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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의 뇌졸중 후 우울 예측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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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ors of Post Stroke Depression in Community-indwelling 
Older Adults

Oh, Eunmi 

School of Nursing,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Post Stroke Depression (PSD) is one of the most common complications for stroke survivors and is asso-
ciated with negative health outcomes such as disability, death.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and predictors of PSD among older Korean adults living in the community. Methods: Data collection 
was done using the 2014 Survey of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of Korean Older Adults. Participants 
were 706 older adults who had a strok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determine the predictors of PSD. 
Results: The prevalence of PSD which was assessed by the short form of the geriatric depression scale was 49.4%. 
In a logistic regression model, the predictors of PSD were self-rated health (OR=5.90, CI=3.70~9.40), economic 
state (OR=2.97, CI=2.07~4.24), independent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OR=2.17, CI=1.30~3.63),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OR=2.02, CI=1.07~3.80), and education (OR=1.53, CI=1.05~2.24). Conclusion: PSD was 
common among older Korean adults living in the community. Poor self-rated health status, lower economic state, 
lower levels of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and ADL, lower levels of education should be consid-
ered when conducting activities related to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PSD in older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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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2017년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뇌혈관질환은 65

세 이상 인구의 사망원인 중 암과 심장질환에 이어 3위를 차지

하는 중요한 질환이며 뇌혈관 질환 중 뇌졸중은 단일 질환으

로 분류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중요한 질병이

다[1]. 뇌졸중은 뇌의 혈류 이상으로 갑자기 발생된 국소적인 

신경학적 결손으로 뇌손상과 함께 사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손상 부위에 따라 뇌 기능의 장애로 인한 마비, 언어장애, 시각

장애와 같은 신체적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어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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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옷 입기, 식사하기, 걷기와 같은 일상생활 활동의 독립적 수

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최근 의학의 발달로 인해 뇌졸중으

로 인한 사망률은 감소 추세이나 생존한 뇌졸중 환자의 후유 

장애로 인한 경제적 비용의 부담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 우리나라도 전체 의료비에서 뇌졸중이 차지하는 비

율이 커지고 있으며, 인구 증가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자의 뇌

졸중 비율이 증가하여 뇌졸중 환자의 고령화가 예측된다[3]. 

뇌졸중으로 인한 신체적 장애와 함께 뇌졸중 후 우울(Post 

Stroke Depression, PSD)은 뇌졸중 후유증 중에서도 매우 흔

하게 발생하는 정서적 장애이다[4]. PSD는 뇌졸중 생존자의 

부정적 건강상태와 관련되는데 수많은 종단연구들에 따르면 

PSD는 기능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4] 신체적, 정서적 장

애[5]를 일으키고 재활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삶의 질 저하[5], 

자살[6], 사망[7]과도 관련 있다고 보고되었다. PSD의 정의, 진

단, PSD와 관련된 결과의 측정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의견이 

달라 논란이 있으나 PSD가 뇌졸중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논란이 없다. 

PSD의 유병률은 연구마다 다르게 보고되었는데 최근의 메

타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생존자의 33.5%가 PSD [8]로 보고되

었고, 미국의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전국 규모의 대상

자 연구[9]에서는 뇌졸중 생존자의 17%가 PSD이었다. 우리

나라에서 시행된 전향적 추적 연구들[4,10]에 따르면 PSD의 

유병률은 경증이 70.6%, 중증이 29.4%였으며[4],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더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0]. 

PSD의 치료에 대한 문헌고찰 연구결과에 의하면 뇌졸중 

환자의 회복에 있어서 우울의 발생은 매우 흔하고 중요하지

만, PSD로 진단되거나 적절히 치료 되지 않고 있으며 치료하

더라도 주로 항우울제 혹은 정신과적 요법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1]. 또한, 지금까지 항우울제는 우울증상의 개선

에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

어왔으나, PSD 환자에게 있어 항우울제 투약으로 인해 일어

날 수 있는 문제(간질, 낙상, 섬망)와 노인과 약물치료를 받는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

지 않으므로 뇌졸중 후 지속적인 우울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게 항우울제를 투약하는 경우 조심스럽게 사용하도록 권고하

였다[11]. 

