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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노인의 우울예측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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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ors of Depression among Older Adult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Moon, Seol Hwa · Hong, Gwi-Ryung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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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Although it is known that depression is highly prevalent in institutionalized older adults, little is known about 
its predictors in long-term care facility in Korea.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redictors of depression 
among institutionalized older adults. Methods: This study was a secondary analysis of a large data set which was 
used in a cross-sectional research method conducted in seven geriatric long-term care facilities located in Seoul, 
Kyunggi-do, and Kangwon-do, Korea. The participants were 305 older adults over 65 years old. Data were collected 
during November and December, 2011,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which included general characteristics, 
cognitive function, and depression. Data analysis included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and logis-
tic regression. Results: Mean age of the participants was 80.38±7.14 and 38.7% of the participants presented symp-
toms of depression; 24.3% showed minor depression and 14.4% showed probable major depression. Depressive 
symptoms were related to insomnia, delirium/confusion, bad eyesight, bad communication, and limb impairment. 
Insomnia (OR=5.94; 95% CI=3.31~10.64) and delirium/confusion (OR=4.77; 95% CI=2.24~10.20) were the sig-
nificant predictors of depression among institutionalized older adults. Conclusion: Nursing interventions should be 
developed considering the factors of insomnia and delirium/confusion to decrease depression in this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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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망률 저하와 평균 수명의 연장

으로 인해 노인인구가 증가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

리나라의 노인인구 증가 속도는 선진국들과 비교해 가장 빠르

게 진행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2.7%

로 고령사회로 진입 하였으며, 2024년에는 19.0%로 고령화 

사회, 2034년에는 21.2%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1].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구구조 상 노인부양 비율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율 증가와 핵가족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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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노인을 가정에서 부양하는 것이 어렵게 되면서 노인부양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

와 더불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작으로 시설입소노

인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시설에서 경험하는 노인의 

우울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게 되었다. 

국외의 경우 지역사회 거주노인의 우울은 0.9~9.4%가 발

생하는 반면에 시설거주 노인은 14~42%까지 높게 나타나

고 있다[2]. 우리나라의 선행연구에서는 지역사회거주 노인

의 29.2%가 우울을 경험하는 반면[3], 시설노인의 30~40%

가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4,5], 지역사회노인에 비

해 시설노인에서 우울 비율이 높게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해 노인들이 시설에 입소하게 됨으로써 주생활공간

의 변화, 인간관계 및 사회적 지지체계의 변화, 타인에 의한 

입소, 가족으로부터의 고립 등의 상황에 처함으로써[6] 지역

사회노인에 비해 시설거주 노인에서 우울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에서 우울은 가장 흔한 정신질환이며 신체적, 인지적, 

가족 및 사회적 지지 등과 같은 사회 심리적 요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울 정도에 따라 다양한 기능 상태가 저하되게 

된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우울을 다룰 때 노화과정

에서 비롯된 상실에 대한 하나의 반응으로만 생각해 지나치는 

경우가 많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신체적 건강

저하, 의료이용의 증가,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등 예후

가 비교적 나쁜 것으로 보고되고[7] 있다. 

특히, 시설노인에서는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 등의 질환으로 

인해 우울을 발견하기가 더욱 어려워 간과되어지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우울에 대한 조기발견과 정확한 측정은 중요하다. 또

한 인지저하 비율이 높은 시설노인에서의 우울에 대한 정확한 

측정과 타당도 높은 결과를 얻기 위해 우울 측정도구 선택 시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에서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노인우울사정도구(Geriatric De-

pression Scale, GDS)는 자가보고형 척도로서 언어적 의사소

통능력이 저하된 인지저하노인에서 기억이나 판단의 정확도에 

따라 결과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8]. 이와 같은 문제점

을 보완하기 위해 Alexopoulos 등[9]에 의해 개발된 The Cor-

nell Scale for Depression in Dementia (CSDD)는 대상자를 

돌보는 사람의 관찰에 의해 측정되는 도구로써 인지기능이 저

하된 노인에서 우울 측정의 타당성이 입증된 바 있다[10,11].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GDS가 치매노인에서 우울 측정 시 신

