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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킨슨병 환자의 불확실성과 우울

사회의 인구 고령화 추세로 미루어볼 때, 킨슨병 환자 수와 그로 인한 진료

비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상된다. 킨슨병은 완치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

라, 처방약인 도 민 계열의 약은 때때로 효과 주기가 일정치 않으며 근육통을 유발

하는 등 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여 환자는 질병 리에 있어 불확실성을 느끼기

쉽다. 우울은 킨슨병 환자들에게 가장 흔히 발생하는 비운동성 증상이다. 치료가 어

려운 다른 만성질환자와 마찬가지로 우울할수록 킨슨병 환자의 복약 순응도는 떨어

질 수 있다.

본 연구는 킨슨병 환자를 상으로 불확실성을 악하고, 우울의 향요인을 규

명하기 해 실시한 횡단 서술 조사연구이다. 2015년 3월 15일부터 2015년 5월 4

일까지 서울 소재 Y 학교 부속병원 신경과 외래와 한 킨슨병 회 주 행사에

참석한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킨슨병 환자 120명을 상으로 자료를 조사하 다.

조사한 자료에는 킨슨병 환자의 일반 특성, 질병 련 특성, 불확실성, 그리고 우

울이 포함되었다. 질병 련 특성 복약 순응도를 측정하기 해 Modified Morisky

Scale(MMS), 수면의 질을 측정하기 해 Parkinson’s Disease Sleep Scale(PDSS), 피

로를 측정하기 해 Parkinson Fatigue Scale(PFS-16),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측정하

기 해 Schwab and Engl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Score(SEADL), 그리고 도

구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측정하기 해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Scale(IADL)을 사용하 다. 불확실성은 Mishel Uncertainty in Illness Scale(MUIS)로,

우울은 Short Form Geriatric Depression Scale(SFGDS)로 측정하 다. SPSS 20.0

program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 상

계수, 다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 상자 120명의 평균 나이는 65.01(±9.08)세 고, 이 50.8%가 남성이었다.

불확실성의 평균 수는 99.03(±13.04) 이었고, 우울의 평균 수는 6.73(±3.9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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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우울의 거 수인 5 이상의 상자는 81명(67.5%) 이었다. 상자의 복약 순

응도 동기측면, 수면의 질, 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 도구 일상생활 수행능력, 그리

고 지각된 건강상태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 한 불확실성과

우울은 정 상 계를 나타냈다. 다 선형회귀분석 결과, 최종 으로 불확실성(β

=.326, p<.001), 지각된 건강상태(β=-.233, p=.004), 그리고 피로(β=.218, p=.009)가 우

울의 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이 킨슨병의 비운동성 증상 가장 빈

번하게 발생하는 우울을 효과 으로 리하기 해 불확실성, 지각된 건강상태, 그리

고 피로를 개선할 수 있는 재를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

핵심 되는 말 : 킨슨병, 불확실성,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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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킨슨병은 주로 50세 이상에서 발병하며 나이가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높아진

다(배은숙 et al., 201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한 우리나라의 연도별 노인성

질환 별 의료 이용량을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인구에서 킨슨병으로 인한 진료

실 인원이 2002년 약 20,000여 명에서 2009년 약 60,000여 명으로 7년간 3배 정도

가 증가하 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한 2013년 치매, 킨슨병, 뇌 질환

등의 노인성 질환 킨슨병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881억 원이며, 이는 2008년

의 1224억 원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하 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4). 인구의 고

령화 추세로 미루어볼 때, 킨슨병 환자 수와 그로인한 진료비는 앞으로 더 증가

할 것이라고 상된다.

킨슨병은 자세불안정(postural instability), 근육강직(muscle rigidity), 떨림

(tremor), 운동완서(bradykinesia) 등의 운동성 증상과 인지장애, 우울, 피로, 수면

장애, 자율신경계 기능부 등의 비운동성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Müller,

Assmus, Herlofson, Larsen, & Tysnes, 2013). 킨슨병은 일단 발병하면 완치가

안 되고 증상이 계속 진행되므로, 재로서는 다학제(multidisciplinary) 력을 통

한 증상 조 이 이 질병 리의 유일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Shin & Hendrix,

2013).

질병 리의 부분은 킨슨병 약물의 경구 투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부분

의 킨슨병 환자가 복용하는 도 민제재 계열의 약물인 보도 는 효과의 주기

가 일정하지 않으면서 항상 변동하고(wearing-off) 심지어 때때로 목과 몸통, 사지

에 근육통(dystonia, dyskinesia)을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한

약이 효과 이었다가(on) 기치 못하게 효과가 떨어지는(off) 이른바 ‘on-off’

상이 나타날 수 있다(Vernon, 2009; Magennis et al., 2014).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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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속에서 환자들은 약을 규칙 으로 복용하는 것을 꺼리기도 하며, 심지어는 본

인의 증상에 따라 의료진과 상의 없이 스스로 약을 증감하는 행 를 보이기도 한

다. 하지만 약물치료 불이행은 킨슨병의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그로 인

한 질병 리 비용도 증가하는 등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 즉 킨슨병 환자

는 질병 리를 해 투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치 않은 증상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Richy, Pietri,

Moran, Senior, & Makaroff, 2013; Shin et al., 2015).

일반 으로, 환자가 질병에 한 개념을 분명하게 인지해야만 앞으로의 건강

련 행동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데, 질병에 해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스트 스

등에 처할 개인의 능력이 방해를 받게 되므로 환자의 심리·사회 응에 부정

인 향을 끼칠 수 있다(Mishel, 1981). 이러한 불확실성은 환자들의 역경을 다

루는 능력을 감소시켜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의욕보다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Hoth et al., 2014). Mishel과 Braden(1988)에 따르면, 불확실성은 질병과

련된 사건들의 충분한 실마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건을 하게 구조화하고

범주화 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인지 상태이다.

Hermanns(2011)는 한 질 연구를 통해 킨슨병 환자들이 질병에 처하며

살아가는 방법에 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을 지 하면서, 상자 면담을 통해 그

들이 질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들은 킨슨병이 그들을 황

폐(devastation), 쇠약(debilitation)하게 만들며, 이 질병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측 불가능한 망망 해를 항해하는 것 같다고 기술하 다. 즉, 킨슨병 환자들은

병의 리를 해 약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기치 않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로 인해 계속 진행하는 병에 응해 나가는 것이 어려운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므로 생활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킨

슨병 환자를 상으로 한 불확실성에 한 선행 연구는 그들의 질병 특성 상 필

요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킨슨병의 비운동성 증상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우울이다. 킨슨

병 환자의 우울 발병률은 이 질환이 없는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두 배 가량이 높

으며 환자 약 과반수에서 우울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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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sanayaka et al., 2011; Wichowicz et al., 2006). 킨슨병 환자의 우울증상은

일반 인 우울증상보다 불안 자살 충동이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우울을 지

니고 있는 킨슨병 환자는 우울 증상이 없는 킨슨병 환자에 비해 지속 인 무

력감을 느끼고 주 의 일에 흥미가 없으며, 인지기능과 운동성 증상도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우울증상이 있는 킨슨병 환자는 우울증상이 없는

킨슨병 환자에 비해 킨슨병 약물 복용 이행도가 떨어진다(Farabaugh et al.,

2009; Richy et al., 2013). 지 까지 연구에 따르면, 수면장애, 하된 일상생활 수

행능력 등이 킨슨병 환자 우울의 향요인이 될 수 있다(Dissanayaka et al.,

2011; Wichowicz et al., 2006; 배은숙 et al., 2013).

완치가 어려운 다른 만성질환 환자의 불확실성에 한 선행연구를 토 로,

킨슨병 환자의 우울에 미치는 향요인 하나로 불확실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

으로 여겨진다. 를 들어,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와 폐암 환자를 상으로 한 연

구에서, 연구자들은 그들의 우울에 미치는 향 요인 하나로 불확실성을 제시

한바 있다(Hoth et al., 2013; Hoth et al., 2014; Kurita et al., 2013). 따라서 완치

방법이 없는 킨슨병 환자 역시 질병에 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들의 우울 정

도가 높아질지에 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킨슨병 환자의 우울에 미치는

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그들의 우울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내는데

기 작업이 될 수 있으며, 우울을 개선한다면 궁극 으로 그들의 약물 복용이행

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킨슨병 환자의 불확실성과 우울 정도를 확인하고, 두 변

수의 상 계를 확인해 보고, 킨슨병 환자의 일반 ·질병 련 특성과 불확실성

이 그들의 우울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킨

슨병 환자의 비운동성 증상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우울을 개선하기 한 효

율 인 간호 재 개발을 한 기 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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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

본 연구의 목 은 킨슨병 환자의 불확실성 우울을 악하고 이 변수들

간의 상 계와 우울에 미치는 향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우울을 개선하기 한

효과 인 간호 재 개발을 한 기 자료를 얻기 함이다. 구체 인 목 은 다음

과 같다.

(1) 킨슨병 환자의 일반 특성과 질병 련 특성을 악한다.

(2) 킨슨병 환자의 불확실성과 우울의 정도를 악한다.

(3) 킨슨병 환자의 불확실성과 우울 간의 계를 분석한다.

(4) 킨슨병 환자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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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불확실성

(1) 이론 정의

질병과 련된 상황의 의미를 정확히 단할 수 없다고 느끼는 지각이다. 즉,

질병의 경과 치료과정과 련된 상황 자극에 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모호

하게 받아들이며, 결과를 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미를 결정할 수 없는 무능력

을 의미한다(Mishel, 1981).

(2) 조작 정의

본 연구에서는 Mishel(1988)이 개발한 질병에 한 불확실성 측정도구인 The

Mishel Uncertainty in Illness Scale(MUIS)을 Chung 등(2005)이 국문으로 번역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수를 말한다.

2) 우울

(1) 이론 정의

자신에 한 부정 인 인식의 결과로서 근심, 침울함, 실패감, 상실감, 무력감,

무가치함을 나타내는 정서 상태를 의미한다(Beck, 1967).

