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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1990년에 71.3세였

으며 2000년에는 74.3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다.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비율은 2000년에는

7%, 2020년에는 14%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보

이며1) 농촌의 경우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이농현

상으로 노인인구의 비율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1).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들의 질병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노인들에서 우울증

은 흔한 정신장애로2) 지역사회 노인들의 경우 주요

우울증은 3%, 우울증상의 유병률은 15%에 이를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차의료 영역에서 남성 노인

의 24%가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우울 증상이 있으

며, 10%는 주요우울증을 갖고 있지만 1%만이 치료

를 받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3). 우리 나라의 경우 한

연구에서 비 진단적 선별검사도구를 이용한 경도

이상의 우울 증상을 갖는 사례성 유병률은 47%까

지 보고하고 있다4). 따라서 지역사회 노인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지역사회 정신보건

체계가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시기에 있고,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과 노인 건강 관리법을 통한 국

가차원에서의 노인질환의 관리 방침은 향후 우리

나라 노인정신보건정책의 방향을 크게 바꾸어 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주민들의 정신보건과 노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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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부응하기 위한 노인 정신 보건사업은 필수적이며

우울증의 효율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해선 우울증의

유병률, 관련요인, 발생원인, 기전 등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

우울증은 사고, 식사, 수면, 감정, 대인관계, 만족

감의 경험, 자율성 등에 나쁜 영향을 주어 환자 및

가족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된다. 또한 다른 사회적

신체적 기능을 악화시켜 신체질환이 있는 노인에게

우울증이 발병하면 기능장애와 통증이 과장되며,

동기저하, 치료에의 순응도 저하 등이 나타나 회복

이 지연된다2,5,6). 우울증은 사망률7), 다른 질병에의

이환율8), 사회적, 신체적 기능을 악화시키며 높은

자살률9) 및 죽고싶은 생각10), 삶의 질 저하11), 의료

기관 방문횟수 증가, 의료비용증가12)와 관련이 있

다.

우울증은 효과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질환이나

높은 유병률에도 불구하고 잘못 진단되거나, 진단

되지 않은 채 지내게 되는 경우가 많다13). 우울증이

제대로 진단되지 못하는 데에는 많은 요인들이 관

련되어 있는데 첫째, 노인에서의 우울 증상을 의사

및, 가족, 환자 자신들이 정상적인 노화 현상으로

여기기 때문이다2). 둘째, 노년기 우울증에서의 정신

병리학이 청장년기 우울증과 다르기 때문인데 노인

들은 우울함이나 감정장애를 호소하기보다는 수면

장애, 두통, 위장관 증세, 피로감 등의 신체질환을

주소로 의료진을 찾는 경우가 많으며14) 표현하는

양상이, 여러 유형의 동통, 기능의 소실 등 매우 다

양하다15). 셋째, 노년기 우울증의 증상을 보이는 파

킨슨병, 알쯔하이머형 치매 등 여러 가지 기질성 뇌

한 지역사회 노인의 우울과 관련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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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과의 감별진단이 어려우며2) 넷째, 노인들은 신

체질환을 흔히 동반하게 되는데 이들 질환이 흔히

우울증과 관련이 되어 있다15). 다섯째, 노년기에는

애도반응을 동반한 상실, 이에 따른 사회적 고립이

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울증은 흔히 다른 질환

을 배제해나가다 남는 질환이 되는 경우가 흔하며

우울증 자체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에 의

한 증상을 치료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된다. 우울증

을 제대로 진단해내지 못하면 치료 또한 제대로 이

루어질 수 없는데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일차진료

영역에서 우울증의 약 50%가 진단되고 있지 않으

며, 진단이 되더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는 경우는

10% 정도일 뿐이라고 한다13).

우울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나이, 성별, 결혼상태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16), 신체질환17), 인지기능
18,19)이 거론되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지역사

회를 중심으로 한 우울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

여 지역사회를 중심의 노인정신보건 사업계획 및

실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노인의 우울과 관

련된 요인을 분석하여 지역사회 노인정신건강관리

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노인의 우울

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밝혀 우울 환자 및 고 위험군

노인들에 대한 치료, 상담, 교육, 등록사업 등의 효

과적인 중재를 통해 노인들의 건강유지 및 증진과

지역사회 노인 건강관리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고

자 함이다.

