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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우울증과 회복탄력성의 관계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지역사회 주요우울장애를 앓는 노인에서
회복탄력성과 노인우울증의 관계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다.
방법 - 연구대상은 경기도 수원시와 광주시에 거주하는 102명의 노인
우울증 환자들이었다. 각 대상들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치매 선별용 한국어판
간이정신상태검사, 단축형 회복탄력성 척도,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한국판을
실시하였다.
결과 - 초기의 단축형 회복탄력성 척도 점수는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한국판과 음의 상관관계 (r=-0.301, p=0.002) 를 보였다. 종적인 관점에서, 초기
단축형 회복탄력성 척도점수가 높은 사람은 혼합 선형 모형에서 낮은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한국판 점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β=-0.16, p=0.006)
결론 - 노인 우울증 환자에서 초기부터 회복탄력성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핵심어: Elderly, Resilience,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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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인구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 노인은 신체적 질병, 가족이나 친구의 상실,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다.2)

노인인구에서의

우울증은 정신 질환 중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이며, 이러한 스트레스
사건들의 축적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노인 우울증은
치매를 비롯한 인지기능 저하와도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내과적
사망률과 기능상실 정도를 악화시키는 등 의학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대한 건강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5,6)
심리적
효과적으로
능력으로
‘스트레스

회복탄력성(이후
대처하고

부정적

정의된다.7,8)
극복을

회복탄력성)은
감정

경험으로부터

회복탄력성은

돕는

행동’,11)

스트레스와

‘개인의
혹은

역경에

회복하는
성격적

‘역경으로부터

대해
심리적

특성’,9,10)
회복하는

과정’12,13) 등의 관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와
역경을 겪는 개인의 중요한 보호 기제로 생각되며 11,14)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들이 있다.15-17) 점차
증가하는 노인 인구의 비율, 높은 노인 우울증 및 자살률 18,19)을
고려하면

노인

우울증에

대한

중요한

보호

요소로

대두되는

회복탄력성과 노인 우울증의 연관성을 밝히는 일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60 세 이상 주요우울장애 노인들을
대상으로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지기능을
통제한 후 회복탄력성과 우울증 간의 연관성을 단적 및 종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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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대상 및 방법

A.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경기도 수원시와 광주시에 거주하는 60 세
이상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2015 년 5 월 1 일부터 7 월
31

일까지

3

개월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걸쳐

등록된

수원시
노인

중

노인정신건강센터
DSM-IV(정신질환의

및

광주시
진단

및

통계편람 4 판) 기준으로 주요우울장애에 해당하며 우울증 사례관리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한 102 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설문에 포함된
대상자는 주요우울장애를 가진, 항우울제를 복용하지 않거나 최소 6 주
이상 안정적인 용량으로 복용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였고, 불안장애를
제외한 다른 1 축 정신질환, 초기 치매를 포함한 치매 혹은 심각한 신체
질환을

가진

경우,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도

설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모든 대상자들의 문서화된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 하에 진행되었고 아주대학교 병원 기관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B.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조사원들은 초기 평가 시에는 1:1 대면 접촉을 통해, 이후
1 개월 간격으로 총 3 개월에 걸쳐 전화 혹은 대면 접촉을 통해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대상자들은 규칙적인 운동, 영양관리, 사회활동, 스트레스
관리 4 가지 영역에 있어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고 달성했는지 일주일에
2 차례 전화를 통해, 1 개월에 한차례 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동기-강화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에 3 개월 간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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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정 도구
a) 노인 인지기능 평가
노인의

인지기능

평가를

위해

치매

선별용

한국어판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n version of the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for
dementia screening : MMSE-DS)를 사용하였다.20)

Folstein 등에 의해

개발된 정신 기능 및 상태에 대한 검사를 국내 표준화한 도구로서, 시간
및 장소 지남력, 기억 등록, 기억 회상, 주의 집중, 언어 능력, 시공간
능력, 판단력 및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점은 30 점이다.

b) 노인 우울 평가
노인의

우울증상을

평가

하기

위해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

한국판(Short form Geriatric Depression Scale- Korean version: SGDS-K)를
사용하였다.21)

Yesavage 등에 의해 개발된 30 문항의 자기 보고형 노인

우울 척도인 Geriatric Depression Scale(GDS) 중에서 15 문항을 선택하여
축소 제작된 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각 15 문항은
'예/아니오'로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긍정은 1 점, 부정은 0 점,
총점의 범위는 0~15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상태가 심하다고 본다.