(2) 조작 정의

본 연구에서는 조맹제 등(1999)이 개발한 Short Form Geriatric Depression

Scale Korean Version(SFGDS-K)로 측정한 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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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킨슨병 환자의 불확실성

불확실성은 환자가 질병과 련된 단서를 불충분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

지 으로 질병을 하게 해석하여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Mishel,

1988). 즉, 후나 경과 등 질병에 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생기

며, 이때 환자는 질병에 한 측 내지는 단을 하는 것이 어려워진다(Bailey et

al., 2009). 환자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면 질병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에 해

잘 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Mishel & Epstein, 1997), 주어진 정보를 하게

해석하지 못해 상황을 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궁극 으로 질병에 해 부

응하게 되어 질병이 악화될 수 있다(Mishel, 1988).

불확실성은 환자가 한 교육을 받지 못했을 때, 사회 지지가 낮을 때, 그

리고 의료진으로부터 한 도움을 받지 못하여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얻지 못

할 때 쉽게 발생한다(Mishel et al., 2002). 불확실성은 4가지 하 항목으로 나뉜다.

질병의 상태에 한 애매 모호성, 의료체계와 치료에 한 복잡성, 질병과 진단에

한 정보가 자주 변하여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정도를 나타내는 불일치성,

그리고 질병과 후에 한 불 측성이 있다(Colagreco et al., 2014; Mishel,

1988). 증상의 특징이 정확히 구조화 되어 있다면 불확실성 애매 모호성이 많

이 어든다(Mishel & Braden, 1988). 증상의 불일치성이 나타난다면 환자는 질병

을 제 로 악할 수 없다. 따라서 증상이 일 이고 측가능하며, 확실히 구별

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을 때 불확실성은 어든다(Mishel, 1988).

Mishel(1988, 1999)은 불확실성과 련된 요인으로 측할 수 없는 증상들과

확신할 수 없는 치료의 효과를 제시하 다. 만성질환자에게 질병의 증상과 후에

한 불확실성은 질병기간 내내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장기간의 투병

기간 동안 재발과 불명확한 후에 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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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장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Hoth et al., 2014; Hoth et al., 2013; Mishel,

1988).

킨슨병의 증상은 운동성증상과 비운동성 증상으로 나뉘며, 운동성 증상으로

는 자세불안정, 근육강직, 떨림, 운동완서 등이 있고, 비운동성 증상으로는 치매,

인지장애, 수면장애, 피로, 우울, 불안, 변비, 기립성 압 등이 있다. 운동성 증

상 자세불안정은 자세반사의 소실로 인해 발생하고 환자의 낙상 발생률을

히 증가시키며, 강직은 과도한 근 긴장으로 인해 움직임에 항성이 증가

하는 것으로 테니스장의 그물망을 끌어올릴 때 돌리는 톱니바퀴(cogwheel)처럼

뻣뻣하게 느껴지는 일명 ‘톱니바퀴 상’(cogwheel phenomenon)이 나타난다. 떨림

은 환자의 략 75%에서 킨슨병의 첫 번째 증상으로 나타나며 주로 엄지로 알

약을 굴리는 것과 같은 동작(pill rolling)이 특징 이고 스트 스나 불안에 의해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운동완서는 움직임의 시작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지만, 한번 걸음이 시작되면 걸음의 속도가 빨라지는 가속보행이 나타

나기도 한다(Guilarte, 2010; Yamanishi et al., 2013).

킨슨병 운동성 증상의 일차 인 리는 약물요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가

장 흔히 사용되는 약은 도 민 계열인 보도 이다. 하지만 이 약의 효능은 주기가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육통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최근에는

Dopamine receptor agonists, Monoamine oxidase type-B inhibitors(MAO-B

inhibitors), Catechol-O-methyltransferase inhibitors(COMT inhibitors), Anticholinergic,

그리고 Antiviral 계열의 약물도 빈번히 처방되어 사용된다. 하지만 이런 계열의 약물

들도 설사, 혼란, 환각, 인지기능 장애, 말 부종 등의 부작용을 래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처방을 정확하게 따르는 것이 요하다(Shin & Hendrix, 2013; Vernon,

2009). 따라서 킨슨병 환자는 그들의 운동성 증상을 완화하기 해서 약물을 복용

하지만, 약물의 효과가 일정치 않을 뿐만 아니라 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

문에 질병 리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느낄 수 있다.

비운동성 증상을 살펴보면, 킨슨병 환자의 거의 80%가 인지장애를 경험하며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6배나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일반 으

로 킨슨병의 운동성 증상 발생 8-10년 후 치매가 발병하는 경향이 있으며, 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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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병 환자의 치매를 리하기 한 약물 재로는 cholinesterase inhibitor 하

나인 Rivastigmine이 가장 효과 이라고 알려져 있다. 수면장애는 킨슨병 환자

40%-90%에서 나타나며, 불면, 낮 동안의 극심한 졸림 등의 증상을 포함하고

있다. Benzodiazepine, melatonin 등의 수면장애 시 사용하는 약이 킨슨병 환자

에게 사용되고 있으나, 효과와 효능에 한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 하게 처

방이 되고 있다. 기립성 압은 킨슨병 자체와 Dopamine receptor agonists,

MAO-B inhibitors, COMT inhibitors 등의 킨슨병 약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증상을 리하기 해서는 수분섭취 증가와 문의와의 상담을 통한 항고 압

제재 복용 조 이 필요하다. 킨슨병 환자에게는 변비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변

비증상 자체는 상 으로 덜 험하나, 변비로 인해 장 운동이 지연되면 흡수

된 약물의 사가 제 로 일어나지 않아 기치 않게 약물이 off 증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운동이나 하제 복용을 통한 변비 리가 요하다. 피로

는 킨슨병 환자 40%-70%에서 나타나는 비운동성 증상 하나이지만 이 증

상을 개선하기 한 효과 인 약은 아직 밝 지지 않았다. 따라서 운동, 상담, 식

이 등의 비약물 재를 통한 상자의 피로 리가 주로 행해지고 있다(Van

Laar & Jain, 2014; Kieft & Woodward, 2014; Emre et al., 2004; Peeraully,

Yong, Chokroverty, & Tan, 2012; Cashell, 2013). 이러한 비운동성 증상 때문에

킨슨병 환자가 복용하는 약물의 수가 늘어날 수 있으며, 다양한 약물 복용은 약

물 간의 상호작용을 래할 수 있어 환자들은 의도치 않게 부작용 내지는 역작용

을 경험할 수 있다(Emre, Ford, Bilgiç, & Uç, 2014; Rocchiccioli, Sanford, &

Caplinger, 2007; Zurakowski, 2009).

이와 같이 킨슨병 환자는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질병 과정 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운동성 증상 때문에 질병에 한 불확실성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킨슨병 환자를 상으로 그들의 불확실성 정도를 악

한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 완치가 어려운 다른 만성질환 환자를 상으로 한 불

확실성에 한 연구를 살펴보는 것은 추후 킨슨병 환자를 상으로 불확실성

연구를 실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재까지 다른 만성질환 환자의 불

확실성에 한 연구는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 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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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불확실성과 다른 변수와의 상 계 악이다. Colagreco 등(2014)은 C형

간염 환자에게 증상의 진행이 느려 경과를 지켜보는 의주시기간(watchful

waiting period)동안 환자들은 부작용 등 어떤 일이 그들에게 발생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경험한다고 강조하 다. 이 연구에서 환자의 불확실성과

우울은 유의한 정 상 계를 보 다. 한 불확실성을 네 가지 하 항목으로

나 어서 상 계를 살펴보았는데, 그 애매 모호성과 불일치성이 우울과 유의

한 정 상 계를 보 다. Bailey 등(2009)의 C형간염 연구에서는 불확실성

애매 모호성이 환자의 우울, 피로와 유의한 정 인 상 계를 보 고, 애매 모호

성과 삶의 질은 유의한 부 상 계를 보 다.

둘째, 불확실성 향요인 악이다. 윤수정 등(2012)은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

는 신부 환자들이 질병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경험하는 것을 지 하면서, 그들의

투석기간에 따른 환자의 불확실성 향요인을 조사하 다. 그 결과 우울이 높을수

록, 교육수 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족 지지가 낮을수록 불확실성이 증가하 음을

확인하 다.

셋째, 다른 변수의 향요인으로 불확실성이 포함된 경우 악이다. 미 등

(2014)은 치료가 어렵고 재발률이 높은 당뇨병성 족부질환자 삶의 질 향요인으

로 불확실성을 제시하 다. 상자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삶의 질은 감소하

다. Hoth 등(2013)은 증상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악화되기 쉽고 완치 방법이

없는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불확실성 애매 모호성, 복잡성이 우울과 유의

한 정 상 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우울과 삶의 질의 향요인 하나로 애매

모호성이 있다고 하 다. Kurita 등(2013)의 연구에서는 폐암환자의 불확실성이 그

들의 우울의 향요인임을 밝혔다. 차경숙 등(2012)은 암, 폐암, 직장암 환자를

상으로 그들의 극복력의 향요인 불확실성이 있음을 확인하 다. 질병으로

부터 오는 스트 스 등의 부정 향을 효과 으로 재할 수 있는 극복력은 불

확실성의 정도가 낮을수록 증가했다.