대상 및 방법

1 . 연구기간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단면연구로 경기도 광주군에 거주하

고 있는 60세 이상의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1997

7. 14부터 7. 24.까지 11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광주군은 행정상 8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지역의 전체 노인 인구는 양력 생일 1937년 12

월 31일 이전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8,963명

이었다.

표본의 추출은 행정상 및 적용상의 편의를 고려

하여 2단계 집락표본추출(cluster sampling)을 하였

다. 1단계는 노인 정신 건강센터와 보건소를 중심

으로 노인들이 자유롭게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

정거리를 고려하여 1개 읍과 1개 면을 추출하였고

2단계로는 추출된 1개 읍과 면의 55개리 중 26개

리를 무작위 추출하여 이 지역의 노인정 및 종교 단

체 등 노인들의 주요 활동영역을 중심으로 조사하

였다. 조사 대상지역인 광주읍, 오포면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군 노인인구의 31.6%인 2,830명

으로 조사 기간동안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은 총

301명으로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2 . 연구도구

미리 작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원에 의한

일대일 개인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사용된 도

구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

성별, 나이, 학력, 한글 판독 여부, 결혼 상태, 한

달 평균 수입 및 지출, 종교, 거주 형태, 가구형태

2) MMS E- K (Mini- mental S tatus Ex ami-

nation, Korean Vers ion)

12문항 총 3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남

력, 기억등록, 기억 회상, 주의 집중 및 계산, 언어

기능, 이해 및 판단 등 6개 항목에 12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총 30점 만점이다. MMSE에서는 26점

이상 normal, 19-25점은 suspicious cognitive

decline, 18점 이하는 dementic으로 되어 있으나 한

국판에서는 24점 이상의 경우 정상으로 간주하고,

23점 이하의 경우 인지기능의 장애를 의미하는 것

으로 하였다.

3) 간이 미시간 알코올 의존 선별검사(The Brief

MAST )

10문항 총 29점 만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6점

미만을 정상, 6점 이상을 알코올 중독 의심으로 판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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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eriatric Depres s ion Scale (GDS )-

Short form

15문항으로 되어있으며 5점까지 정상, 6점 이상

을 우울증의심으로 판단한다.

5) 도구적인 일상 생활 수행정도(IADL- Ins tru-

umental Activ ities of Daily Liv ing )

사회에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약간의 더 복잡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ADL보다 높은 수

준의 기능에 대한 것이다.

6) 사회적 지원망(Social s upport netw ork)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과 사회적 지원

(social support)의 복합적인 개념으로 지원을 교환

하는 사람들과 그들 속에서 주고 받는 구체적인 지

원으로 구성된다.

사회적 지원망의 기능은 분류방법에 따라 다양

하나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지지 3문항, 사회활동

적 지지 2문항, 도구적 지지 2문항으로 알아보았으

며 각 문항에 대해 지지를 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물

어 평가하였다.

7) 간이 영양 평가(Mini- Nutritional ass es -

ment)

간이 영양평가는 영양불량의 위험이 있는 군을

찾아내어 조기에 중재를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

발되었다. 구성 항목은 신체계측 평가, 전반적 평가

식이 평가, 주관적 평가 등 크게 4종류로 되어 있으

며 24점 이상은 영양상태가 양호한 경우로, 17점에

서 23.5점까지는 영양불량의 위험이 있는 군으로

17점 미만은 영양불량으로 간주한다.

3 . 분석 방법

우울과 관련이 있다고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인구 사회학적 특성, 정신질환특성, 신체질환 특성

사회적 지지망, 간이 영양평가에 의한 영양상태와

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하였다.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요인들에 대한 다변량 분석 모

형은 Geriatric depression scale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인구 사회학적 특성, 정신질환특성, 신체질환

특성, 사회적 지지망, 식생활 태도 중 t-검정에서 유

의한 변수를 독립 변수로 고려하여 단계적 다중회

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독립 변수간의

다중 공선성을 검토한 후 상관관계가 강한 변수들

의 경우(상관계수 0.7이상) 종속 변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대표적 변수만을 선정하였다.