c) 회복탄력성 평가
회복탄력성 평가를 위해 단축형 회복탄력성 척도(Brief Resilience
Scale: BRS)를 사용하였다.22) Smith 등에 의해 개발된 6 문항의 자기
보고형 회복탄력성 척도인 Brief Resilience Scale(BRS) 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1, 3, 5 번 문항은 긍정적 단어로, 2, 4, 6 번 문항은 부정적
단어로 되어 있어 2, 4, 6 번 문항은 다음의 점수체계에 반대로 배점한다.
각 문항은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1~5 점으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전혀 아니다”는 1 점, “아니다”는 2 점, “보통이다”는 3 점, “자주
３

그렇다”는 4 점, “항상 그렇다”는 5 점, 총점의 범위는 0~30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좋다고 본다.

d) 기타 요인들
설문 내용은 성별, 연령, 교육년수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뿐 아니라
약물복용력,

생활습관

등을

포함한다.

주요

분석에서는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정하였다.

2. 분석 방법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임상적

특성에

대하여는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초기 회복탄력성과 노인 우울 척도와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사용하였고, 초기 회복탄력성이 우울 척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혼합 선형 모형을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PSS) version
18.0(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은
0.05 수준에서 검증되었다.

４

III. 결과

A. 인구사회적 특성 및 임상적 특성
본 연구의 최종 대상은 102명이고 그 중 여성이 87명으로 85.3 %로
조사되었고, 연령은 62~92세로 평균 연령은 77.7세(SD=6.67) 였다. 교육
년수는 무학부터 19년까지 다양했으며 평균 교육년수는 4.29년(SD=3.94)
였고, MMSE-DS 는 평균 22.84(SD=4.22) 로 보고되었다. BRS는 평균
15.80(SD=5.21), SGDS-K 는 15점 만점에 평균 11.49(SD=3.32) 로 대상자
들은 연구 시작 당시 8점 이상의 상당한 우울증상을 보임을 알 수 있었
다(Table 1).

Table 1. Baseline socio-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

Total(N=102)

Gender(female, %)

87(85.3%)

Age(year)

77.70 ± 6.67

Education(year)

4.29 ± 3.94

MMSE-DS

22.84 ± 4.22

BRS

15.80 ± 5.21

SGDS-K

11.49 ± 3.32

Data are presented as N(%) or mean ± SD
MMSE-DS: Korean version of the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for
dementia screening
BRS: Brief Resilience Scale
SGDS-K: Short Form Korean version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５

B. 회복탄력성 및 우울 척도와의 상관관계
Table 2는 나이, 교육년수, MMSE-DS, BRS, SGDS-K에 대하여 Pearson
상관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BRS score 만이 SGDS-K 점수와 음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r=-0.301, p=0.002). 그 외, 나이, 교육년수, MMSE-DS
점수 중 어느 것도 SGDS-K 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년수와

MMSE-DS

보였다(r=0.348, p<0.001).

６

점수는

양의

상관

관계를

Table 2. Pearson's correlation of baseline depressive symptom severity(SGDS-K)
with other baseline resilience score(BRS) and other covariates
Variable

Age

Education

MMSE-DS

BRS

SGDS-K

Age

-

-0.123

-0.063

-0.039

-0.121

-

0.348

0.026

0.060

-

0.128

-0.058

-

-0.301

Education
MMSE-DS

**

BRS
SGDS-K

*

-

***

: P<0.001, **: p<0.01, *: p<0.05. No of dis.: number of disease, MMSE-DS: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for dementia screening, SGDS-K: *: p<0.01, **: p<0.001
MMSE-DS: Korean version of the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for dementia
screening, BRS: Brief Resilience Scale, SGDS-K: Short Form Korean version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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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회복탄력성이 우울 척도의 호전에 미치는 영향
혼합선형모형을 이용하여 초기 회복탄력성이 3 개월간의 우울증상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개체 내 상관을 고려하여 나이, 성별, 교육년수,
MMSE-DS 점수, 회복탄력성이 우울 증상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초기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종적으로도 SGDS-K 점수가 낮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β=-0.16, p=0.006)(Table 3). 그 외, 나이, 성별, 교육년수, MMSE-DS 점수 중
어느 것도 3 개월 간의 SGDS-K 점수의 변화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3. Analysis of change of depressive symptom(SGDS-K) among 102
participants in three months according to resilience score and other covariates†

Variable
coefficients(SD)

95% CI

p value

Gender(female)

-1.06 (0.85)

-2.76 to 0.63

0.215

Age

-0.06 (0.04)

-0.14 to 0.03

0.188

Education

0.11 (0.08)

-0.05 to 0.27

0.159

MMSE-DS

-0.05 (0.07)

-0.20 to 0.09

0.476

BRS

-0.16 (0.06)

-0.27 to -0.05

0.006

†

:

linear mixed model analyses were conducted.