PSD의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체적 

재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살의 예측요인으로

도 작용한다[6]. 중국의 전국적인 1년간의 종단 선행연구[6]에 

의하면 뇌졸중 생존자 중 6.6%가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었으

며 자살 생각을 갖도록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은 PSD, 장애, 

불면증, 재발된 뇌졸중을 겪고 있는 경우로 밝혀졌다. PSD와 

사망률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논문[7]에서 뇌졸중 생존자 중에

서 우울한 경우가 우울하지 않은 경우보다 35배 이상 사망률

이 높았으며, 65~74세의 노인의 경우 뇌졸중과 우울증이 있는 

경우가 뇌졸중과 우울증이 없는 경우보다 사망률이 2배 이상 

높았다. 

이처럼 PSD는 뇌졸중 노인의 부정적 건강상태와 관련이 

있으므로 PSD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PSD와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는 것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PSD

의 발생 요인은 매우 다양한데 PSD에 대해 문헌고찰 한 연구

[12]에 따르면 선행연구들에서 PSD와 관련 있는 요인으로 가

장 많이 보고된 요인은 일상생활활동(Activity Daily Living, 

ADL)의 장애였다. ADL의 장애가 있는 노인은 스스로 독립

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점차 타인의 도움

이 필요한 의존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ADL의 장애와 함께 

PSD의 발생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는 요인은 인지저하이다[5, 

12-15]. 영국에서 75세 이상의 뇌졸중 노인을 10년간 추적한 

연구[15]와 병원에 입원한 뇌졸중 노인을 18개월간 조사한 연

구[16]에서 ADL의 장애와 인지저하는 PSD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그 외에 PSD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일

반적 특성은 성별, 경제상태, 학력,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지지

가 있었는데 여성[9,14,17]인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9], 학력이 낮을수록[9], 뇌졸중 이전에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부족할수록[18] PSD의 발생이 흔하게 일어났다. 질병 관련 요

인도 PSD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데 과거력과 동반질환, 뇌졸중 

재발, 흡연, 뇌졸중 병변 부위 등이 PSD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고혈압, 협심증, 정신질환과 같은 질환의 과거력[18]과 동반된 

여러 질환들이 있는 경우[9], 재발된 뇌졸중 인 경우[14], 현재 

흡연하는 경우[9], 뇌졸중 부위가 왼쪽 대뇌 병변인 경우[17]에 

PSD의 발생이 흔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뇌졸중의 발병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증가하는 대표적인 질

환인 것과 우리나라의 빠른 속도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뇌졸중 노인의 PSD의 관리는 우리나라 뇌졸중 노인과 가

족의 삶의 질 향상과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건강관리비용의 

감소에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뇌졸중 노인의 우울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선행연구들

을 살펴보면 일개 병원의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4,10]와 같이 연구대상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못한 연구들

이 대부분이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뇌졸중 생존 노인의 

수 증가가 예측되는 현 시점에서 전국 뇌졸중 노인의 대표성

이 확보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우울의 예측요인을 알아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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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노인의 우울을 중재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에 본 연구

는 우리나라 전국의 노인을 대표하는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

용하여 재가에 거주하는 뇌졸중 노인의 우울 예측 요인을 파

악하고, 우울 예방과 관리를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재가거주 뇌졸중 노인의 우울정도를 파악한다.

 재가거주 뇌졸중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우울 유무의 차이를 파악한다. 

 재가거주 뇌졸중 노인의 우울 예측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재가노인의 뇌졸중 후 우울의 정도와 예측요인

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된 2014년 노인실태조사 통계 자료

를 이차 자료분석한 서술적 단면 연구이다. 

2.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

시한 2014년 노인 실태조사의 자료[20]를 활용하였다. 노인 

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의해 매 3년마다 실시되는 조사로

서 한국 노인의 다각적인 생활 현황과 욕구를 파악하여 노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목표 표집단은 2014년 현재 전국 시 ․ 도의 일반 거주 시

설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었고 표본 추출은 층화 2단

계 집락 추출법을 이용하여 16개 시 ․ 도별로 1차 층화 하였으

며, 7개 특별 ․ 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 지역은 동부와 읍 ․ 면부

로 나누어 2차 층화하여 표본을 선정하였다. 2014년 노인 실

태조사는 2014년 6월부터 9월까지 표본 추출된 조사 지역의 

모든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직접 면접 

조사를 수행하였다. 다만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응답이 어려

운 노인 172명의 경우에만 대리응답을 허용하였고 주관적 판

단이 필요한 문항은 대리응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2014년 

전국 노인실태조사의 설문 조사를 완료한 노인의 수는 10,451

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뇌졸중 노인은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에 관한 질문 중 의사로부터 뇌졸중(중풍, 뇌경색)을 