결 과

1 . 연구 대상자들의 개인적 특성

조사대상군의 평균 나이는 평균 71세 이었으며

남자가 1/3, 여자가 2/3이었다. 교육수준은 무학인

경우가 50.8%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수준이

37.2%로 전체의 88%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었다. 결혼 상태는 현재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56.1%이었으며 노인 자신의 용돈을

포함한 수입은 평균 32만원이었으며 그 분포는 수

입이 없는 경우부터 500만원까지였다. 지출은 평균

27만원 정도이었으며 그 분포는 지출이 없는 경우

부터 300만원까지였다. 종교는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불교, 기독교, 카톨릭 순이었다. 거주 형

태는 자가인 경우가 80.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가구원수는 1명으로 독거 노인인 경우는 전체의

8.3%를 차지하였으며 가족구성원 중 1명하고만 사

는 경우가 24.9%이었다(Table 1).

2 . 정신질환 특성

조사 대상자의 MMSE-K의 평균은 22.7±4.5점

이었으며 23점 이하로 치매를 의심할 수 있었던 경

우는 전체의 46.5%를 차지하였으며 24점 이상으로

정상에 해당하는 군은 전체의 40.5%이었다. GDS

평균점수는 6.9 ± 3.7이었으며 5점 이하로 정상에

해당하는 군은 34.9%이었으며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었던 경우는 56.5%이었다. MAST에 의한 알코

올중독의 정도를 살펴 본 결과 음주를 하지 않는 경

우가 70.1%이었으며 6점 이상으로 알코올 중독을

의심할 수 있었던 경우는 4.0%이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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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 정도

남자의 노인 우울 척도는 6.1±3.6, 여자는 7.3±

3.6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다(p<0.01). 연령을

70세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을 때 노인 우울 척도가

70세 이전이 6.2±3.7, 70세 이상이 7.5±3.5로 연

Table 1. S ociode mogra phic cha ra cte ris tics .

Characteristics Frequency (%)

Age (years) mean±SD 71.2±7.1

Sex male
female

101 (33.6)
200 (66.4)

Education uneducated
elementary
junior high
high
above college
no response

150 (50.8)
113 (37.2)
23 ( 7.6)
5 ( 1.6)
3 ( 1.0)
5 ( 1.6)

Marital status married
separated
a second marriage
others
no response

169 (56.1)
122 (40.5)

5 ( 1.7)
2 ( 0.6)
3 ( 1.0)

Income (10,000 won) mean±SD 32.1±49.9

Expenditure (10,000 won) mean±SD 26.6±35.2

Religion none
protestant
buddhism
catholic
others
no response

98 (32.6)
71 (23.6)
91 (30.2)
36 (12.0)
2 ( 0.7)
3 ( 1.0)

Type of residency own house
lease
lease (monthly rent)
others
no response

243 (80.8)
38 (12.6)
9 ( 3.0)
6 ( 2.0)
5 ( 1.7)

Number of persons in the household 1
2
3
4
5
≥6

no response

25 ( 8.3)
75 (24.9)
35 (11.6)
31 (10.3)
58 (19.3)
70 (23.2)
7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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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 ra cte ris tics of me nta l s ta te .

Mental state Frequency (%) Mean±SD

MMSE-K ≤23
≥24
no response

140 (46.5)
122 (40.5)
39 (13.0)

22.7±4.5

GDS ≤5
≥6
no response

105 (34.9)
170 (56.5)
26 ( 8.6)

6.9±3.7

MAST ≤5
≥6
no response

78 (25.9)
12 ( 4.0)

211 (70.1)

2.7±4.2

Table 3. GDS score by sociode mogra phic va ria ble s .

Demographics GDS Score (mean±SD) t-value p-value

Sex
male (N=91)
female (N=184)

6.1±3.6
7.3±3.6

-2.72 0.0069

Age
≤70 (N=133)
>70 (N=141)

6.2±3.7
7.5±3.5

-2.93 0.0037

Education
uneducated (N=141)
educated (N=132)

7.9±3.6
5.8±3.4

4.92 0.0000

Marital status
married (N=158)
else (N=117)

6.5±3.7
7.5±3.5

-2.22 0.0267

Income (10,000 won)
≤10 (N=118)
>10 (N=114)

7.6±3.7
6.0±3.4

3.55 0.0005

Expenditure (10,000 won)
≤10 (N=120)
>10 (N=123)

7.4±3.6
5.8±3.4

3.50 0.0006

Religion
not believe (N=96)
believe (N=179)

7.4±3.6
6.6±3.7

1.74 0.0819

Type of residency
own (N=225)
lease (N=48)

6.6±3.6
7.9±3.6

-2.23 0.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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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이 많은 군이 높았다(p<0.01). 학력은 무학과 초