뢰도가 떨어지며, 관찰형 우울측정도구인 CSDD는 치매노인

의 우울측정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음을 제시하고 있다

[10]. 하지만 국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시설노인에서의 우울

을 자가 측정도구인 GDS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4-6], 관찰형 측정도구를 이용한 시설노인의 우울 정

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시설거주 노인의 우울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

은 일반적 특성 중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12,13],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12,14],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2,5,6], 나이가 많을수록[5,10,13,15], 시설에서의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16]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특성중에서는 일상생

활활동(Activities Daily Living, ADL)이 저하되거나 신체기능

이 저하된 경우[17-19], 청력, 시력 등의 감각지각력이 감소될 

경우[2], 사지장애나 반신마비로 행동장애가 있는 경우[2, 19], 

최근 몇 개월 동안 체중저하가 있거나[18], 수면장애[13], 섬망

[20], 통증이 있을수록[13,16,18,20], 약물의 사용 개수가 많을

수록[21] 우울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인지 저

하[18,20], 종교, 경제상태, 시설직원의 노인에 대한 태도, 주

관적 건강상태[22]를 우울 관련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여러 관련요인들을 볼 

때 시설노인들은 지역사회 노인과는 다르게 신체적인 제한 등

의 문제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가

족과 분리된 환경에 노출되고, 평소 생활하던 익숙한 환경이 

아닌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됨으로써 신

체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요인 등 복합적인 요인

에 의해 영향을 받음으로써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고 볼 수 있

다. 시설거주 노인의 우울은 결국 삶의 질 저하와 사망률(mor-

tality)증가와 같은 결과를[23] 초래할 수 있기에 다양한 영역

의 요인을 포함하여 우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

여 국외 논문에서는 시설노인에서의 우울 관련요인으로 다양

한 영역의 요인을 포함하여 그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지만[2], 

국내 연구에서는 아직까지는 미비한 수준이다. 우울측정에 

있어서도 인지저하 비율이 높은 시설노인에서 우울 측정에 대

한 타당도가 입증 된 도구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설거주 노인에서 자가 보고형이 아닌 관찰형 우울 

측정도구를 이용해 대상자의 우울 정도와 우울 예측 요인을 

파악하여 시설거주 노인의 우울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시설거주 노인의 우울 정도와 우울 예측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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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거주 노인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 관련 특성, 인지적 

특성을 파악한다. 

 시설거주 노인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 관련 특성, 인지적 

특성에 따른 우울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시설거주 노인의 우울 예측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장기요양 시설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들의 

우울정도와 우울 예측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원자료는 본 논문의 교신저자가 시설에 거주하

는 노인을 대상으로 종단적 연구를 위해 2011년부터 수집한 

자료 중 1차년도 자료의 일부를 이차분석 하였다. 서울시와 

경기도, 강원도에 위치한 노인의료 복지시설 7곳의 시설장과 

간호부서의 동의를 얻어 설문조사 하였다. 연구에 대한 상세

한 설명, 수집된 자료의 활용 범위, 언제든 연구참여 철회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 설명 후 서면동의를 받음으로써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노인의료복지

시설에 입소한 65세 이상 노인 중 본 연구에 동의하고 시설에 

입소 한지 1개월 이상이 된, 의사소통이 가능한 대상자로 하

였다. 원자료의 대상자 산출 근거는 G*Power 3.1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30, 검정력 .81로 했을 

때 최소 표본수 200명을 근거로 하였고, 감손율 30%를 고려

하여 총 260명을 표본수로 정하였으며, 본 연구의 표본은 305

명으로 적정 표본수를 만족 하였다.

3. 측정도구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생년원일, 교육, 결혼상태, 

그리고 시설 입소일에 관한 정보를 시설의 협조를 받아 수집

하였다.

2) 건강 관련 특성 

대상자의 건강 관련 특성은 진단받은 만성질환의 수, 혼돈/

섬망 유무, 불면증유무, 시력장애 유무, 의사소통장애 유무, 

사지장애 유무, 통증 유무, 하루 3가지 이상의 처방약물 복용 

유무에 관한 정보는 대상자를 잘 아는 간호사가 설문지를 작

성하였다. 만성질환의 경우 실제 진단 받았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 약물이 투여 되는 경우가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하였다. 