진단받았는지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자를 말한다. 연구대

상자는 2014년 노인실태조사 대상자 전체 10,451명 중 의사로

부터 뇌졸중 진단을 받은 750명에서 우울 문항에 결측이 있는 

대상자 44명을 제외한 706명이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직업유무, 경제상태, 교

육 수준, 주거형태, 사회적 지지가 사용되었다. 연령은 “65~74

세”와 “75세 이상”으로, 경제상태는 주관적 가구 경제수준에 

대해 “높음(그저 그렇다, 높은 편이다, 매우 높다)”과 “낮음(매

우 낮다, 낮은 편이다)”으로 구분하였다. 교육 연한은 “0~6년

(무학에서 초등학교)”과 “7년 이상(중학교 이상)”으로, 주거형

태는 “가족과 거주”, “배우자와 거주”, “독거”로 각각 구분하

였다. 사회적 지지는 형제, 자매, 친인척과의 만남의 횟수가 왕

래가 거의 없는 경우 “낮음”, 1년에 1~2회 만나는 경우 “보통”, 

3달에 1~2회 이상 만나는 경우 “높음”으로 구분하였다. 

2) 건강 관련 특성 

대상자의 질병 관련 특성은 흡연여부, 만성질환 개수, 일상

생활활동(Activity Daily Living, ADL) 제한, 도구적 일상생

활활동(Instrumental Activity Daily Living, IADL) 제한, 체

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kg/m2), 시력 장애, 청력 

장애, 1년 이내의 낙상 경험, 주관적 건강상태, 인지상태가 사

용되었다. 흡연여부는 현재 흡연을 하는지에 대하여 “예/아

니오”로 구분하였다. 만성질환의 개수는 3개월 이상 앓은 의

사진단을 받은 질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질병의 개수를 

합한 대상자의 응답에서 상위 20%에 해당하는 3개를 기준으

로 “0~2개/3개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ADL 제한은 “한국형 

일상생활활동 측정도구[20]”의 합계점수를 이용하였다. 옷 

입기, 세수/양치/머리감기, 샤워 또는 목욕하기,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 대소변 조절, 이동하기 등의 7가지 행위를 수행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모든 7개 항목이 완전 자립인 

경우 “ADL 제한 없음”, 한 문항이라도 부분 도움 이상이 필요

한 경우 “ADL 제한이 있음” 으로 구분하였다. 도구 개발 시 

Cronbach’s ⍺는 .94 본 연구에서는 .92였다. IADL 제한은 

“한국형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측정도구[20]”의 합계점수를 

이용하였다. 몸단장하기, 집안일 하기, 빨래하기, 식사준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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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겨 먹기, 근 거리 외출, 금전관리, 물건사기, 전화사용, 외출

하기(교통수단 이용) 등의 10가지 행위를 수행하는데 다른 사

람의 도움 없이 모든 10개 항목이 완전 자립인 경우 ‘IADL 제

한 없음’, 한 문항이라도 부분 도움 이상이 필요한 경우 ‘IADL 

제한이 있음’으로 구분하였다. 도구 개발 시 Cronbach’s ⍺는 

.94 본 연구에서는 .95였다. BMI는 ‘정상(18.5~24.9 kg/m2)’

과 ‘비정상(저 체중(<18.5 kg/m2)과 과체중(≥25 kg/m2)’으

로 구분하였다. 시력 장애, 청력장애, 1년 이내의 낙상 과거력

의 유무는 각각 ‘예/아니오’로 구분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본인의 평소 건강상태를 그저 그렇다, 건강이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좋음’, 건강이 나쁜 편이다, 

건강이 매우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우 ‘나쁨’으로 구분하였다. 

인지상태는 치매 선별용 한국어판 간이정신상태 검사(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for Dementia 

Screening, MMSE-DS)[21] 19문항의 합계 점수를 사용하였

다. MMSE-DS는 각 문항의 응답이 맞은 경우 1점을 부여하여 

총점은 3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좋은 것으로 해

석된다. 선행연구에서[21] MMSE-DS의 정상규준 점수를 산

출하기 위하여 60세 이상 건강한 노인 1,555명을 대상으로 

MMSE-DS 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연령, 학력, 성별에 

따라 32개의 규준 단위로 세분화하여 MMSE-DS 규준표를 

작성하였다. 각 규준 단위별의 정상규준 중에서 -1.5 표준편

차 이상을 인지기능 ‘정상’ 기준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를 

‘치매위험 있음’으로 구분하였다[21]. MMSE-DS 도구 개발 

시 Cronbach’s ⍺는 .83, 측정자 간 신뢰도는 .99, 검사-재검

사 신뢰도는 .94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Kuder-Richardson 

Formula 20 (KR-20)은 .78이었다. 