등학교 이상의 유학으로 구분하였을 때 무학이 7.9

±3.6, 유학이 5.8±3.4로 무학인 경우가 높았다(p<

0.01).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6.5±3.7이었으며 없

는 경우는 7.5±3.5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높았다

(p<0.05). 수입을 10만원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을

때 10만원 미만이 7.6±3.7, 10만원 이상이 6.0±

3.4로 소득이 적은 군이 높았다(p<0.01). 지출 또한

10만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10만원 미만이 7.4±

3.6, 10만원 이상이 5.8±3.4로 지출이 적은 군이

높았다(p<0.01). 종교는 없는 경우가 7.4±3.6, 있

는 경우가 6.6±3.7로 종교가 없는 경우가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다(p>0.05). 거주 형태별로는 자가의

경우 6.6±3.6, 임대의 경우 7.9±3.6으로 임대의

경우가 높았다(p<0.05)(Table 3).

4 . 신체질환, 정신질환, 영양상태에 따른 우울

정도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노인 우울 척도 평균 점수

는 7.4±3.4, 질환이 없는 경우는 6.0±4.0으로 질

환이 있는 경우가 유의하게 높았다(p<0.01). 현재

복용중인 약물이 3개 이상인 경우는 8.0±3.2이며

Table 4. GDS score by phys ica l s ta te , menta l s ta te , nutritiona l s ta te .

GDS Score (mean±SD) t-value p-value

Physical illness
yes (N=171)
no (N=99)

7.4±3.4
6.0±4.0

-2.96 0.0034

Number of drugs current use
≥3 (N=51)
<3 (N=223)

8.0±3.2
6.7±3.7

-2.32 0.0206

Has suffered stress in the past 3 months
yes (N=57)
no (N=216)

8.6±3.5
6.4±3.6

4.18 0.0000

Subjective self perception of health com-
pared with other people of same age

not as good, does not know (N=86)
as good, better (N=186)

8.7±3.4
6.0±3.5

5.82 0.0000

IADL
independent in all items (N=156)
dependent in at least 1 item (N=109)

6.1±3.6
7.9±3.6

-3.93 0.0001

MMSE-K
≤23 (N=132)
≥24 (N=115)

7.4±3.5
6.2±3.6

2.62 0.0095

MAST
≤5 (N=72)
≥6 (N=12)

5.6±3.4
6.6±3.8

-0.91 0.3648

MNA
≥24.0 (N=147)
≤23.5 (N=112)

5.4±3.3
8.7±3.3

8.10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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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미만인 경우는 6.7±3.7로 복용 약물이 많은 경

우가 유의하게 높았다(p<0.05). 지난 3개월간 스트

레스가 있었던 경우는 8.6±3.5, 없었던 경우는 6.4

±3.6으로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가 유의하게 높았

다(p<0.01). 노인들이 스스로 느끼는 자신의 건강상

태를 다른 노인보다 좋지 않다고 느끼거나 모르겠

다고 응답한 경우는 8.7±3.4이었으며, 다른 노인과

비슷하다거나 좋다고 응답한 경우는 6.0±3.5로 주

관적으로 느끼는 건강 상태가 나쁠수록 우울 정도

가 높았다(p<0.01). 도구적인 일상생활 수행정도의

9개 항목 중 전 항목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경우는 6.1±3.6이었으며 1항목 이상 도움이 필요

하였던 경우는 7.9±3.6으로 도구적인 일상생활 수

행정도가 좋은 경우가 유의하게 낮았다(p<0.01).

MMSE-K가 23점 이하로 치매를 의심할 수 있었

던 경우 노인 우울 척도 평균 점수는 7.4±3.5이었

으며 24점 이상으로 정상으로 간주할 수 있었던 경

우는 6.2±3.6으로 치매 의심 군에서 높았다(p<

0.01). MAST 점수가 6점 미만으로 정상에 해당하

는 경우 노인 우울 척도 평균 점수는 5.6±3.4이었

으며, 6점 이상으로 알코올중독을 의심할 수 있었

던 경우는 6.6±3.8로 알코올중독 의심 군에서 높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p>0.05).

간이영양평가(Mini-nutritional Assessment)상 24

점 이상으로 정상군의 노인 우울 척도 평균점수는

5.4±3.3이었으며, 23.5점 이하로 영양불량 또는 영

양불량 위험이 있는 군은 8.7±3.3으로 영양 불량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5)(Table 4).