넷째, 불확실성을 낮추기 한 재이다. Jiang과 He(2012)는 만성폐쇄성 폐질

환 환자들에게 질병에 한 정보와 처행동에 한 교육을 제공하고, 이에 한 주기

인 화 상담을 핵심으로 하는 불확실성 리 재(uncertain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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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ention)를 시행한 결과 이 재가 그들의 불확실성 하 항목인 애매모호성, 복잡

성, 불일치성, 불 측성을 모두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우울을 이고 삶의 질은 높

일 수 있었음을 확인하 다. Mishel 등(2002)은 심리교육 재(psychoeducational

intervention)를 통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후 요실 , 피로, 발기부 등의 증

상을 나타내는 립선암 환자들에게 질병의 증상과 부작용 처법에 해 자세

히 설명해 주었다. 화를 통해 불확실성을 사정하고 교육을 시행하 는데 이로

인해 상자의 불확실성이 유의하게 낮아짐을 확인하 다. 재를 받은 상자들

은 질병에 한 지식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질병을 처가능한 문제로 인식할 수

있었고, 문제에 한 가능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 다. Gil 등(2006)은 유방암환자

들은 질병에 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증상을 잘 측할 수 없어서 불확실성을 느

낀다고 하 다. 증상 리에 한 교육과 이완을 통한 자가 처 기술을 포함하는

불확실성 리 재 로그램 시행결과, 유방암의 증상에 한 반 인 지식과

상자의 질병 처기술이 향상했음을 확인하 다.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킨슨병 환자는 질병 과정 에 불확실성을 겪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완치가 어려운 다른 만성질환자의 불확실성 연구와 마찬가

지로 향후 킨슨병 환자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한 재 연구 등이 필요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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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킨슨병 환자의 우울

사회의 생활수 향상에도 불구하고 슬 고 우울한 기분, 비 이고 부

정 인 생각, 의욕 하, 불면, 식욕과 성욕 감퇴, 피곤함 등을 특징으로 하는 우울

증상은 일반 인 인구집단에서 차 증가하고 있다(박재규 & 이정림, 2011). 완치

가 어려운 만성질환 하나인 킨슨병 상자들에게도 우울 증상이 빈번하다.

킨슨병 환자 35% 정도가 우울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연구도 있는 반면

(Reijnders, Ehrt, Weber, Aarsland, & Leentjens, 2008), 부분의 연구에서는

킨슨병 환자 과반 수 이상이 우울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 다

(Dissanayaka et al., 2011; McDonald et al., 2003; Wichowicz et al., 2006).

우울은 킨슨병 환자의 표 인 비운동성 증상 하나로서, 킨슨병 리

약물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off’ 시기 때 그 증상이 더욱 심해진다(Todorova

et al., 2014). 킨슨병 환자에게 우울은 신경퇴화 과정 신경화학 변화로 인

해 질병의 경과로서 발생하기도 하며, 질병과 련된 장애 때문에 일어난 심리사

회 반응으로도 나타난다(McDonald et al., 2003; Papapetropoulos, Ellul,

Argyriou, Chroni, & Lekka, 2006). 킨슨병 환자의 우울은 킨슨병이 없는 일

반 인 인구집단의 우울에 비해, 더욱 주 에 무 심하며, 더욱 비 이고, 더욱

화를 잘 내며, 자살 생각의 빈도가 증가하며, 죄의식 내지는 자책감이 덜 한 특징

인 증상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우울에 합한 치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킨슨병 환자의 우울이 킨슨병의 다른 비 운동성 증상

인 수면장애, 피로, 집 력 부족 등을 나타내므로 이로 인해 의료진이 우울이라고

쉽게 진단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Farabaugh et al., 2009; Ravina et al., 2007;

Starkstein et al., 2011; Van Laar & Jain, 2014).

우울을 가지고 있는 킨슨병 환자에게 효과가 입증된 항 우울제로는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SSRI) 계열인 paroxetine과 Serotonin

Norepinephrine Reuptake Inhibitor (SNRI) 계열인 venlafaxine XR이 있다

(Richard et al., 2012; Emre, Ford, Bilgiç, & Uç, 2014). 하지만 상자가 ‘off’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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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라면, 항 우울제는 우울 완화에 큰 효과가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항 킨슨

병 약(anti-parkinsonian medication)을 먼 사용해야 한다(Todorova et al., 2014).

항 우울제가 효과가 없는 우울한 킨슨병 환자에게는 기충격치료

(electroconvulsive therapy)나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가

시행될 수 있다(Van Laar & Jain, 2014).

킨슨병 환자의 우울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에 한 연구는 그 동안 꾸

히 진행되었다. 이 연구들의 주요 변수로는 인구사회학 특성 나이, 질병

특성 운동성 증상으로는 질병의 증도를 나타내는 Hoehn & Yahr stage와

Unified Parkinson’s Disease Rating Scale Ⅲ(UPDRS, motor section) 그리고 낙

상의 정도와 일상생활수행능력 등이 있다. 질병 특성 비운동성 증상으로는

인지기능, 수면장애, 환각, 자율신경계 기능부 등이 변수로써 포함되었다. 연구결

과는 조 씩 이견이 있다. 가령, 어떤 연구에서는 이른 발병나이, 오랜 유병기간

많은 나이가 우울과 하게 련되어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 반면

(Dissanayaka et al., 2011), 다른 연구에서는 이 요소들이 우울 발생에 유의한

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 다(Wichowicz et al., 2006). 하지만 우울에 향을 미

칠 수 있는 변수에 한 그 동안의 연구들 공통 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Hoehn

& Yahr stage, 그리고 UPDRS Ⅲ로 측정되는 질병의 증도 자체보다는 일상생

활 수행능력이 그들의 우울에 더 큰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편, 킨슨병의 비

운동성 증상 수면장애, 자율신경계 기능부 이 킨슨병 환자의 우울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 연구들에서 소개된 바 있다(Dissanayaka et al., 2011;

Wichowicz et al., 2006; 배은숙 et al., 2013).

지 까지의 킨슨병 환자의 우울에 미치는 향요인에 한 연구에서는 질병

련 특성 비운동성 증상인 피로와 질병으로 인해 래된 지각된 건강상태를

변수로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완치가 힘든 만성질환에 한 연구 하나인 스

웨덴의 척추 염(spondyloarthritis)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우울의 향

요인으로 피로와 지각된 건강상태가 있음을 밝혔다(Meesters et al., 2014). 킨슨

병 환자의 40%-70%가 피로 증세를 나타내고 킨슨병은 완치방법 없이 꾸 히

증세를 리해야 함을 고려해볼 때, 그들의 피로와 지각된 건강상태가 우울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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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반 으로 킨슨병을 포함한 완치가 어려운 만성질환자에게 우울 리가

요한 이유는 우울이 심할수록 그들의 만성질환 건강 리에 가장 요한 요소

하나인 복약 순응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를 들어 만성 골수성 백 병, 만성 심

부 ,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리고 킨슨병 환자를 상자를 한 연구에서 우울이

복약 순응도의 향 요인으로 제시되었다(Kapoor et al., 2015; Fikenzer et al.,

2014; Khdour et al., 2012; Richy et al., 2013). 그러므로 킨슨병 환자의 우울을

재하는 것은 킨슨병 리에 있어 가장 요한 복약 순응도를 높여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질병 리를 보다 더 효과 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 수 있을

것이다.

한 우울은 킨슨병 환자의 삶의 질의 향 요인 하나라고 그간의 연구

를 통해서 밝 진바 있다(홍석경 et al., 2002; 김성렬 et al., 2005; Yamanishi et

al., 2013). 즉, 킨슨병 환자의 우울 리를 효과 으로 시행한다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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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킨슨병 환자의 불확실성과 우울 정도를 조사하고,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한 횡단 서술 조사연구이다.

2. 연구 상자

본 연구의 상자는 서울 소재 Y 학교 부속병원에 내원한 킨슨병 환자

한 킨슨병 회 회원을 근 모집단으로 하여 편의 표출하 다. 구체 인 상

자 선정기 은 다음과 같다.

(1) 킨슨병으로 진단받은 20세 이상의 성인 노인

(2)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지남력(시간, 장소, 사람)에

이상이 없는 자

(3) 외래를 방문하여 규칙 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자

(4) 본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연구에 자발 으로 참여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

한 자

표본 수는 Cohen의 표본크기 계산법에 따라, G-power 3.1 로그램을 이용하

여 다 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를 효과크기 d= .15, 유의수 .05, 검정력(1-

β)= .80으로 계산할 경우 최소 109명이 필요하 다. 10%의 탈락률을 고려해 120

명을 본 연구의 최종 상자 수로 정하 고, 본 연구에서는 총 설문 참가 인원

123명의 자료 에 도 거 한 3명의 자료를 제외한 12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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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기간 방법

본 연구의 상자는 서울 소재 Y 학교 부속병원 신경과 외래와 한 킨슨

병 회에서 모집하 다. IRB 승인일인 2015년 3월 15일부터 2015년 5월 4일까지

자료를 수집하 다. 서울 소재 Y 학교 부속병원 신경과 외래에서는 킨슨병 환

자에게 연구원의 설명과 서면을 통해 연구의 목 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동의한 경우 피험자 동의서를 받고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한 킨슨

병 회의 경우는 회장의 승인 조를 구하고 회에서 주 하는 행사에 연

구원이 참여하여 서울 소재 Y 학교 부속병원 신경과 외래에서 하는 것과 동일한

차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 피험자 동의서를 받고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4. 연구도구

1) 복약순응도 측정도구

복약순응도는 Case Management Society of America(2004)에서 제작한

Modified Morisky Scale(MMS)을 한국사례 리연구회(2007)가 도구 사용 허가를

받고 번역한 한국 MMS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MMS는 복약에 개한 지식과

동기의 수 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항목 1,2,6은 환자의 복약순응 의

지 측면에서 동기를 측정하며, 항목 3,4,5는 환자의 복약순응과 련된 지식을 측

정한다. 제시된 각 항목에 한 질문에 (0 ) 는 아니오(1 )로 답을 하며

지식과 동기 두 항목 모두 2 이상이면 ‘지식높음’, ‘동기높음’이라고 평가하며 두

항목 모두 1 이하이면 ‘지식낮음’, ‘동기낮음’이라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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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면의 질 측정도구

수면의 질은 Chaudhuri 등(2002)이 개발한 킨슨병 수면척도(Parkinson's

Disease Sleep Scale, PDSS)를 Baik 등(2005)이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킨슨병 수면척도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은 10 척

도로 되어있다. 증상이 가장 심한 경우 0 , 증상이 없는 경우 10 으로 평가한다.

김성렬 등(2011)이 킨슨병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88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8 이었다.