3) 우울 

본 연구에서는 우울정도의 측정을 위해 30문항의 노인우울

도구(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를 축약한 15문항의 

구성된 한국판 축약형 노인우울도구(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의 합계 점수를 사용하여 8점 이상

을 PSD로 정의하였다[22]. SGDS는 자가보고형 우울 척도로

서 평가가 용이하고 짧은 시간에 사정이 가능한 검사로 검사

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이미 검증된 도구이며[22] 본 연구에서 

우울 진단에 사용한 15문항의 SGDS는 30문항의 GDS와 상관

관계가 .96으로 높았다[25]. SGDS는 1주일 동안 우울과 관련

된 증상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예/아니오’로 응답

하는 자가보고형 도구이다. 총점은 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있다고 평가하며 주요우울증을 선별하기 위한 최

적절단점이 8점으로 0~7점을 ‘정상’, 8점 이상을 ‘우울’로 정의

한다[22]. SGDS 도구 개발 시 Cronbach’s ⍺는 .89[22]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의 KR-20은 .89였다. GDS는 노인의 우울증을 

선별하는 도구로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으며[10,15,24,27] 

자가보고 방식으로 평가가 용이하고 짧은 시간에 사정이 가능한 

검사로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이미 검증된 도구이다[22].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구체

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우울 정도는 기술통계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우울 유무

의 차이는 x2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우울 예측 요인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5. 윤리적 문제

노인 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의해 매 3년마다 실시되는 

법정조사로 2014년도 노인 실태조사는 통계청 승인(승인번호 

제11771호)을 받고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보건사회연구원의 

허락을 받아 2014년도 노인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H대학의 기관생명 윤리위원회의 동의서 면제 요청서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IRB No. HYI-17-251-1).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우울정도

뇌졸중 노인의 우울 정도를 나타내는 SGDS 평균 점수는 전

체 노인(N=706)이 7.40±4.80으로 정상이었으며 349명(49.4%)

이 SGDS 8점 이상으로 우울 있는 군에 속하였다. 각 그룹의 

SGDS 평균점수는 우울증 없는 그룹이 3.21±2.27, 우울증 있

는 그룹이 11.68±2.24였다(Table 1).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우울 

유무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우울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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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stribution of Depression (N=706)

Variable Categories 　 n % M±SD

SGDS (actual range: 0~15) Total 7.40±4.80

PSD No
Yes

357
349

50.6
49.4

3.21±2.27
11.68±2.24

PSD=Post stroke depression; SGDS=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우울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을 비

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빈도 차이를 보

이는 항목은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x2=6.10, p=.014), 성별

(x2=12.32, p<.001), 직업유무(x2=11.82, p=.001), 경제상태

(x2=51.69, p<.001), 교육 수준(x2=15.68, p<.001), 주거형태

(x2=12.74, p=.002), 사회적 지지(x2=12.00, p=.002), 건강 관

련 특성에서 만성질환 개수(x2=11.54, p=.001), ADL 제한

(x2=48.44, p<001.), IADL 제한(x2=53.43, p<.001), 시력 장

애(x2=15.28, p<.001), 청력장애(x2=5.69, p<.017), 1년 이내

의 낙상 과거력(x2=21.84, p<.001), 주관적 건강(x2=112.78, 

p<.001), 인지 상태(x2=17.86, p<.001)이었다. 