5 . 도구적인 일상생활 수행정도에 따른 우울 정도

전화 사용, 외출 및 여행, 장보기, 식사 준비, 집

안일, 집 수공일, 빨래, 약물 복용 등은 도움이 필요

Table 5. GDS s core by IADL.

IADL
GDS Score (mean±SD)

t-value p-value
Independent Dependent

Using telephone
Ability to travel
Shopping
Cooking
Cleaning
Doing housework
Doing laundry
Managing medication
Managing money

6.6±3.6
6.6±3.7
6.7±3.7
6.6±3.6
6.6±3.6
6.5±3.6
6.5±3.6
6.6±3.6
6.7±3.6

8.0±3.7
8.6±3.3
8.8±3.3
9.6±3.3
9.1±3.2
8.6±3.5
9.2±3.2
9.2±3.1
7.9±4.0

-2.62
-2.98
-3.12
-4.18
-3.33
-3.55
-4.26
-3.49
-1.73

0.0093
0.0032
0.0020
0.0000
0.0010
0.0004
0.0000
0.0005
0.0839

Table 6. GDS s core by s ocia l s upport.

Social support Number of supported items GDS Score (mean±SD) t-value p-value

Emotional (3 items) <3 (N=161)
≥3 (N=111)

7.3±3.6
6.2±3.8

2.45 0.0150

Social activity (2 items) <2 (N=121)
≥2 (N=151)

7.6±3.6
6.3±3.6

3.15 0.0018

Instrumental (3 items) <3 (N=82)
≥3 (N=190)

7.7±3.6
6.5±3.6

2.37 0.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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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노

인 우울 척도 평균 점수가 높았으나(p<0.01), 금전

관리의 경우는 유의하지 않았다(p>0.05)(Table 5).

6 . 사회적 지지망에 따른 우울 정도

정서적 지지에 대한 세 문항 중 세 문항 모두 지

지를 받고 있다고 한 경우 노인 우울 척도 평균점수

는 6.2±3.8이었으며 한 항목이라도 지지를 받지 못

하는 경우는 7.3±3.6으로 정서적 지지가 불량한 군

에서 높았다(p<0.05). 사회 활동적 지지를 묻는 두

문항 중 모두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6.3±3.6이었으며 한 항목이라도 지지를 받지 못하

는 경우는 7.6±3.6으로 사회활동적 지지가 불량한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1). 도구적 지지를 묻

는 세 문항 중 세 문항 모두 지지를 받는다고 한 경

우는 6.5±3.6이었으며 한 항목이라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7.7±3.6으로 도구적 지지가 불량한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5)(Table 6).

7 . 우울과 관련된 요인

t-검정에서 유의미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Geriatric depression scale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울증에 영향

을 주는 변수로 영양상태, 도구적인 일상생활 수행

능력, 교육수준, 신체질환이 유의한 변수로 채택이

되었고(p<0.05), 종교, 인지기능, 스스로 느끼는 건

강상태, 스트레스 유무 등이 채택되었으나 의미있

는 변수는 아니었다(p>0.05). 우울증에 대한 9가지

변수의 설명력은 34.2%이었다(Table 7).

고 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노인 우울 척도 단축형

(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은 Sheikh와

Yasavage20)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기존의 30문항

으로 이루어진 노인 우울 척도(Geriatric Depres

sion Scale)를 단순화하여 15문항으로 제작한 것으

로 편리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제작된 도구

Table 7. S te pwis e multiple re gre ss ion of de pre s s ion on se le cte d va ria ble s .

Variable B SE Partial R2 Model R2 P value

MNA
IADL
Education
Current illness
Religion
MMSE-K
Health
Stress
Intercept

-0.2429
0.1326

-1.0460
1.0580

-1.0039
-0.1045
-1.1246
-1.0304
17.6632

0.0940
0.0793
0.4820
0.4967
0.4834
0.0559
0.6098
0.6562
2.9407

0.2121
0.0414
0.0253
0.0174
0.0124
0.0127
0.0115
0.0094

0.2121
0.2536
0.2789
0.2963
0.3087
0.3214
0.3328
0.3422

0.0001
0.0019
0.0133
0.0377
0.0779
0.0723
0.0853
0.1182

MNA: 1-30 points
IADL: sum of 9 item′s points (1; independent, 2; partial dependent, 3; total dependent)
Education: 1; uneducated 2; educated
Current illness: 1; no 2; yes
Religion: 1; not believe 2; believe
MMSE-K: 1-30 points
Health: 1; not as good, does not know 2; as good, better
Stress: 1; no 0;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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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Yasavage 등은 선별검사로서 6점 이상인 경

