e i m p a ct o f de p re ss i o n o n phys i c a l f u n ct i o n
in Par k in so n ’s dis ea s e. Pain w a s n ot re la ted to phys ic a l fu n ctio n, but
its p re v a len c e in Par k in so n ’s dis ea s e p a tien ts w a s h igh . T h erefo re it
is im po r tan t to e v a lu a te de p re ss io n and p ain a s w e ll a s m oto r
sym ptom and p r ov ide adeq u a t e n u r s in g in t er v en t i o n f o r th e m .
E ffe ct i v e n u r s in g p r og ra m f o r Par k in so n 's di s ea s e p a t ien ts shoul d b e
de v e lop ed to en h an c e phys ic a l fu n ctio n w ith de c rea s in g de p re ss io n
and p 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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