건강 관련 특성 중 진단받은 만성질환 수는 12가지 질환(관절

염, 골다공증,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만성폐질환(천식, 기

관지염등), 백내장, 요실금, 파킨슨병, 뇌졸중, 암, 치매)의 유

무를 확인한 후 해당 질환 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3) 우울

본 연구에서는 Alexopoulos 등[9]이 개발한 The Cornell 

Scale for Depression in Dementia (CSDD)도구를 사용하

여 시설노인에서의 우울을 측정 하였다. 노인우울은 자가 보

고형 측정도구인 GDS와 Geriatric Depression Scale-Short 

Form (GDS-SF)을 통해 많이 측정되어 왔다. 하지만 지역사

회노인에 비해 인지 저하가 높게 나타나는 시설노인에서 자가

보고형 설문을 통해 우울을 측정함으로써 결과의 타당도가 떨

어질 수 있다[10]. 이에 반해 CSDD는 치매노인을 직접 간호

하고 있는 간호사가 최근 1주일 동안 대상노인에서 나타났던 

우울 관련 증상과 징후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설문을 작성하는 

관찰형 측정도구로 선행연구에서 그 결과의 타당도가 입증되

었다[10,11]. 특히 시설노인에서의 우울선별의 타당성을 알아

보기 위해 GDS와 CSDD를 비교한 연구에서, 두 도구 모두 비

치매 노인에서의 우울측정 타당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CSDD

만이 치매가 있는 노인에서 타당도가 높게 나타났다[10]. 또한 

CSDD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Kørner등 [11]의 연구에 따

르면, 평가자간 신뢰도는 .84였으며, 구성타당도는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HDRS)과는 0.91 (p<.05), GDS- 

SF와는 0.77 (p<.05)로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CSDD가 

치매, 비치매 노인 모두에서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타당한 도

구임이 입증된 바 있다[1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설 입소 노인에서의 우울측정을 위

해 도구 개발자인 Alexopoulos의 도구 사용 승인을 받은 후 

도구의 번역, 역번역 과정을 거쳐 한국판 CSDD를 사용하였

다. 한국판 CSDD는 19문항, 5개의 하부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의 영역은 기분 관련증상, 행동장애, 신체징후, 

일주기성기능, 사고장애로 구성되어 있고, a (평가할 수 없

음), 0점(증상 없음), 1점(증상이 경도 혹은 간헐적임), 2점

(증상이 심함) 척도로 되어있다.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38점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우울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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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은 8점으로 0~7점은 정상, 8~12점은 경증 우울(mild 

depression), 13점 이상은 중증우울(severe depression)로 

해석한다[12,24]. 도구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는 .88

이었으며 [23], 본 연구에서 총 19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는 .88이었다.

4) 인지기능

노인의 인지기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Kim 등[25]이 개발한 

치매선별용 한국어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for Dementia Screening, MMSE-DS)를 사용

하였다. MMSE-DS는 총 19문항으로 시간, 장소지남력, 즉각 

회상, 집중력, 지연회상, 이름대기, 따라 말하기, 듣고 이해하

기, 구성능력, 일상생활 관련 판단력 평가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마다 피검자의 응답에 따라 0 (틀림), 1 (맞음), 그

리고 평가 안됨으로 측정 하였으며, 득한 점수는 19문제에서 

받은 모든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되 평가 안됨으로 평가 받

은 항목은 점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총점은 30점으로 연령, 

성별, 학력정도에 따라 ‘치매 선별용 한국어판 간이정신상태

검사(MMSE-DS)결과 판정 기준표’를 이용하여 해석하며 표

에 제시된 점수 이하일 경우 인지장애로 평가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83이었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H 대학교 의학연구 지원센터의 기관생명 윤리

심의 위원회의 승인(HY1-11-023-1)을 받은 후 시행하였으

며,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11월부터 12월 말 까지 2개월간 

시행하였다. 서울시와 경기도, 강원도 소재 의료복지시설 7곳

을 선정 방문하여 시설장과 간호 파트장에 연구목적을 설명하

고 진행하였다. 연구 설문지는 간호사용 설문지와 노인용 설

문지로 구분되어 있다. 간호사용 설문지는 대상자의 담당간

호사가 설문하도록 하였으며, 총 15명의 간호사가 설문에 참

여하여, 한 명의 간호사가 평균 20부의 설문을 작성하였다. 