3) 피로 측정도구

피로의 정도는 Brown 등(2005)이 개발한 Parkinson Fatigue Scale(PFS-16)의

한국 인 PFS-16-Korean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총 16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매우 그 다’ 5 에서 ‘매우 그 지 않다’ 1 의 5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수

가 높을수록 피로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98 이었으며, 김성렬 등(2011)이 킨슨병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95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94 이었다.

4) 일상생활 수행능력 측정도구

질병 련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정도는 킨슨병 환자에게 합하게 만들어진

Schwab and Engl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Score(SEADL)를 이용하여 측정

하 다. 이 도구는 식사와 배변 등의 일상생활과 련하여 독립 으로 수행이 가

능한 정도를 묻는 것으로 11개 항목(0%부터 100%)으로 구성되어 있다. 80% 이상

은 일상생활활동의 독립 인 수행이 가능하고, 70% 이하부터는 독립 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로 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Schwab & England, 1969).

도구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정도는 Fillenbaum(1985)의 Instrumental Activities



- 17 -

of Daily Living(IADL) 측정도구를 Cho(1998)가 한국의 실정에 맞게 번안한 일상

생활 수행능력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총 9개 문항으로, 각기 0-2 의 수

를 주어 0-18 의 수 범 를 갖는다. 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송경애 등(2006)이 킨슨병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92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4 이었다.

5) 불확실성 측정 도구

불확실성은 Mishel(1988)이 기의 불확실성 척도를 수정하여 개발한 33문항의

불확실성 척도(Mishel Uncertainty in Illness Scale, MUIS)를 Chung 등(2005)이

도구사용 허가를 받아 국문으로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 다. 본 도구는 불확실성의

4가지 하 개념으로 질병의 상태에 한 애매 모호성(13문항), 간호체계와 치료에

한 복잡성(7문항), 진단과 질병의 심각성에 한 불일치성(7문항), 질병과 후

의 경과에 한 불 측성(5문항), 그리고 4가지 하부 역에 포함되지 않는 1개의

문항으로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매우 그 다’ 5 , ‘그 다’ 4 , ‘그 그

다’ 3 , ‘아니다’ 2 , ‘ 아니다’ 1 까지이며 총 은 최 33 부터 최고 165

까지의 수 범 를 가지며 수가 높을수록 불확실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Mishel(1988)의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 .91~.93이었으며, Chung

등(2005)이 국문으로 번역하여 사용한 연구는 .85이며, 윤수정 외(2012)의 투석환

자 상자 연구에서는 .82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84 이었다.

6) 우울 측정도구

우울은 Sheikh와 Yesavage(1986)가 개발하여 조맹제 등(1999)이 표 화한

Short Form Geriatric Depression Scale Korean Version(SFGDS-K)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총 15문항 10개 문항은 부정 인 응답을 할 경우, 나머지 5개 문항

은 역문항으로 정 인 응답을 할 경우 1 씩 가산되므로 수는 0 에서 15

사이에 분포하고 5 이상이면 우울이 의심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맹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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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의 한국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9 이었으며, 최문기 외

(2013)가 킨슨병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88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83

이었다.

5.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SPSS 20.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의 통계방법으로

분석하 다.

1) 킨슨병 환자의 일반 특성, 질병 련 특성, 불확실성 정도, 우울 정도

에 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 편차 등의 기술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2) 킨슨병 환자의 일반 특성과 질병 련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이용하고 사후 검정을 해 Scheffe test를 시행하 다.

3) 킨슨병 환자의 불확실성, 우울 간의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4) 킨슨병 환자의 불확실성과 질병 련 특성이 우울에 미치는 향요인은 다

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 19 -

6. 윤리 고려

본 연구는 연구에 참여한 상자를 윤리 으로 보호하기 해 서울소재 Y 학

교 부속병원 내 윤리 심의 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연구

수행에 한 승인을 받은 후(IRB No.4-2015-0027)에 연구를 수행하 다. 연구 상

자에게 연구의 목 방법, 연구 참여에 한 익명성 보장, 자발 인 연구 참여

동의와 거부, 도 포기 가능, 발생 가능한 이익과 불이익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하고 자발 인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을 수행하 다. 설문을

완료한 상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지 하 다. 연구 상자의 비 성을 보호하기

해 상자의 신원을 악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본 연구의 분석과정에 포함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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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상자의 일반 특성

본 연구의 상자는 총 120명이었다. 상자의 일반 특성으로 성별, 연령,

재 결혼상태, 동거자 유무, 교육 정도, 재 직업, 월 평균 소득, 그리고 종교 유무

를 조사하 으며 결과는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61명(50.8%), 여자 59명

(49.2%)이었다. 상자의 평균 연령은 65.01(±9.08)세, 최소 연령은 40세, 최고 연

령은 89세 이었다. 연령분포를 보면 65세 미만의 상자는 57명(47.5%), 65세 이상

의 상자는 63명(52.5%)이었다.

재 결혼 상태는 기혼 100명(83.3%), 이혼 별거 12명(10.0%), 사별 8명

(6.7%)이었다. 재 독거 인 상자는 9명(7.5%)이었고, 111명(92.5%)는 동거가족

이 있었다. 교육정도는 등학교 졸업 이하 9명(7.5%), 학교 졸업 이하 14명

(11.7%), 고등학교 졸업 이하 40명(33.3%), 문 학교 졸업 이상 57명

(47.5%)이었다. 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자는 32명(26.7%), 직업이 없는 상

자는 88명(73.3%)이었다. 월 평균 소득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5명(4.2%)외에,

200만원 미만은 52명(43.4%), 2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는 40명(33.3%), 400만원

과는 23명(19.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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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Gender Male 61 50.8

Female 59 49.2

Age(year) 65.01(±9.08)

< 65 57 47.5

≥ 65 63 52.5

Marital Status Married 100 83.3

Divorce/Separation 12 10.0

Bereaved 8 6.7

Living with Family 111 92.5

Alone 9 7.5

Educational Level < High school 23 19.2

≥ High school 97 80.8

Employment Status Employed 32 26.7

Non-employed 88 73.3

Monthly Income < 2 million won 52 43.4

2 - 4 million won 40 33.3

> 4 million won 23 19.1

no response 5 4.2

Religion Yes 85 70.8

No 35 29.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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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자의 질병 련 특성

질병 련 특성은 킨슨병 유병 기간, 킨슨병의 발병 나이, 복약 순응도, 수

면의 질, 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 낙상경험 여부, 지각된 건강상태를 조사하 으

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평균 유병 기간은 85.55(±75.17)개월 이었고 1개

월에서 360개월의 분포를 나타냈다. 평균 발병 나이는 57.94(±11.88)세 이었고 25

세에서 84세의 분포를 나타냈다.

킨슨병 약물의 복약 순응도는 동기와 지식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동기는 평

균 2.20(±.87) , 지식은 평균 2.30(±.77) 으로 나타났다. 수면의 질은 평균

93.39(±24.13) 으로 35 에서 141 의 수분포를 나타냈다. 피로는 평균

48.58(±13.76) 으로 수의 분포는 18 에서 78 이었다. 일상생활 수행능력

SEADL은 평균 82.50(±13.24)% 이었고 40에서 100의 분포를 나타냈다. IADL은

평균 15.93(±2.73) 이었고 4 에서 18 의 수분포를 나타냈다.

조사시 으로부터 최근 6개월간 낙상을 경험한 상자는 46명(38.3%), 경험하

지 않은 상자는 74명(61.7%)이었다. 낙상을 10회 미만으로 경험한 상자는 31

명, 10회 이상 20회 미만으로 경험한 상자는 7명, 20회 이상 30회 미만으로 경험

한 상자는 4명, 30회 이상 경험한 상자는 4명 이었다. 낙상이 발생한 상황을

묻는 질문은 복응답이 가능하 다. 걸을 때 22명, 서 있을 때 8명, 앉아 있을 때

3명, 계단을 오르내릴 때 8명, 서 있다가 앉을 때 8명,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15

명으로 나타났다. 낙상 장소에 한 질문 역시 복응답이 가능하 다. 침실 4명,

거실 16명, 화장실 8명, 길거리 28명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건강상태는 ‘매우 좋다’가 1명(0.8%), ‘좋다’가 9명(7.5%), ‘보통이다’가

69명(57.5%), ‘나쁘다’가 37명(30.8%), ‘매우 나쁘다’가 4명(3.3%)인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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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Disease Duration(month) 85.55(±75.17)

< 60 53 44.2

60 - 120 37 30.8

> 120 30 25.0

Onset Age(year) 57.94(±11.88)

< 50 30 25.0

50 - 70 73 60.8

> 70 17 14.2

Medication Adherence(motivation) 2.20(±.87)

< 2 27 22.5

≥ 2 93 77.5

Medication Adherence(knowledge) 2.30(±.77)

< 2 15 12.5

≥ 2 105 87.5

PDSS 93.39(±24.13)

< 80 31 25.8

80 - 110 57 47.5

> 110 32 26.7

PFS-16 48.58(±13.76)

< 40 32 26.7

40 - 60 63 52.5

> 60 25 20.8

SEADL 82.50(±13.24)

< 80 29 24.2

≥ 80 91 75.8

IADL 15.93(±2.73)

< 15 30 25.0

≥ 15 90 75.0

Experiences of Falls Yes 46 38.3

No 74 61.7

Perceived Health Status Good 10 8.3

Fair 69 57.5

Bad 41 34.2

Table 2. Disease related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120)

PDSS=Parkinson's Disease Sleep Scale, PFS-16=Parkinson Fatigue Scale,

SEADL=Schwab and Engl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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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자의 불확실성과 우울

상자의 불확실성과 우울 측정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상자의 불확실성

은 33문항의 한국어 MUIS(Chung et al., 2005)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각 문항

은 1 에서 5 까지의 수 범 를 가지며 총 이 높을수록 불확실성 정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수의 평균은 99.03(±13.04) 이었고 상자의 수 분포는 63

에서 132 이었다. 체 상자를 성별과 연령에 따라 구분하여 불확실성 정도를

살펴보았다. 남자 상자 61명의 불확실성 평균 수는 100.25(±11.83) , 여자

상자 59명의 불확실성 평균 수는 97.76(±14.16) , 65세 미만 상자 57명의 불

확실성 평균 수는 99.42(±13.36) , 그리고 65세 이상 상자 63명의 불확실성

평균 수는 98.67(±12.83) 으로 나타났다. 한 킨슨병 유병 기간에 따라 불확

실성 정도를 살펴보았다. 유병 기간이 60개월 미만인 경우 체 상자의 불확실

성 평균 수는 98.83(±12.60) , 60개월 이상 120개월 이하인 경우 체 상자의

불확실성 평균 수는 100.46(±13.23) , 그리고 120개월 과인 경우 체 상자

의 불확실성 평균 수는 97.60(±13.81) 으로 나타났다.