우 우울증을 의심하도록 제시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 기백석21)이 30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판 노인

우울 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Korean Ver

sion)를 단순화하여 한국판 우울 척도 단축형을 개

발하였으며 구분점으로 5점을 제시한 바 있으나 아

직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는 도구가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 우울 척도단축형(Geriatric depres

sion scale, GDS)을 사용하였으며, 우울증을 예측

하는 구분점을 사용하지 않고 평균점수를 여러 변

수별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우울증을 의심 할

수 있는 구분점으로 제시한 6점 이상은 설문 응답

자의 62.8%로 선별검사 도구로서의 유용성이 떨어

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형 노인 우울 척도와의

비교 및 구분점을 다시 설정하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노인 우울 척도의 평균 점수는 여자

연령이 많은 군,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소득과 지출이 낮은 경우, 임대 주택에

서 사는 경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1).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으나 종교는 없는 경우가

높았다. 노년기 우울증의 위험요인은 청장년기 우

울증의 위험요인과 유사한데, 여성, 독신, 우울증의

가족력, 동반질환, 경제적 곤란, 사회적 지지망의

결여 등이 지적되고 있다2). 본 연구의 결과에서와

같이 많은 연구에서 우울증은 여자에게서 흔함을

보고하고 있으나22,23) 성별과 우울과의 관계는 논란

이 많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성별에 따른 우울

정도의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는 논문24) 또한 많다

나이와 또한 우울증과는 양의 관계 또는 음의 관

계가 있음을 보고하는 연구가 많이 있어 논란이 되

는 분야이다. 과거의 많은 연구25)에서 연령의 증가

는 우울증의 위험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노년

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한 절망, 죽음에의 임박

등이 우울 증상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

하고 있으며26) 많은 지역사회 연구에서 우울증상과

나이와는 양의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27).

그러나 일부 연구28)에서는 연령과 우울증과는 의미

있는 관련성이 없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일부 연구

29)에서는 오히려 음의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

는데 이는 노인에게 흔히 동반되는 기능장애가 혼

란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 외에도

빈곤, 사회적 고립, 사회적 지지의 부족 등이 혼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노년기의 애도반응과 우울증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다수의 연구에서 배우자와 사별 후 기간30), 배

우자가 없는 것, 외로움28,31) 등을 우울증의 위험요

인으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종교의 경우 신앙심이 깊은 경우 우울증이 드

물다고 보고한 연구가 있는데22) 이에 대한 설명으

로 종교는 고립감 및 무가치감을 없애주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우

울의 정도가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

나 본 연구의 설문이 신앙심의 정도를 묻는 것이 아

니고 종교가 있고 없음을 묻는 설문 양식이었기 때

문에 우울에 대한 종교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었

다고 본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 종교의 유무나

종류 이외에도 신앙의 정도를 묻는 내용이 포함되

어야 할 것으로 본다.

MMSE-K 검사에서 23점 이하인 치매 의심군에

서 정상군 보다 노인 우울 척도 평균 점수가 높았는

데(p<0.05), 이러한 결과는 MMSE 검사상의 낮은

점수와 우울증상의 심한 정도와의 관련성을 밝힌

기존의 연구32)와 일치하는 소견이다. 그러나 본 연

구와 같은 단면연구에서는 방향성을 알 수 없다. 즉

우울증이 인지기능 저하에 선행한 것인지, 아니면

인지기능 저하가 온 후에 우울증이 발생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만약 전자의 가정이 맞는다면 우울증은

치매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Jorm 등32)은 다수의 환자-대조군 연구를 분석한 결

과 우울증이 알쯔하이머 병의 위험요인이라고 주장

하였으나, 최근의 한 전향적 연구33)에서 우울 증상

이 인지기능 저하의 예측인자가 되지 못한다고 주

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

서는 인지기능이 이변량 분석에서 우울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나 다변량 분석에서는 의미있는 변수

가 되지 못하여 우울과 인지기능 사이에는 많은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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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년기

우울증이 치매의 예측인자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가 많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

의 2/3가 여자였던 관계로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가

70%이었으며 MAST 검사에서 6점 이상으로 알코

올 중독을 의심할 수 있었던 경우 우울 척도의 평균

점수가 높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연구대

상에 음주하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

겨진다.