노인용 설문지는 연구자와 훈련된 보조원이 직접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참여 동의를 얻은 후 구

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직접 설문지를 읽어주고 응답하도

록 하였다. 간호사용 설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 정보, 진단받

은 만성질환수와 복용 약물 수 등을 포함한 건강 관련정보와 

한국판 CSDD를, 노인용 설문지는 MMSE-DS를 포함하였다. 

설문 소요간은 20~30분 정도 소요되었다. 간호사용 설문지는 

시설을 방문하기 전 설문지와 설문내용에 대해 기술한 매뉴얼

을 작성하여 우편 발송 하였으며, 설문에 참여하는 간호사와 

1:1로 유선과 이 메일을 통해 한국판 CSDD를 포함한 설문 방

법을 교육하였다. 특히, 한국판 CSDD 측정 방법에 대해서 도

구 개발 시 작성된 지침을 근거로 상세히 기술한 자료를 제공 

하였으며, 또한 노인용 설문을 위해 시설을 방문한 연구원들이 

한국판 CSDD를 포함한 간호사용 설문 시행에 대한 추가 설명 

및 정보를 제공하였다. 노인용 설문을 시행할 연구 보조원은 

노인과의 경험이 있고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3명이 시설을 방

문하기 전 2일 동안 연구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았다. 설문 시

행 시 연구보조원 간의 설문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해 연구목

적, 자료수집 시 주의 사항 및 연구도구의 내용 및 측정 방법을 

연구도구 개발 시 작성된 지침을 근거로 상세히 교육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질병 관련 특

성, 인지적 특성, 우울정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로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 관련 특성, 인지

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보기위해 t-test와 oneway 

ANOVA분석을 하였으며, 사후 검증을 위해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우울 예측 인자를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 관련 특성

총 305명의 시설 입소 노인의 성별은 여자가 226명(74.1 

%)이었고, 평균 연령은 80.38±7.14세이었다. 평균 교육기간

은 4.95±5.07년이었으며, 배우자가 없는 대상자가 252명

(82.7%)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건강 관련 

특성에서 전체 대상자의 인지 정도를 나타내는 MMSE-DS 평

균 점수는 14.87±6.24점이었으며, 인지기능의 저하가 있는 

대상자는 240명(78.7%)으로 나타났다. 진단받은 만성질환 

수가 4~6개인 대상자가 166명(54.4%)으로 과반수 이상이었

다. 혼돈/섬망이 없는 대상자가 221명(72.5%), 불면증이 없

는 대상자가 169명(55.4%), 시력장애가 없는 대상자가 225명

(73.8%), 의사소통장애가 없는 대상자가 210명(68.9%), 사

지장애가 없는 대상자가 156명(51.2%), 동통이 있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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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and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N=305)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n (%) M±SD Range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Male
Female

 79 (25.9)
226 (74.1)

Age (year) 80.38±7.14 65~100

Education (year)  4.95±5.07  0~20

Spouse Yes
No
Missing

 48 (15.7)
252 (82.7)
 5 (1.6)

Duration of 
stay in LTC

≤12 month
＞12 month
Missing

115 (38.4)
182 (59.6)
 8 (2.0)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

Cognitive 14.87±6.24  0~29

Dysfunction Yes
No
Missing

240 (78.7)
 56 (18.4)
 9 (3.0)

12.92±5.34
22.13±3.47

 0~24
17~28

Number of 
chronic diseases

≤3
4~6
≥7

101 (33.1)
166 (54.4)
 38 (12.5)

Confusion/delirium Yes
No
Missing

 79 (25.9)
221 (72.5)
 5 (1.6)

Insomnia Yes
No
Missing

128 (42.0)
169 (55.4)
 8 (2.6)

Poor eyesight Yes
No
Missing

 68 (22.3)
225 (73.8)
12 (3.9)

Poor communication Yes
No
Missing

 94 (30.8)
210 (68.9)
 1 (0.3)

Limb impairment Yes
No
Missing

148 (48.5)
156 (51.2)
 1 (0.3)

Pain Yes
No
Missing

225 (73.8)
 77 (25.2)
 3 (1.0)

Number of medications
(more than 3)

Yes
No

212 (69.5)
 93 (30.5)

LTC=Long term care facility.