불확실성의 네 가지 하 역 13문항으로 측정하는 애매 모호성의 평균은

44.78(±7.15) 이었고 25 에서 63 의 수 분포를 나타냈다. 7문항으로 측정하

는 복잡성의 평균은 17.73(±3.11) 이었고 수의 분포는 10 에서 25 이었다.

7문항으로 측정하는 불일치성의 평균은 19.35(±3.75) 이었고 10 에서 32 의

수 분포를 나타냈다. 5문항으로 측정하는 불 측성의 평균은 14.55(±3.22) 이었

고 수의 분포는 5 에서 23 이었다. 불확실성의 네 가지 하 역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한 문항인 ‘의료진들이 무 많아 가 무엇을 책임지는 지 알 수 없

다’의 평균은 2.62(±1.02) 이었고 1 에서 5 의 수 분포를 나타냈다. 상자의

불확실성 하 항목 네 가지 애매 모호성은 문항 당 평균 3.44 , 복잡성은 2.53

, 불일치성은 2.76 , 불 측성은 2.91 으로 나타나 애매 모호성 항목에 한 불

확실성이 평균 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SFGDS-K(조맹제 et al., 1999)로 측정한 상자의 우울은 0 에서 15 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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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포를 나타낼 수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우울한 상태를 나타낸다. 상자의

우울 수는 평균 6.73(±3.91) 이었고 1 에서 14 의 수 분포를 나타냈다.

상자 81명(67.5%)이 우울이 의심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5 이상의 수를 나타

냈다. 체 상자를 성별과 연령에 따라 구분하여 우울 정도를 살펴보았다. 남자

상자 61명의 우울 평균 수는 6.79(±3.80) 이었고 그 43명(70.5%)이 우울

이 의심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5 이상의 수를 나타냈다. 여자 상자 59명의

우울 평균 수는 6.66(±4.04) 이었고 그 38명(64.4%)이 우울이 의심되는 것

으로 해석되는 5 이상의 수를 나타냈다. 65세 미만 상자 57명의 우울 평균

수는 6.60(±4.00) 이었고 그 38명(66.7%)이 우울이 의심되는 것으로 해석되

는 5 이상의 수를 나타냈다. 65세 이상 상자 63명의 우울 평균 수는

6.84(±3.85) 이었고 그 43명(68.3%)이 우울이 의심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5

이상의 수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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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MUIS 99.03(±13.04)

< 90 25 20.8

90 - 110 71 59.2

> 110 24 20.0

Ambiguity 44.78(±7.15)

< 40 25 20.9

40 - 50 71 59.2

> 50 24 20.0

Complexity 17.73(±3.11)

< 15 20 16.7

15 - 20 76 63.3

> 20 24 20.0

Inconsistency 19.35(±3.75)

< 20 66 55.0

≥ 20 54 45.0

Unpredictability 14.55(±3.22)

< 15 60 50.0

≥ 15 60 50.0

The rest 2.62(±1.02)

< 3 66 55.0

≥ 3 54 45.0

SFGDS 6.73(±3.91)

< 5 39 32.5

≥ 5 81 67.5

Table 3. Uncertainty and depression of study subjects

(N=120)

MUIS=Mishel Uncertainty in Illness Scale,

SFGDS=Short Form Geriatric Depression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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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우울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우울은 <Table 4>와 같다. 성별에 따른 우울은

남자 6.79(±3.80) , 여자 6.66(±4.04) 으로 조사되었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연령에 따른 우울은 65세 미만에서 6.60(±4.00) , 65세 이상에서

6.84(±3.85) 을 나타내었으나 이 차이 역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결혼상

태가 기혼인 경우 우울은 6.83(±3.92) 이었고, 그 외(이혼 별거, 사별 포함)의

경우 우울은 6.20(±3.87) 이었다.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의 우울은 6.65(±3.98)

이었고, 동거가족이 없이 혼자 사는 경우의 우울은 7.67(±2.87) 이었다.

교육정도가 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우울은 7.56(±3.68) , 학교 졸업 이

하인 경우 우울은 6.00(±3.66) ,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우울은 7.55(±4.10) ,

문 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 우울은 6.19(±3.83) 으로 나타났다. 상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은 6.25(±3.72) ,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우

울은 6.90(±3.98) 이었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상자의 월 평균 소

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우울은 6.92(±3.63) , 2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인 경

우 우울은 6.98(±4.21) , 400만원 과인 경우 우울은 5.48(±3.87) 이었으나 역

시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상자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은

6.51(±3.75) 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7.26(±4.27) ) 보다 우울 정도가

낮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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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SFGDS

Mean(±SD) t or F p

Gender Male 6.79(±3.80)
.176 .861

Female 6.66(±4.04)

Age(year) < 65 6.60(±4.00)
-.342 .733

≥ 65 6.84(±3.85)

Marital Status Married 6.83(±3.92)
.657 .513

Others 6.20(±3.87)

Living with Family 6.65(±3.98)
-.751 .454

Alone 7.67(±2.87)

Educational Level Elementary 7.56(±3.68)

1.251 .294
Middle 6.00(±3.66)

High 7.55(±4.10)

College 6.19(±3.83)

Employment Status Employed 6.25(±3.72)
-.802 .424

Non-employed 6.90(±3.98)

Monthly Income < 2 million won 6.92(±3.63)

1.333 .2682 - 4 million won 6.98(±4.21)

> 4 million won 5.48(±3.87)

Religion Yes 6.51(±3.75)
-.957 .340

No 7.26(±4.27)

Table 4. Depress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20)

†Scheffe test
*p<.05, **p<.01, ***p<.001

SFGDS=Short Form Geriatric Depression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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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자의 질병 련 특성에 따른 우울

상자의 질병 련 특성에 따른 우울은 <Table 5>와 같다. 유병기간이 60개월

미만인 경우의 우울은 6.96(±3.68) , 60개월 이상 120개월 이하인 경우의 우울은

6.62(±4.39) , 120개월 과인 경우의 우울은 6.43(±3.78) 이었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복약 순응도 동기가 낮을 때의 우울은 8.07(±3.68) , 동기가 높을 때의 우울은

6.33(±3.90) 이었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41). 복약 순응도 지

식이 낮을 때의 우울은 6.80(±3.75) , 지식이 높을 때의 우울은 6.71(±3.95) 을

나타냈지만 이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수면의 질이 80 미만인 경

우의 우울은 8.29(±4.21) , 80 이상 110 이하인 경우는 6.74(±3.73) , 110

과인 경우는 5.19(±3.38) 으로 수면의 질 정도에 따라 우울의 차이가 있었다

(p=.006). 피로가 40 미만인 경우의 우울은 5.00(±3.40) , 40 이상 60 이하

인 경우는 6.65(±3.95) , 60 과인 경우는 9.12(±3.24) 으로 피로의 정도에 따

라 우울의 차이가 있었다(p<.001).

SEADL이 80% 미만일 때 우울은 8.10(±4.23) , 80% 이상일 때는 6.29(±3.72)

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따라 우울의 차이가 있었다(p=.028). IADL이 15 미

만인 경우 우울은 8.17(±4.17) , 15 이상인 경우는 6.24(±3.72) 으로 도구 일

상생활 수행능력에 따라 우울의 차이가 있었다(p=.019). 조사시 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낙상을 경험한 경우 우울은 7.15(±4.13) , 낙상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 우

울은 6.46(±3.76) 이었으나 이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지각된 건강

상태가 ‘좋다’라고 느낄 때 우울은 5.60(±3.60) , ‘보통이다’라고 느낄 때 우울은

5.52(±3.58) , ‘나쁘다’라고 느낄 때의 우울은 9.02(±3.54) 으로 나타났고 이 차이

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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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SFGDS

Mean(±SD) t or F p

Disease Duration(month) < 60 6.96(±3.68)

.192 .82660 - 120 6.62(±4.39)

> 120 6.43(±3.78)

Onset Age(year) < 50 6.00(±3.97)

.713 .49250 - 70 7.01(±3.89)

> 70 6.76(±3.96)

Medication Adherence(motivation) Low motivation 8.07(±3.68)
2.066 .041*

High motivation 6.33(±3.90)

Medication Adherence(knowledge) Low knowledge 6.80(±3.75)
.079 .937

High knowledge 6.71(±3.95)

PDSS < 80a 8.29(±4.21)

5.32980 – 110b 6.74(±3.73) .006**

> 110c 5.19(±3.38) (a>c)†

PFS-16 < 40a 5.00(±3.40)

8.86540 - 60b 6.65(±3.95) <.001***

> 60c 9.12(±3.24) (a,b<c)†

Table 5. Depression by disease related characteristics

(N=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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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SFGDS

Mean(±SD) t or F p

SEADL < 80 8.10(±4.23)
2.218 .028*

≥ 80 6.29(±3.72)

IADL < 15 8.17(±4.17)
2.379 .019*

≥ 15 6.24(±3.72)

Experiences of Falls Yes 7.15(±4.13)
.944 .347

No 6.46(±3.76)

Perceived Health Status Gooda 5.60(±3.60)

12.960Fairb 5.52(±3.58) <.001***

Badc 9.02(±3.54) (a,b<c)†

Table 5. Depression by disease related characteristics (continued)