즉,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에 따른 우울 유무의 분포는 75세 

이상의 고령 노인이 PSD 있는 군에 더 많았으며(54.4%), 성별

은 여성이 55.8%, 직업유무는 직업이 없는 노인이 52.7%, 경

제상태는 주관적 가구 경제수준이 낮은 노인이 61.6%, 교육 

수준은 교육 연한이 낮은 노인이 54.3%, 주거형태는 독거인 

노인이 58.5%, 사회적 지지는 낮은 노인이 58.7%로 PSD 있는 

군에 더 많았다. 건강 관련 특성에서 만성질환에 따른 우울 유

무의 분포는 만성질환 개수가 3개 이상인 노인이 PSD 있는 군

에 더 많았으며(52.7%), ADL 제한과 IADL 제한이 있는 노인

이 각각 77.1%와 70.1%, 시력 장애와 청력 장애가 있는 노인

이 각각 57.1%와 56.1%, 1년 이내의 낙상 경험이 있는 노인이 

61.0%,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노인이 61.1%, 인지상태는 치

매위험 있는 노인이 60.4%로 PSD 있는 군에 더 많았다. 

3. 대상자의 뇌졸중 후 우울 예측요인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우울군과 우울하지 않은 군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한 단 변량 분석에서 유의 하지 않았던 

흡연유무와 BMI를 제외하고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요인으

로 나타난 15개의 요인을 독립변수에 투입하여 PSD 영향 요

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후진 제거선택 방

법)을 실시하였다. Hosmer와 Lemeshow 검정에서 실제 관

측치와 모형에 의한 기대치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본 연구

의 모형은 적합하였고(x2=12.81, df=7, p=.077), 모형의 설명

력은 33%(Negelkerke R2=.33)이었다. 이 모형을 이용하여 

우울 위험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분류한 결과 전

체적으로 71.0%가 정확하게 분류되었다. 

분석결과 주관적 건강상태(OR=5.90, CI=3.70~9.40), 경

제상태(OR=2.97, CI=2.07~4.24), IADL 제한(OR=2.17, CI= 

1.30~3.63), ADL 제한(OR=2.02, CI=1.07~3.80), 교육 수준

(OR=1.53, CI=1.05~2.24)이 재가 뇌졸중 노인의 우울 예측요

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우울을 경험할 비율은 본인의 평소 주

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룹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룹보다 5.9배, 경제상태가 낮다고 생각하는 그룹이 높다고 

생각하는 그룹보다 2.97배, IADL 제한이 있는 그룹이 없는 그

룹 보다. 2.17배, ADL 제한이 있는 그룹이 없는 그룹보다 2.02

배, 교육 수준이 0~6년인 그룹이 7년 이상인 그룹보다 1.53배 

각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논 의

본 연구는 재가에서 거주하는 뇌졸중 노인의 우울 정도를 

확인하고 뇌졸중 노인의 우울의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뇌졸중 생존 노인의 수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의

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PSD

는 뇌졸중 생존자의 재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삶

의 질 저하와 사망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본 연구는 전국의 재

가 거주 노인의 대표성 있는 자료를 분석하여 PSD의 예측요

인을 알아본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뇌졸중 생존 노인의 우울 유병률은 49.4%로 

2014년 노인 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10,451명 전체 노인의 

우울 유병률 31%[19]와 비교하였을 때 뇌졸중 노인의 우울 유

병률이 전체 노인에 비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PSD의 유병률

은 뇌졸중 유병 기간[12]과 PSD의 정의와 평가방법[12,15]에 

따라 다양하게 보고되었다. 뇌졸중 유병기간에 따른 PSD 유

병률을 살펴보면, 뇌졸중 유병률은 과거에는 뇌졸중 발병기간

이 지남에 따라 우울의 유병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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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in Older Stroke Survivors (N=706)

Variables Categories

Total
(n=706)

Post stroke depression

  x2   p
No

(n=357)
Yes

(n=349)

n or M±SD
n (%) or 
M±SD

n (%) or 
M±SD

General 
characteristics

Age (year)
(range: 65~97)

Total
≥75
65~74

74.41±6.23
329
377

74.23±6.65 74.41±6.23 6.10 .014
150
207

(45.6)
(54.9)

179
170

(54.4)
(45.1)

Gender Female
Male

362
344

160
197

(44.2)
(57.3)

202
147

(55.8)
(42.7)

12.32 ＜.001

Job state No 
Yes

566
140

268
89

(47.3)
(63.6)

298
51

(52.7)
(36.4)

11.82 .001

Economic state Low
High

388
318

149
208

(38.4)
(65.4)

239
110

(61.6)
(34.6)

51.69 ＜.001

Education (year) 0~6
≥7

492
214

225
132

(45.7)
(61.7)

267
82

(54.3)
(38.3)

15.68 ＜.001

Living 
arrangements

With family
With spouse
Alone

233
326
147

108
188
61

(46.4)
(57.7)
(41.5)