가 225명(73.8%), 그리고 약물 복용개수가 3개 이상인 대상

자가 212명(69.5%)으로 과반수 이상을 나타냈다(Table 1).

2. 대상자의 우울 정도

전체 대상자의 우울정도를 나타내는 CSDD 평균 점수는 

6.52±5.41이었다. 우울증상이 있는 대상자는 118명(38.7%)

이었고, 평균 점수는 12.19±3.96점이었다. 우울 증상이 있

는 대상자 중 경증의 우울을 나타내는 CSDD 점수 8~12점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74명(24.3%)이었고, 중증우울의심을 나

타내는 13점 이상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44명(14.4%)이었다

(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우울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 관련 특성 및 인지 기능에 따른 

우울정도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진단받은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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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evalence of Depression in Participants (N=305)

Variables Categories n (%)  M±SD Actual range

Depression  6.52±5.41  0~25

No ＜8 187 (61.3)  2.94±2.20 0~7

Yes
Minor depression
Probable major depression

≥8
8~12
≥13

118 (38.7)
 74 (24.3)
 44 (14.4)

12.19±3.96
 9.62±1.36
16.52±3.00

 8~25
 8~12
13~25

의 수에 따른 우울정도의 차이는 진단받은 만성질환수가 많을

수록 우울점수가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으며(F=7.18, p=.001), Schffé 사후 검증 결과 진단받은 만

성질환수가 7개 이상인 집단이 0~3개인 집단과 4~6개인 집단

보다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섬망/혼돈증상이 

있는 대상자와 섬망/혼돈증상이 없는 대상자 간 에도 우울정

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7.72, p<.001), 

불면증이 있는 대상자와 불면증이 없는 대상자간에도 우울 정

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8.64, p<.001). 시력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시력장애가 없는 대상자 간에 우울정도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2.41, p=.017),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장애가 없는 대상자간에 우울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88, p=.004). 

약물복용 개수가 3개 이상인 대상자와 약물 복용 개수가 3개 

미만인 대상자간에 우울정도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4.28, p<.001). 이상과 같이 우울과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낸 건강 관련 특성은 진단받은 만성질환 수, 섬망/혼

돈, 불면증, 시력장애, 의사소통장애, 3개 이상의 약물 복용이

었다(Table 3).

4. 대상자의 우울예측요인

시설노인의 우울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우울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진단받은 만성질환 수, 섬망/혼돈, 

불면증, 시력장애, 의사소통장애, 약물 복용 개수(≥3) 변수

를 선정하여 입력방식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불면증(OR=5.94; 95% CI=3.31~10.64)과, 섬망/

혼돈(OR=4.77; 95% CI=2.24~10.20)이 유의한 우울 예측요

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시설입소노인에서 불면증이 있는 그

룹이 없는 그룹보다 우울을 경험하는 비율이 5.94배 높았으

며, 섬망/혼돈증상이 있는 그룹이 증상이 없는 그룹보다 우울

을 경험하는 비율이 4.7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우울정도를 확

인하고 우울예측 요인을 파악 하였다. 시설노인에서의 우울

예측 요인으로 섬망/혼돈, 불면증이 확인되었으며, 인지저하 

비율이 높은 시설노인에서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관찰형 우울

측정도구인 CSDD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여성이 226명(74.1 

%)으로 남성 79명(25.9%)보다 많아, 이는 일반적으로 여성

의 평균 수명이 남성노인에 비해 길어 의료복지시설에 거주하

는 여성노인이 많은 것[22]과 같은 맥락이며, 평균연령 또한 

80.38±7.14세로 2011년 지역사회 거주 노인실태조사에서

의 65세 이상 대상자 평균 연령인 73.7세[3]에 비해 높게 나타

나 지역사회 거주 노인에 비해 시설노인에서의 고령화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편, 시설노인의 우울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자의 118명(38.7%)이 우울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SDD를 이용해 우울을 측정한 선행연구 

중 오스트리아의 너싱홈 거주노인 22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Snowdon 등[24]의 연구에서는 우울 증상이 있는 대상자가 