(N=120)

†Scheffe test
*p<.05, **p<.01, ***p<.001

SFGDS=Short Form Geriatric Depression Scale, PDSS=Parkinson's Disease Sleep Scale, PFS-16=Parkinson Fatigue Scale,

SEADL=Schwab and Engl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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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자의 불확실성, 우울 간의 상 계

상자의 불확실성, 우울, 질병 련 특성 간의 상 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우울은 불확실성과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를 보여

(r=.464, p<.001),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우울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지각된 건강상태(r=.378, p<.001), 복약 순응도 동기측면(r=-.227,

p=.013), 수면의 질(r=-.343, p<.001), 피로(r=.378, p<.001), 일상생활 수행능력

(r=-.248, p=.006), 도구 일상생활 수행능력(r=-.263, p=.004)와 유의한 상 계

를 보여 지각된 건강상태와 피로가 악화될수록 우울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복약순응도 동기와 수면의 질이 좋아질수록,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도구 일

상생활 수행능력이 높아질수록 우울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33 -

MUIS SFGDS PHS MED_A(m) PDSS PFS-16 SEADL IADL

MUIS 1

SFGDS .464*** 1

PHS .243** .378*** 1

MED_A(m) -.225* -.227* -.036 1

PDSS -.361*** -.343*** -.234* .151 1

PFS-16 .354*** .378*** .331*** -.115 -.529*** 1

SEADL -.258** -.248** -.251** .191* .522*** -.372*** 1

IADL -.269** -.263** -.260** .184* .498*** -.344*** .874*** 1

Table 6. Correlation between uncertainty and depression

(N=120)

*p<.05, **p<.01, ***p<.001

PHS=Perceived Health Status, MED_A(m)=Medication Adherence(motivation), PDSS=Parkinson's Disease Sleep Scale, PFS-16=Parkinson Fatigue

Scale, SEADL=Schwab and Engl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MUIS=Mishel Uncertainty in Illness

Scale, SFGDS=Short Form Geriatric Depression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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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자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변수

상자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 유의하

게 검증된 변수인 불확실성, 지각된 건강상태, 피로, 복약순응도 동기측면, 도구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7>

과 같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 다 공선성 문제 확인을 해 공선성 통계량을

분석하 다. 그 결과 공차는 최소 .835에서 최 .921로 모든 값이 .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의 범 는 최소 1.086에서 최 1.197로 모

든 값이 10 미만으로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Durbin-Watson 통계량은 2.200으로 나타나 자기 상 의 문제는 없었다.

이 회귀모델에 의하면 불확실성이 높을수록(β=.326, p<.001), 피로가 심해질수

록(β=.218, p=.009) 상자의 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건강상

태가 나쁜 것에 비해 보통인 경우 우울이 낮아졌다(β=-.233, p=.004). 회귀모델에

포함된 세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우울을 31.8% 설명하 다(R2=.318, Adjusted

R2=.300, F=17.994,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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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ression

Characteristics B S.E β t p

(Constant) -4.903 2.523 -1.943 .054

Uncertainty .098 .025 .326 3.885 <.001

PHS(fair) -1.834 .629 -.233 -2.915 .004

(Reference:bad)

Fatigue .062 .023 .218 2.643 .009

R2=.318, Adjusted R2=.300, F=17.994, p<.001

Table 7.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N=120)

PHS=Perceived Health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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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자의 성별 구분에 따른 우울에 향을 미치는 변수

상자 집단별 우울의 향요인을 확인해보고자 상자의 성별 구분에 따라

유의하게 검증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시행해 보았다. 남자

상자는 불확실성, 지각된 건강상태, 피로, 그리고 여자 상자는 불확실성, 도구

일상생활 수행능력, 지각된 건강상태, 피로가 각 회귀모델에서 독립변수로 선정되

었다. 다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8>, <Table 9>와 같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 다 공선성 문제 확인을 해 공선성 통계량을 분석

하 다. 남자 상자의 경우 공선성 통계량 공차는 해당 값 모두 .949로 수치

가 .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는 해당 값 모두 1.054로 수치가 10 미만으로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2.050으로 나타나 자기 상 의

문제 역시 없었다. 이 회귀모델에 의하면 남자 상자는 피로가 높을수록(β=.351,

p=.003), 불확실성이 높을수록(β=.343, p=.004) 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델에 포함된 두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우울을 29.6% 설명하 다

(R2=.296, Adjusted R2=.271, F=12.166, p<.001).

여자 상자의 경우 공선성 통계량 공차는 최소 .864에서 최 .967로 모든

값이 .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의 범 는 최소 1.034에서 최 1.157로 모든 값

이 10 미만으로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2.225로

나타나 자기 상 의 문제 역시 없었다. 이 회귀모델에 의하면 여자 상자는 불확

실성이 높을수록(β=.371, p=.002) 우울이 높아졌고, 도구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좋아질수록(β=-.272, p=.014), 지각된 건강상태가 나쁜 것에 비해 보통인 경우(β

=-.250, p=.031) 우울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델에 포함된 세 독립변

수들이 종속변수인 우울을 39.1% 설명하 다(R2=.391, Adjusted R2=.358,

F=11.78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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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ression

Characteristics B S.E β t p

(Constant) -9.291 3.663 -2.537 .014

Fatigue .101 .033 .351 3.104 .003

Uncertainty .110 .036 .343 3.034 .004

R2=.296, Adjusted R2=.271, F=12.166, p<.001

Depression

Characteristics B S.E β t p

(Constant) 5.598 4.844 1.156 .253

Uncertainty .106 .032 .371 3.281 .002

IADL -.499 .196 -.272 -2.542 .014

PHS(fair) -2.042 .923 -.250 -2.212 .031

(Reference:bad)

R2=.391, Adjusted R2=.358, F=11.780, p<.001

Table 8.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male subjects

(N=61)

Table 9.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female subjects

(N=59)

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PHS=Perceived Health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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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자의 연령 구분에 따른 우울에 향을 미치는 변수

상자 집단별 우울의 향요인을 확인해보고자 상자의 연령 구분에 따라

유의하게 검증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시행해 보았다. 65세 미

만의 상자는 불확실성, 지각된 건강상태, 피로, 도구 일상생활 수행능력, 그리

고 65세 이상의 상자는 불확실성, 수면의 질, 도구 일상생활 수행능력, 지각된

건강상태, 복약순응도 동기측면, 종교여부가 각 회귀모델에서 독립변수로 선정되었

다. 다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10>, <Table 11>과 같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 다 공선성 문제 확인을 해 공선성 통계량을 분석

하 다. 65세 미만 상자의 경우 공선성 통계량 공차는 최소 .884에서 최

.977로 모든 값이 .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의 범 는 최소 1.024에서 최

1.131로 모든 값이 10 미만으로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Durbin-Watson 통

계량은 2.299로 나타나 자기 상 의 문제 역시 없었다. 이 회귀모델에 의하면 65

세 미만의 상자는 불확실성이 높을수록(β=.462, p<.001) 우울이 높아졌고, 지각

된 건강상태가 나쁜 것에 비해 보통인 경우(β=-.410, p=.001), 나쁜 것에 비해 좋

은 경우(β=-.289, p=.012) 우울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델에 포함된

세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우울을 41.6% 설명하 다(R2=.416, Adjusted

R2=.383, F=12.571, p<.001).

65세 이상 상자의 경우 공선성 통계량 공차는 해당 값 모두 .790으로 수

치가 .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는 해당 값 모두 1.266으로 수치가 10 미만이기

때문에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2.268로 나타나 자

기 상 의 문제 역시 없었다. 이 회귀모델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상자는 불확실

성이 높을수록(β=.306, p=.017) 우울이 높아졌고 수면의 질이 좋아질수록(β=-.295,

p=.021) 우울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델에 포함된 두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우울을 26.3% 설명하 다(R2=.263, Adjusted R2=.238, F=10.70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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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ression

Characteristics B S.E β t p

(Constant) -4.926 3.291 -1.497 .140

Uncertainty .138 .032 .462 4.347 <.001

PHS(fair) -3.293 .897 -.410 -3.673 .001

(Reference:bad)

PHS(good) -4.485 1.724 -.289 -2.602 .012

(Reference:bad)

R2=.416, Adjusted R2=.383, F=12.571, p<.001

Depression

Characteristics B S.E β t p

(Constant) 2.432 4.927 .494 .623

Uncertainty .092 .037 .306 2.452 .017

Quality of sleep -.049 .021 -.295 -2.364 .021

R2=.263, Adjusted R2=.238, F=10.700, p<.001

Table 10.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subjects aged under 65

(N=57)

PHS=Perceived Health Status

Table 11.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subjects aged over 65

(N=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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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킨슨병 환자의 불확실성을 악하고, 그들의 비운동성 증상 가

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우울에 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기 해서 실시되었다.

한국어 MUIS(Chung et al., 2005)를 이용하여 측정한 킨슨병 환자 120명

의 불확실성 평균 수는 165 만 에 99.03(±13.04) 으로 나타났다. 킨슨병을

상으로 불확실성 측정에 한 기존 연구는 없으나, 동일 도구를 사용하여 불확

실성을 측정한 다른 만성질환 선행 연구에서의 평균 수를 살펴보면 차경숙 등

(2012)의 암환자( 암, 폐암, 직장암) 연구에서 94.22(±14.26) , 미 등(2014)의

당뇨병성 족부질환자의 연구에서 97.34(±11.55) 으로 나타났다. 이는 완치 방법이

없는 킨슨병 환자가 증상 리를 해 킨슨병 약물을 투약하는 과정 에 언

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부작용 때문에 지각할 수 있는 불확실성 정도가 암환

자와 당뇨병성 족부질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지각할 수 있는 불확실성 정도보다

높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완치가 어려운 만성질환자의 불확실성을 이기 한 재를 시행하기 해서

는 시기와 방법이 요하다고 선행연구에서 밝힌바 있다. Mishel 등(2002)은 항암

치료로 인해 래되는 증상을 측하기 어렵고 그에 한 정보도 부족하기 때문

에 불확실성을 겪기 쉬운 립선 암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불확실성은 질

병 과정 에 완 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유병 기간 기에 질병에 한 불확

실성을 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하다고 강조하 다. 킨슨병 환

자를 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유병 기간이 60개월 미만인 경우 불확실성은 평균

98.83(±12.60) , 60개월 이상 120개월 이하인 경우 불확실성은 평균 100.46(±13.23)

, 그리고 120개월 과인 경우 불확실성은 평균 97.60(±13.81) 으로 나타났다.