신체 질환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노인 스스로

가 인식하고 있는 신체 질환의 유무, 복용 약물 수

지난 3개월간의 스트레스,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

상태, 도구적인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을 조사하였

다.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현재 복용중인 약물이

3개 이상인 경우, 지난 3개월간 스트레스가 있었던

경우,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이 경우, 노인들이 주관

적으로 느끼는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우울

정도가 높았다(p<0.01). 다수의 연구에서 스트레스

를 유발하는 사건의 경험34), 신체적 건강상태35)와

우울과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

데,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상태는 장애, 만성질환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을 통제한 후에도 노인에서

사망률을 예측하는 중요한 인자임이 제시되고 있다
36). 또한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끼는 경

우 우울증으로부터 회복되는 정도가 덜하다는 연구
37)가 있으므로 우울 환자에서 스스로의 건강상태를

낮게 평가하는 노인들에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장기적인 전향적 연구가 아

니기 때문의 우울증을 치료했을 때 주관적으로 인

지하는 건강상태의 개선이 있으리라고 예측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 영양상태가 불량한 경우 우울 증

상이 심하였는데 우울증은 식용감소, 음식장만, 조

리에의 관심결여, 단조로운 식사 메뉴, 여러 가지

약물 복용, 사회적 고립 등과 관련이 있어 노인의

영양 상태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38). 따라서 영

양불량 환자에서는 우울증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하

고 우울증환자에서는 영양상태를 평가하여야 할 것

으로 본다.

도구적인 일상생활 수행정도를 독립적으로 수행

하지 못하는 경우 우울의 정도가 심하였는데

(p<0.01)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

으로 우울과 기능장애와의 관계를 다룬 논문의 결

과39)들과 유사하다. 기능장애는 삶의 질을 나쁘게

만들고 각종 질환의 예후를 나쁘게 만들어 입원율
40), 사망률41)을 증가시킨다. 또한 기능장애의 진행

과정은 우울증의 진행과정과 유사한데 우울 정도를

감소시키면 기능장애의 정도를 줄일 수 있었음을

보고한 연구42)가 있다. 이러한 소견들은 우울증에

서 항우울 치료 및 재활요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단면 연구이므로 방향성

을 할 수 없다. 즉, 기능장애의 결과로 우울증이 발

생한 것인지 아니면 우울증으로 인해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환자가 보고한 기능상

태는 우울증에 의해 과도하게 나쁘게 표현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

해선 장기적인 치료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항우울

치료와 더불어 기능장애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재활

적 접근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개선시키기 위한 재활적 접근 및 문제해결식 접근

이 장애의 정도를 감소시키고, 우울증의 증상과 증

후의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밝힌 연구가 있다43).

본 연구에서 정서적 지지, 사회 활동적 지지, 도

구적 지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우울의 정도

가 심하였는데 이는 Bazargan 등23)의 연구와 일치

하는 소견이다. Lee 등44)은 우울증에 도구적지지

보다는 정서적 지지가 더욱 관련이 있다고 하였는

데 향후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일부

연구31)에서 사회적 활동과 취미생활 등이 우울증을

예방하는데 기여한다고 하였다. 노인이 활동기능의

저하를 경험하고 타인에게 의존적이 될 수 밖에 없

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 노인을 둘러싼 사회적 지지

망의 정도는 앞으로 노인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지

지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예측하게 해주는

좋은 척도가 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노인

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도 있고 노인이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스트

레스에 대한 완충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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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는 노인이 손상을

경험하는 일상생활의 기능 부족을 보완하여 줌으로

써 간접적으로 노인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을 위한 효과적인 지역사회 중심의

우울증 관리체계의 구축은 어느 정도 기능상의 손

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사회적지지망을 가자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에 근거해야 한다45).

t-검정에서 유의미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노인 우울 척도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별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울증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영양상태, 도구적인 일상생활 수행능력, 교

육수준, 신체질환이 유의미한 변수로 채택이 되었

고(p<0.05), 종교, 인지기능, 스스로 느끼는 건강상

태, 스트레스 유무 등이 채택되었으나 의미있는 변

수는 아니었다(p>0.05). 우울증에 대한 9가지 변수

의 설명력은 34.2%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

구와 유사한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던 기존의 두 논

문19,46)의 결과와 유사한데 도구적인 일상 생활능력

신체질환이 회귀모형에 채택되어 여러 혼란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매우 중요한 변수임일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 중심의 우울증