98명(44%)으로 확인되었으며, 노르웨이의 너싱홈 거주 노인 

902명의 우울 관련요인을 파악한 Barca 등[12]의 연구에서 

대상 노인의 23%가 우울한 것으로 나타나 두 연구 모두 본 연

구와 차이가 나는 결과였다. Snowdon 등[24]의 연구는 대상

자를 223명으로 선정하였지만, CSDD의 19문항 중 7문항 이

하로 답변한 대상자 61명을 제외한 162명의 결과만을 분석하

였다. 또한, Barca 등[12]의 연구는 무작위로 선정한 26개의 

너싱홈을 대상으로 902명의 설문 결과를 분석한 대규모 연구

로 각 연구의 대상자 규모가 달라 단순히 대상자의 우울 비율

만을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시설노인에서의 우

울 비율은 GDS를 이용하여 우울정도를 측정한 재가노인에서

의 우울경험률 29.2%보다[3]높게 나타나고 있어, 시설노인에

서 우울정도를 측정하고 확인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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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ferences in Depression by General and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N=305)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n (%) M±SD  t or F
p

(Scheffѐ)

General
characteristics

Age (year) 65~69
70~74
75~79
≥80

21 (6.9)
 52 (17.0)
 59 (19.3)
173 (56.7)

6.29±5.40
6.87±5.38
6.49±6.18
6.46±5.19

0.68 .566

Gender Female
Male

226 (74.1)
 79 (25.9)

6.71±5.28
5.97±5.77

1.04 .298

Education (year) None
1~6
≥7

103 (33.8)
 96 (31.5)
 67 (22.0)

6.90±5.73
6.85±5.90
5.75±4.83

1.03 .357

Spouse Yes
No

 48 (15.7)
252 (82.6)

5.58±5.67
6.52±5.35

-1.38 .167

Duration of 
stay in LTC

＜12 month
≥12 month

117 (37.6)
182 (59.7)

6.38±5.50
6.72±5.35

-0.22 .820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Cognitive 
dysfunction

Yes
No

240 (78.7)
 56 (18.4)

6.77±5.18
5.68±6.61

1.15 .253

Number of
chronic diseases

≤3a

4~6b

≥7c

101 (33.1)
166 (54.4)
 38 (12.5)

5.32±4.87
6.62±5.42
9.29±5.90

7.18 .001
(c＞a, b)

Delirium/confusion Yes
No

 79 (25.9)
221 (72.5)

9.87±5.40
5.42±4.90

-7.72 ＜.001

Insomnia Yes
No

128 (42.0)
169 (55.4)

9.52±5.52
4.38±4.19

-8.64 ＜.001

Poor eyesight Yes
No

 68 (22.3)
225 (73.8)

7.87±5.54
6.17±5.39

-2.14 .017

Poor communication Yes
No

 94 (30.8)
210 (68.9)

7.48±5.17
6.12±5.48

-2.88 .004

Limb impairment Yes
No

148 (48.5)
156 (51.1)

7.22±5.14
5.90±5.60

-5.99 .549

Yes
No

Pain 225 (73.8)
 77 (25.2)

6.56±5.30
6.42±5.85

0.59 .558

Yes
No

212 (69.5)
 93 (30.5)

5.90±5.31
7.94±5.40

-4.28 ＜.001Number of medications
(more than 3)

LTC=Long term care facility.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우울측정도구인 CSDD는 노인의 우

울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GDS와의 타당도를 비교하는 연구

에서 치매노인과 같이 인지저하가 있는 대상자에서 우울측정

이 타당한 도구였으며[10,11],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또한 높

게 나타났다. 자가보고형 우울척도인 GDS는 언어적 의사소

통에 어려움이 있는 인지 저하 노인에서 기억이나 판단의 정

확도에 따라 결과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8].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CSDD는 대상자를 돌보는 사

람의 관찰을 통해 보고되는 도구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

를 수집할 수 있으며, 선행논문에서는 치매노인의 우울측정

을 위한 ‘gold standard’로 CSDD를 제시하고 있다[9]. 하지

만 우리나라 시설노인에서 CSDD를 이용한 연구는 아직까지

는 미비하므로, 시설노인에서 정확한 우울감별을 위해 관찰

형 측정도구인 CSDD를 이용한 우울측정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대상자들의 진단받은 만성질환의 수가 많을수록 우울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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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edictors of Depression (N=305)