MMSE-DS: Korean version of the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for dementia screening,
BRS: Brief Resilience Scale, SGDS-K: Short Form Korean version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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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102 명의 주요우울장애를 앓는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회복탄력성과 우울증상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종적 분석에서 역시 초기 회복탄력성이 우울 증상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인은 노화과정에서 신체적 능력의 감소, 질병, 경제적 문제, 사회적 고립,
가족의 상실 등의 스트레스 사건에 더 많이 직면하게 된다.23-26) 노인 우울증은
일반적인 우울증에 비해 가족력이나 유전적인 요인이 드물고 상황적 요소나
질병인자들이
효과적으로

더

중요한

대처하고

역할을

부정적

한다는

점

감정으로부터

5)을

고려할

회복하는

때,

스트레스에

회복탄력성은

노인

우울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회복탄력성과 우울증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에의 적응을 향상시키고, 회복
속도를

증가시키며,

우울증의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고

하며,27)

노년기

우울증상의 낮은 정도와의 연관성이 제시되고 있다.2,28-31) 특히 노인에서의
회복탄력성은 낙관주의와 연관성이 발견되었던 선행연구 32)를 참고했을 때
무망감을 중요한 특징으로 하는 노년기 우울증과의 상관관계가 제시되고 있다.33)
Lamond32) 등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는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며 회복탄력성은 사회적 지지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한다.2) Lim6) 등은 회복탄력성이 노인인구에서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한 우울증상의 완화를 매개, 조절함을 제시하였고 향상된 회복탄력성과 경감된
우울증상은 신체적 불편감의 호전만큼이나 성공적인 노화에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이

회복탄력성과

제시되었다.34)
우울증상의

기존의

연구결과와

연관성을

단적으로

마찬가지로
확인하기

본

연구에서도

위해

시행한

Pearson 상관분석에서 회복탄력성과 우울증상은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기 회복탄력성이 우울증상의 변화에 미치는 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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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한 혼합 선형 모형에서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음에도 초기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종적으로도
SGDS-K 점수가 낮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회복탄력성이 우울증의
중요한 보호요소로 제시하는 선행 연구들을 지지한다.2)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첫째, 연구대상이 수원시,
광주시 거주 노인들 중 노인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기에
특정 도시지역사회에 국한되어 연구결과를 농촌지역에 분포하는 우리 나라 노인
인구로까지

일반화하기

어렵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85.3%

가

여성으로

연구결과를 남성을 포함한 우리 나라 전체 노인 인구로까지 일반화하기 어렵다.
셋째, 단축형 회복탄력성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표준화
작업을 거치지 않았다. 동일한 문항으로 남서부 미국 22)과 스페인 35)에서는
신뢰성이 검증되었으나, 국내에서는 단일 척도로서 표준화, 타당성 검증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요우울장애를 앓는 노인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과

우울증상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회복탄력성이

우울증상의 호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종적 연구이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늘어나는

노인

우울증에

대한

평가와

개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며,36) 이를 위해 우울증과 관련 있는 노인들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평가와
증진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추후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대상군

뿐

아니라

일반

노인인구를

포함한

대규모의

회복탄력성과

우울증상의 상관관계 및 한국 지역사회 거주 노인 대상으로 우울증의 발병에
중요한 스트레스 사건들과 회복탄력성, 우울증의 인과관계를 탐색하는 관련
연구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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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Late-life Depression and Resilience
Mi Jang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Jai Sung Noh)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late-life depression and
resilience in the Korean community-dwelling elderly with depression.
The subjects were 102 depressed elderly people who lived in Suwon and Gwangju, Korea.
Each subject was administered the questionnaires regarding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Korean version of the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for dementia
screening(MMSE-DS), Brief Resilience Scale(BRS), and Short form Geriatric Depression
Scale-Korean version(SGDS-K).
In a cross-sectional aspect, BRS score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SGDS-K score in
the Pearson's correlation test(r=-0.301, p=0.002). After multivariable adjustments, linear
mixed model analysis showed that subjects with baseline higher BRS score had significantly
lesser SGDS-K score(β=-0.16, p=0.006).
The level of resilience should be considered in predicting the change of depressive
symptoms in the elderly.

Key Words: Elderly, Resilience,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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