관리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 사

회적 지지, 각종 신체질환, 영양상태, 인지기능 등

이 고려되어야 하며, 고 위험군에 대한 별도의 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향

후 단면연구에서 알 수 없었던 우울증과 관련된 독

립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전향적 연구

치료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배 경 :

노인에서 우울증은 흔한 질환으로 사회적, 신체

적 기능을 악화시키며 높은 자살률과 관련되어 있

다. 노인에서 우울증은 효과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질환이나 진단되지 않은 채 지내게되는 경우가 많

으며 따라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 심

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노인의 우울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여 지역

사회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방 법 :

본 연구는 단면연구로서 경기도 광주군에 거주

하는 60세 이상의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1997. 7

14일부터 7월 24일까지 11일간 2단계 집락표본추

출(cluster sampling)에 의한 건강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조사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간이영

양 평가, Mini Mental Status Exam (MMSE-K)

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 간이 미시간 알

코올 의존 선별검사(Brief MAST), 도구적인 일상

생활 수행정도(IADL), 사회적 지지망, 식생활 태도

등을 묻는 설문을 이용하였다. 분석은 t-검정 및 단

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결 과 :

평균 나이는 71.2±7.1세였으며 남녀의 비는 각

각 101명(33.6%), 200명(66.4%)이었다. GDS의 평

균점수는 6.9±3.7점이었으며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는 6점 이상은 56.5%이었다.

t-test 결과 GDS의 평균점수는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수입, 지출, 거주형태, 인지기능, 현재

앓고 있는 질환 유무, 복용 중인 약물 수, 스트레스

유무, 스스로 느끼는 건강상태, IADL, 영양상태, 정

서적지지, 사회활동적 지지, 도구적 지지에 따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단계별 다

중회귀분석 결과 우울증에는 영양상태, IADL, 학

력, 현재 앓고 있는 질환 유무 등이 유의한 변수로

선정이 되었으며(p<0.05), 종교, 인지기능, 스스로

느끼는 건강상태, 스트레스 유무 등이 선정되었다

(p>0.05). 이 변수들의 전체 설명력은 34.2%이었

다.

결 론 :

노인의 우울증은 영양상태, 인지기능, 신체질환,

기능상태, 사회적 지지망,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관

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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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Factors related to depression of elderly
in a Korean rural community

Hang Suk Cho, M.D., Byoung Hoon Oh, M.D.*
Seong Hee Yang, M.D.†, Hye Ree Lee, M.D.

and Gye Joon Yoo, M.D.*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and Psychiatr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Gachon Medical College

Background : Depression is prevalent and a
serious disorder in the elderly that interferes with
social and physical function. It is associated with
significant morbidity and a high mortality rate from
suicide. Depression is highly treatable disease, but it
remain largely unrecognized and untreated among
the elderly. This study evaluate the factors related to
depression of elderly, to be used as basic reference
for management program in the community.

Methods : The cross-sectional study evaluates
the depression of community-living elderly, aged 60
and older, in a Korean rural community. The subject
were selected from a two stage cluster sampling.
Questionnaire contained demographics, 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 Mini-Nutritional Assess-
ment (MNA), Mini-Mental Status Exam-Korean
(MMSE-K), IADL, Social support network. T-test
and multiple stepwise regression were constructed to
explore the factors related to depression.

Results : Mean age was 71.22±7.1 with 101
male subjects and 200 female subjects. The mean
GDS score was 6.9±3.7 and 56.5% of subjects were
suggested depression (above 5 point on GDS). The
mean score from the GDS showed significant dif-
ferences in terms of following factors: gender, age,
education, marital status, income, expenditures, type
of residency, cognitive function, presence of disease,
number of medications, stress, subjective self per-
ception of health, IADL, nutrition, emotional sup-
port, social activity support, instrumental support
(p<0.05). In the multiple stepwise regression analy-

sis on depression, nutrition, IADL, education, pre-
sence of disease were selected as highly correlated
variables (p<0.05), and religion, cognitive function,
subjective self perception of health, stress were also
selected (p>0.05). These variables explained 34.2%
of depression.

Conclusion : Nutritional status, cognitive func-
tion, physical state, functional state, social support
network,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ere related to
depression in the elderly.

Key Words : depression, nutrition, social support
network, function, cognitiv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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