Variables Categories B SE p OR
95% CI

Lower Upper

Number of chronic diseases
(≥7=1)

≤3
4~6

-0.46
-0.33

.50

.53
.350
.534

0.63
1.72

0.24
0.25

 1.66
 2.04

Delirium/confusion
(Yes=1) 

No 1.56 .39 ＜.001 4.77 2.24 10.20

Insomnia
(Yes=1)

No 1.78 .30 ＜.001 5.94 3.31 10.64

Poor eyesight
(Yes=1)

No -0.03 .36 .943 0.98 0.48  1.98

Poor communication
(Yes=1)

No 0.11 .34 .751 1.11 0.57  2.17

Number of medications
(Yes=1)

No 0.39 .34 .258 1.47 0.76  2.84

OR=Odds ratio; SE=Standard error; CI=Confidence interval.

가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Barca 등

[12]의 연구에서는 진단받은 질환이 많은 대상자에서 우울증

상의 발생이 더 높게 나타났고, Djernes[2]의 연구에서도 만성

질환이 노인의 우울 위험요인으로 가장 강력한 인자로 제시되

어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대상

자들의 평균 진단받은 질환 수는 4.3개로 지역사회 노인을 대

상으로 한 2011년 노인실태조사[3]에서의 평균 질환 수 인 2.5

개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위와 같은 결과들은 지역사회 노인

에 비해 시설거주 노인에서 진단받은 질환수가 많고, 특정 질

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서 우울 정도가 높게 나타났음이 확인

되었다. 노인에서 진단받은 질환 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로 인

해 발생되는 건강문제들은 복합적인 작용을 하게 되고, 건강문

제 치료를 위한 약물의 사용증가는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되며[21], 삶의 질의 저하는 우울감을 더 높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특정 질환, 혹은 복합적인 질환문제를 갖

고 있는 대상자에 대한 우울감소를 위한 간호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일 것이다. 

대상자 중 시력장애가 있는 노인에서 우울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시설노인에서 우울 위험요인을 규명

한 McCusker 등[20]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시력과 같

은 감각자극 유입의 감소는 우울증상의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

에, 돋보기 착용과 같은 시력 교정, 원인질환 치료 등의 간호

중재를 제공함으로써 시력장애가 있는 노인에서 감각자극 유

입의 감소로 인한 우울감 경험 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사소통장애가 있는 대상자에서 우울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의사소통장애는 동료 노인들 간, 시설직원, 사

회와의 단절을 의미하고, 사회 혹은 지지체계와의 단절로 인

해 우울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게 되므로[2,16], 정서

적 지지나 언어 이외에 글씨나 그림, 낱말카드 등을 이용한 의

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약물복용 개수가 3개 미만인 대상자에서 우울점수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약물복용 개

수가 많을수록 우울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다는[15,21] 

선행연구와는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처방

되어진 약물의 개수만을 조사하였으나, 정신과 약물을 복용

하는 대상자에서 우울비율이 높게 나타난다[2,12,19]는 선행

연구결과를 볼 때, 대상자의 특정약물 투여 여부와 비처방약

물을 포함한 약물복용개수와 우울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섬망/혼돈 증상이 있는 대상자에서 우울점

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또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우울예측요인으로 확인되

었으며, 섬망/혼돈 증상이 있는 경우 우울증상이 4.7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섬망 증상이 있는 대상자에서 우울증

상이 3.18배 높게 나타난다는 McCusker 등[20]의 연구결과

와 유사한 결과이다. 섬망은 치매나 중증의 인지장애가 있거

나, 우울장애가 있는 대상자에서 발생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26], 시설거주 노인의 33~46%에서 증상을 경험할 정도로 흔

하게 발생하고 있다[26,27]. 섬망이 있는 대상자에서 우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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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기능의 감소를 가져오며, 치매 대상자에서는 인지저하를 

초래하므로[26] 섬망 증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간호중재가 필

요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섬망 평가 도구를 사용하

여 섬망 정도를 측정하기보다는 담당간호사의 관찰을 근거로 

섬망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였으므로 평가결과를 일반

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한, 섬망의 일부 증상

(inattention, hypoactivity, withdrawal, anxiety, and de-

pression)은 관찰을 하는 의료진들도 우울과 구분하기 어렵

기 때문에 섬망과 우울장애 증상을 구분하여 평가하는데 방해

의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어[20], 대상자의 섬망을 정확히 평

가하고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섬망과 우울의 

관계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반복 확대 연구를 제안한다. 