유병 기간이 60개월 미만일 때가 120개월을 과했을 때에 비해 불확실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로 미루어 보아, 킨슨병 환자의 경우도 유병 기간 기에 질병에

한 불확실성을 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하다고 사료된다.

Shin 등(2015)은 16명의 킨슨병 환자를 상으로 시행한 질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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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참가자의 81.3%가 정해진 복약 이행을 하지 않고 있음을 발견 하 다. 그 이유

하나로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자는 킨슨병 약물에 한

주기 인 교육과 상담이 약물의 부작용에 해 두려워하는 킨슨병 환자에게 필

요하다고 강조하 다. 이러한 방법은 킨슨병 환자의 불확실성을 여주는데 기

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만성질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치료

과정에 한 정보를 의료진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혹은 환자 자조 그룹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이 상자의 불확실성을 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를 들어

유방암 환자에 한 연구에서(n=244, 평균 연령 64세), 상자에게 치료과정에

한 부작용에 해 자세히 설명한 결과 그들의 질병 처기술이 향상되어 불확실

성을 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 다. 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

한 연구에서(n=462, 평균 연령 59세), 질병 련 자조모임이나 질병 교육 로그

램의 참여를 통해 불확실성 애매 모호성을 일 수 있었다고 보고 하 다(Gil

et al., 2006; Hoth et al., 2014).

본 연구 결과 질병 련 특성 복약순응도 동기측면, 수면의 질, 피로, 일상생

활 수행능력, 도구 일상생활 수행능력, 지각된 건강상태에 따른 우울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우울은 불확실성과 유의한 정 상 계를 나타내었다. 이

는 킨슨병 환자의 질병 련 특성이 그들의 우울 상태를 잘 반 한다는 것을 보

여주었다. 최종 으로,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 지각된 건강상태, 피로가 킨슨병

환자의 우울에 미치는 향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Table 7>에 의하면 회귀모

델에서 세 독립변수 불확실성(β=.326, p<.001), 지각된 건강상태(β=-.233,

p=.004), 피로(β=.218, p=.009) 순으로 종속변수인 우울에 한 설명력의 크기를 나

타냈다. 한편 하루 평균 3.6개의 킨슨병 약물을 복용하는 킨슨병 환자를 상

으로 한 Richy 등(2013)의 연구에서는(n=15,846, 평균 연령 73세), 우울이 복약 순

응도의 향요인임을 밝히면서 우울한 상자 일수록 그들에게 처방된 약물의 복

약 순응도가 떨어진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상자가 하루 평균 몇 개의

킨슨병 약물을 복용하는지 조사하지 못하 기 때문에 의 연구 결과를 그 로

용 하는데 제한이 있다. 그러나 우울이 킨슨병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떨어뜨

린다는 의 연구 결과는 킨슨병 환자의 질병 리를 해서 그들의 우울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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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을 시사한다.

불확실성은 기존 연구에서 킨슨병 환자 우울의 향요인으로 제시된 이

없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향요인 가장 큰 설명력을 지니고 있는 변수인 것으

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상자를 성별과 나이로 나 어 다시 다 선

형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남자와 여자 그리고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의 상자

모두에서 불확실성은 유의한 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킨슨병 환자의 우울

을 리하기 해서는 성별과 연령을 불문하고 불확실성 재가 매우 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남자 상자 61명의 불확실성 평균 수는

100.25(±11.83) , 여자 상자 59명의 불확실성 평균 수는 97.76(±14.16) , 65세

미만 57명의 불확실성 평균 수는 99.42(±13.36) , 65세 이상 63명의 불확실성

평균 수는 98.67(±12.83) 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에 비해 남자, 그리고 65세

이상에 비해 65세 미만의 킨슨병 환자가 지각하는 불확실성이 더 높을 수 있음

을 보여 다. 반복 연구를 통해 성별과 연령에 따른 불확실성 차이를 확인할 필요

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 드러난 상자 집단 별 불확실성의 차이는 향후 킨슨병

환자의 불확실성 재 시 어떤 상자에게 우선순 가 있는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지각된 건강상태는 우울의 향요인 두 번째로 큰 설명력을

지니고 있는 변수 다. 킨슨병 환자의 우울에 미치는 향요인으로 지각된 건강

상태를 제시한 선행 연구는 없으나, Meesters 등(2014)이 척추 염

(spondyloarthritis) 환자를 상으로 우울의 향요인으로 피로와 지각된 건강상태

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는 지각된 건강상태가 완치가 어려운 만성질환자의 우울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가 될 수 있다. 킨슨병 환자의 지각된

건강상태를 개선하기 해서는 효과 인 재를 통해 상자의 교정 가능한 건강

지표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킨슨병 환자의 비운동성 재 하나인 운동요

법이 이를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를 들어 Gao 등(2014)은 주 3회, 60분/회,

총 12주 동안 진행된 태극권(Tai Chi) 재를 40세 이상의 킨슨병 환자를 상

으로 시행하 다. 한 Combs 등(2013)은 주 2회, 90분/회, 총 12주 간 진행된 복

싱을 목한 유산소 운동 재를 21세 이상의 킨슨병 환자를 상으로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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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두 연구 결과 모두 낙상 방에 필수 요소인 Berg Balance Scale(BBS)로

측정한 균형 감각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피로가 킨슨병 환자 우울의 향요인으로 드러났다.

아직 킨슨병 환자 피로의 발생기 을 명확하게 밝힌 연구는 없지만 선행 연구

에서는 피로가 카테콜라민의 감소와 련이 있다고 설명하 다. 실제로 도 민의

감소가 발병 요소인 킨슨병 환자의 40%-70% 정도에서 피로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 피로를 지니고 있는 킨슨병 환자들은 체로 우울 증상을 동시에 호

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하 다(Berardelli et al., 2012; Friedman, Abrantes, &

Sweet, 2011). 하지만 그간 킨슨병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피로가 우울

의 향요인으로 드러난 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독립변수로서 피로가 제시된

도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계를 반 로 제시한 경

우는 있었다. 킨슨증후군을 제외한 평균 연령 61세의 킨슨병 환자를 상으로

한 김성렬 등(2011)의 연구에서는 킨슨병 환자의 피로에 미치는 향요인 하

나로 우울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킨슨증후군이 아닌 킨슨병 환자만을 상

으로 한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해보면 킨슨병 환자에게 피로와 우울은 높은 상

계를 지니고 있으며, 더 나아가 상호간 인과 계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김성렬 등(2011)의 연구는 피로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 갑상선 질환, 당뇨나 심장질환 등의 만성질환을 함께 지니고 있는 상자를

제외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킨슨병 환자가 이 병 외의 다른 어떤 만성질환을

지니고 있는지 조사하지 못하 기 때문에 만성질환이 동반된 상자를 제외하지

못하 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비교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킨슨병 환자 우울의 향요인으로 그간 빈번하게 제시되었던 수면의 질 자체보

다는 낮 시간 동안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주는 피로가 그들의 우울에 더 큰 향

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65세 이상의 킨슨병

환자의 경우는 여 히 수면의 질이 우울의 향요인임을 고려해 볼 때, 반복 연구

를 통해 상자의 나이에 따라 우울의 향요인으로서 피로와 수면의 질이 어떻

게 작용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 이 있었다. 첫째, 일개 학병원의 외래 환자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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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그룹인 한 킨슨병 회 회원 상자를 편의 표출했기 때문에 연구결과

를 일반화 하는데 신 을 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참여한 상자의 부분이 자립

으로 보행이 가능한 낮은 단계의 킨슨병 환자 기 때문에 다양한 증도의

환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실은 기존 연구에서 킨슨병 환자의 우울의

향요인으로 소개된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본 연구에서 최종 회귀모델에 포함되

지 못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SEADL과 IADL의 정도에 따라 우울 수가 유

의하게 차이가 났으나 향요인으로 채택이 안 된 이유는 상자의 부분이 비

교 양호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지니고 있고 수 분포가 부분 비슷한 역

에 몰려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가 보고에 의한 설문을 바탕으로 했

기 때문에 상자의 증상 진술에 객 성이 떨어질 수 있다. Hammarlund 등(2012)

은 자가 보고와 의료진에 의한 검사 수치는 같은 증상에 해서도 다른 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상호 비교하면 보다 더 객 인 검사를 가

능하게 해 다고 하 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상자의 운동성, 비운동성 증상

을 측정 시 환자의 자가 보고와 Hoehn & Yahr stage와 Unified Parkinson’s

Disease Rating Scale(UPDRS)과 같은 의료진이 제시한 검사 수치를 모두 사용할

필요가 있다.

몇 가지 단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킨슨병 환자의 불확실성을 악하고,

불확실성이 우울의 향요인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힌 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

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킨슨병의 비운동성 증상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

는 우울을 효과 으로 리하기 해서는 불확실성, 지각된 건강상태, 피로를 개선

시킬 수 있는 재를 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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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킨슨병 환자의 불확실성, 우울의 정도와 상 계, 그리고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5년 3월 15일부터 2015년 5월 4일까지 서울시 소재

일개 학교 부속병원 신경과 외래와 한 킨슨병 회 행사에서 연구에 한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자발 으로 동의한 120명의 설문지 작성을 통해 이루어

졌다. 연구도구는 복약 순응도를 측정하기 해 MMS, 운동성 증상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측정하기 해 SEADL과 IADL, 비운동성 증상 수면의 질과 피로

정도를 측정하기 해 PDSS와 PFS-16, 불확실성 정도를 측정하기 해 MUIS,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해 SFGDS를 사용하 다. SPSS 20.0 program을 이용하

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 상 계수, 다 선

형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상자의 평균 나이는 65.01(±9.08)세 으며 그 61명(50.8%)이 남성이었다.

재 결혼 상태가 기혼인 상자는 100명(83.3%) 으며 나머지 20명(16.7%)은 이

혼·별거 사별하 다. 혼자 살고 있는 상자는 9명(7.5%)이었고, 상자 97

명(80.8%)이 고졸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었다. 재 무직인 상자는 88명

(73.3%)이었고 체 상자 92명(76.7%)이 400만원 이하의 월수입이 있었다.

상자 85명(70.8%)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2. 상자의 질병 련 특성에서 킨슨병의 평균 유병기간은 85.55(±75.17)개월,

평균 발병나이는 57.94(±11.88)세로 나타났다. 상자 93명(77.5%)은 높은

복약 순응도 동기를 지니고 있었으며, 상자 105명(87.5%)은 높은 복약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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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도 지식을 지니고 있었다. 0 부터 150 의 수분포를 나타낼 수 있으며 낮

은 수일수록 낮은 수면의 질을 나타내는 PDSS의 평균은 93.39(±24.13) , 16

부터 80 의 수분포를 나타낼 수 있으며 높은 수일수록 심한 피로 상태

를 나타내는 PFS-16의 평균은 48.58(±13.76) 으로 나타났다. 최 치가 100%

인 SEADL의 평균은 82.50(±13.24)%, 최 치가 18 인 IADL의 평균은

15.95(±2.73) 으로 나타났다. 상자 46명(38.3%)은 조사 시 으로부터 6개

월 이내에 낙상을 경험한 이 있었다. 상자 10명(8.3%)이 지각된 건강상

태가 좋다고 하 고, 69명(57.5%)는 보통, 41명(34.2%)은 나쁘다고 응답하 다.

3. MUIS로 측정한 상자의 불확실성은 165 만 에 평균 99.03(±13.04) 이었다.

불확실성의 네 가지 하 역 애매 모호성의 평균은 65 만 에

44.78(±7.15) , 복잡성의 평균은 35 만 에 17.73(±3.11) , 불일치성의 평균은

35 만 에 19.35(±3.73) , 불 측성의 평균은 25 만 에 14.55(±3.22) 이었

다. SFGDS로 측정한 우울은 15 만 에 평균 6.73(±3.91) 이었고, 5 이상으

로 우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상자는 81명(67.5%)이었다.

4. 성별, 연령, 결혼 상태, 동거자 유무, 교육 정도, 직업 유무, 월평균 소득, 종교에

따른 상자의 우울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5. 유병기간, 킨슨병 발병나이, 복약 순응도 지식, 낙상 여부에 따른 상자의 우

울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복약 순응도 동기 측면에 따른 우울은

동기가 낮을 때 평균 8.07(±3.68) , 동기가 높을 때 평균 6.33(±3.90) 으로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41). 수면의 질에 따른 우울은 PDSS가

80 미만일 때 평균 8.29(±4.21) , 80 에서 110 사이일 때 평균 6.74(±3.73)

, 110 과일 때 평균 5.19(±3.38) 이었고, PDSS 수가 80 미만의 상

자 군과 110 과 상자 군 간에 우울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 다

(p=.006). 피로에 따른 우울은 PFS-16이 40 미만일 때 평균 5.00(±3.40) , 40

에서 60 사이일 때 평균 6.65(±3.95) , 60 과일 때 평균 9.1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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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고, PFS-16 수가 40 미만의 상자 군과 60 과 상자 군 간 우울

의 차이와, 40 에서 60 사이일 때의 상자 군과 60 과 상자 군 간 우

울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1). SEADL에 따른 우울은 80 미만

일 때 평균 8.10(±4.23) , 80 이상일 때 평균 6.29(±3.72)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28). IADL에 따른 우울은 15 미만일 때 평균

8.17(±4.17) , 15 이상일 때 평균 6.24(±3.72)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냈다(p=.019). 지각된 건강상태에 따른 우울은 좋을 때 평균 5.60(±3.60)

, 보통일 때 평균 5.52(±3.58) , 나쁠 때 평균 9.02(±3.54) 이었고, 좋을 때와

나쁠 때 상자 군 간 우울의 차이와, 보통일 때와 나쁠 때의 상자 군 간 우

울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1).

6. 우울은 복약 순응도 동기측면(r=-.227, p=.013), 수면의 질(r=-.343, p<.001), 피로

(r=.378, p<.001), 일상생활 수행능력(r=-.248, p=.006), 도구 일상생활 수행능

력(r=-.263, p=.004), 지각된 건강상태(r=.378, p<.001), 그리고 불확실성(r=.464,

p<.001)과 유의한 상 계를 보여 복약순응도 동기가 좋아질수록 수면의 질이

좋아질수록, 피로 정도가 낮아질수록,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도구 일상생활 수

행능력이 높아질수록,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아질수록, 그리고 불확실성이 어

들수록 우울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우울을 종속변수로 하고 복약 순응도 동기측면, 피로, 도구 일상생활 수행능

력, 지각된 건강상태, 불확실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우울에 하여 불확실성(p<.001), 지각된 건강상태(p=.004), 피로(p=.009)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이 회귀모델은 우울을 31.8% 설명하 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킨슨병 환자의 불확실성과 우울을 악하 으며

그들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 다. 따라서 킨슨병 환자의 우울

을 낮추기 해서는 불확실성과, 지각된 건강상태, 그리고 피로에 한 효과 인

간호 재 로그램의 개발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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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 결과, 성별과 연령에 계없이 킨슨병 환자의 불확실성이 우울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한 기존 연구를 통해 킨슨병 환자 복약

순응도의 향요인 우울이 존재함을 확인하 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불확실성과 복약 순응도의 계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불확실성·우

울·복약 순응도의 상호 계를 악하기 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킨슨병

환자의 질병 리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복약 순응도를 높이기 해 필

요한 기 작업이 될 것이다.

2. 본 연구의 외 타당도를 높이기 해 보다 다양한 일반 ·질병 련 특성을 지

니고 있는 킨슨병 환자를 바탕으로 우울의 향요인을 조사하기 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3. 간호 실무에서 킨슨병 환자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불확실성이 다를 수 있음

을 고려하여 이를 낮출 수 있는 불확실성 간호 재 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다. 로그램의 용은 킨슨병 환자의 유병기간 기에 시행 하는 것이

효과 일 것으로 보이며 질병 과정 상자의 심에 따라 한 주제를 선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를 들어 진단 기의 상자는 병에 한 정보

가 부족해서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투약으로 인해 발생

하는 부작용이나 상하지 못한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운동성 증상

때문에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상자의 성별과 연령 혹은 유병 기

간에 따른 맞춤형 불확실성 간호 재 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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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심의 원회 심의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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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상자 설명문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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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생으로, 석사학위논문을 위해 현재 파킨슨병 환자의 불

확실성과 우울 정도를 파악하고 파킨슨병 환자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연구의 제목은 “파킨슨병 환자의 불

확실성 및 우울”입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파킨슨병 환자의 비운동성 증상 중 가장 빈번히 발생

하는 우울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을 위한 

소중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오니,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응답해주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순수한 연구목적을 위한 자료

로만 사용될 것이므로 절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에 응답하는데 약 15-20분의 시간이 소요되며 중단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

니다.

2015년 4월

* 연구자: 안 상 우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 연락처: 010-****-****

* 지도교수: 이 주 희 교수

부록 3. 상자 설문지

NO. - □□□

조사일시: ___________

조사장소: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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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연구도구 사용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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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certainty and depression in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Ahn, Sangwoo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Backgrounds: As population ages in modern society, the number of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PD) and medical costs derived from it are predicted

to grow. Patients with PD are likely to have uncertainty regarding illness

management due to the fact that not only do dopaminergic medications cause

unexpected side effects such as, inconsistent efficacy period, dystonia, and

dyskinesia, but there is also no complete cure for PD. Like the cases of other

refractory chronic diseases, depression, which is the most prevalent non motor

symptom in PD, can function as a predictor of low medication adherence.

Purposes: This descriptive survey study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degree

of uncertainty, as well as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in PD patients.

Method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patients visiting the neurology

outpatient department of a tertiary hospital in Seoul and events managed by

the Korean Parkinson Disease Association from March 2015 to May 2015. A

total of 120 subjects agre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Data includes general

characteristics, disease related characteristics, uncertainty, and depression.

Disease related characteristics were measured using Modified Mori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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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MMS) for medication adherences, Parkinson’s Disease Sleep Scale(PDSS)

for quality of sleep, Parkinson Fatigue Scale(PFS-16) for fatigue, Schwab and

Engl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Score(SEADL) for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Scale(IADL) for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Uncertainty and depression were measured with

Mishel Uncertainty in Illness Scale(MUIS) and Short Form Geriatric Depression

Scale(SFGDS), respectively.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by SPSS 20.0 program.

Results: The mean age of the subjects was 65.01(±9.08) and 50.8% of them

were male. The mean scores of uncertainty and depression were 99.03(±13.04)

and 6.73(±3.91), respectively. Among total subjects, 67.5% of them represented

point higher than five, the cut-off score in depression. The differences of

depression score by medication adherence(motivation), quality of sleep, fatigue,

activities of daily living,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perceived

health statu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lso, uncertainty and depression were

positively correlated. Multiple linear regression showed that uncertainty(β=.326,

p<.001), perceived health status(β=-.233, p=.004), and fatigue(β=.218, p=.009)

were predictive factors for depression in patients with PD.

Conclusions: Depression in patients with PD was associated with uncertaint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nterventions dealing with uncertainty,

perceived health status, and fatigue are needed to manage depression well in

patients with PD. Health care providers including nurses may enhance

medication adherence, the cardinal element for PD managements, by lowering

depression of patients with PD through proper interventions stat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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