섬망/혼돈과 더불어 불면증이 있는 대상자에서 우울점수

가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선행연구

에서도[2,13]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불면증이 우울 관련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본 연구에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 상 불

면증이 있는 경우 우울증상이 5.94배 높은 것으로 가장 강한 

우울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면장애가 있는 대상

자에서 우울증상이 약 3배 높게 나타난 국외의 선행연구[14] 

결과 보다 높은 결과이다. 노인은 정상적인 노화과정 속에서 

수면의 질 저하, 낮 수면증가, 야간에 깨는 횟수 증가 등으로 

수면 패턴의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런 수면패턴의 변화와 더불

어 시설거주 노인에서는 환경의 변화, 소음, 통증, 수면을 방

해하는 약물 복용이나, 치매와 같은 질환자체가 불면증을 경

험하게 한다. 불면증이 우울과도 관련이 있지만 신체적 건강

의 악화도 유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28], 시설노인에서 불면증

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하여 불면증상을 완화시키는 간호중

재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인지상태와 우울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인지점수는 평균 14.87±6.24점

이었고, 인지저하가 있는 대상자의 평균인지점수는 12.92± 

5.34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심한 인지저하와 

우울 증상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한 Verkaik 등[29]의 연구와, 

너싱홈거주 노인에서 인지저하는 우울과 유의한 관련이 없다

고 한 Tiong 등[16]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

만 인지저하가 있을수록 우울증상이 나타난다는 여러 선행연

구[2,5,12,17-20,30]와는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이는 각각의 

연구마다 사용된 우울과 인지정도를 측정한 도구가 상이하므

로, 그 결과를 직접 비교하기 어려울 것이며, 앞으로 대상자의 

인지정도를 그룹화 하여 우울간의 차이를 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서울, 경기, 강원의 노인 의료시설 

7곳을 방문하여 대상자를 편의 추출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전

체 시설거주 노인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우울 예측 요인 중 혼돈/섬망은 직접 간호제공

자의 관찰을 근거로 대상자에서 혼돈/섬망 증상이 있는지 여

부를 사정한 설문 결과이다. 이에 혼돈/섬망과 우울의 관계여

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섬망을 정확히 평가하고 측

정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여 대상자의 혼돈/섬망 정도를 사

정하고, 우울과 관련성을 확인하는 반복 확대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시설거주 노인의 우울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시설노인에서의 우울 정도는 전체의 38.7 

%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지 장애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났다. 우

울 관련요인은 건강 관련특성 중 진단받은 만성질환의 수, 혼

돈/섬망, 불면증, 시력장애, 의사소통장애, 약물복용개수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면장애와 혼돈/섬

망이 가장 강한 우울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시설노인의 우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설노인에서의 우

울 관련요인에 대한 이해와 조기발견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더불어, 우울예측요인으로 확인

된 섬망/혼돈, 불면증이 있는 대상자의 우울예방을 위한 간호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중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시설거주 노인에서의 우울이 신체적, 사회적, 환경

적 요소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므로, 다양

한 우울예측 요인 확인 및 총체적인 접근을 위해 더 많은 대

상자에게 장기간에 걸친 코호트 연구를 통한 반복된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관찰형 우울측정도구인 CSDD를 이용한 노인 우울

에 관한 연구가 미비하므로 CSDD를 이용한 우울 측정 등의 

반복 연구를 제언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시설거주 노인에게 

적합한 간단하고 신뢰성 있는 우울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성 

연구가 필요하겠다.

셋째, 본 논문에서 제시되어진 우울예측 요인을 통해 시설

거주 노인에서 우울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되어질 수 있으며, 대상자들의 우울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시

설거주 노인의 우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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