125
138
86

(53.6)
(42.3)
(58.5)

12.74 .002

Social support* Low
Medium
High

201
289
212

83
149
124

(41.3)
(51.6)
(58.5)

118
140
88

(58.7)
(48.4)
(41.5)

12.00 .002

Health-re lated 
characteristics

　

Currently 
smoking

Yes
No

98
608

43
314

(43.9)
(51.6)

55
294

(56.1)
(48.4)

2.04 .154

Number of 
chronics disease

≥3
0~2

560
146

265
92

(47.3)
(63.0)

295
54

(52.7)
(37.0)

11.54 .001

Limitation of 
ADL

Yes
No

131
575

30
327

(22.9)
(56.9)

101
248

(77.1)
(43.1)

48.44 ＜.001

Limitation of 
IADL

Yes
No

214
492

64
293

(29.9)
(59.6)

150
199

(70.1)
(40.4)

53.43 ＜.001

BMI Abnormal
Normal

225
481

103
254

(45.8)
(52.8)

122
227

(54.2)
(47.2)

3.03 .082

Trouble with 
vision

Yes
No

329
377

141
216

(42.9)
(57.3)

188
161

(57.1)
(42.7)

15.28 ＜.001

Trouble with 
hearing

Yes
No

228
478

100
257

(43.9)
(53.8)

128
221

(56.1)
(46.2)

5.69 .017

History of falls in 
the past year

Yes
No

254
452

99
258

(39.0)
(57.1)

155
194

(61.0)
(42.9)

21.84 ＜.001

Self-rated health Bad
Good

527
179

205
152

(38.9)
(84.9)

322
27

(61.1)
(15.1)

112.78 ＜.001

Cognitive state* Having risk of dementia
Normal

245
460

97
259

(39.6)
(56.3)

148
201

(60.4)
(43.7)

17.86 ＜.001

BMI=Body mass index;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Missing data excluded.

심리적 합병증의 하나인 우울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다. 최

근의 문헌고찰 연구[12]에 따르면 급성기 혹은 재활 병동의 입

원 환자의 주요 우울증 유병률은 21.6%였고, 중국에서 조사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급성기 뇌졸중 2주 후의 PSD 발병은 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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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ogistic Regression Models for PSD (N=706)

Predictors β SE   p OR
95% CI

Lower Upper

(Constant) -2.67 0.27 ＜.001 0.07 　 　

Self-rated health (Poor) 1.78 0.24 ＜.001 5.90 3.70 9.40 

Economic state (Low) 1.09 0.18 ＜.001 2.97 2.07 4.24 

Limitation of IADL (Yes) 0.77 0.26  .003 2.17 1.30 3.63 

Limitation of ADL (Yes) 0.70 0.32  .030 2.02 1.07 3.80 

Education (0~6 years) 0.43 0.19  .028 1.53 1.05 2.24 

Hosmer-Lemeshowtest: x2=12.81, df=7, p=.077

Model summary: Negelkerke R2=.33

IADL=Instrumental activities daily living; ADL=Activities daily living.

%였다[23]. 하지만 급성기 뇌졸중 이후에도 여전히 PSD의 발

병율은 높았는데, 우리나라의 뇌졸중 노인의 우울과 관련된 

연구[24]에서 재활병원에 입원중인, 평균 뇌졸중 질병기간이 

약 12개월인 입원 노인의 SGDS 평균점수는 9.58±4.00점으

로 대부분의 노인이 우울하였다. 또한 75세 이상 뇌졸중 노인 

생존자를 대상으로 하였던 영국의 10년간의 종단 연구(N=706, 

평균 80±4.1세)[15]에서도 PSD의 유병률은 초기뿐 아니라 10

년 후 까지도 발병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였기에 급성

기 뇌졸중 이후의 장기적인 기간 동안에도 PSD에 대한 예방

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PSD의 예측 요인은 주관적 건강상태, 경제

상태, IADL 제한, ADL 제한, 교육수준이었으며 주관적 건

강상태가 나쁠수록, 경제상태가 낮다고 생각할수록, IADL과 

ADL제한이 있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PSD를 경험할 

비율이 높았다. 첫째로,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스스로 평

가하는 노인 자신의 전반적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으로 사망과 

같은 부정적 건강상태를 예측[25]하여 노인 연구에서 가장 흔

히 사용되는 변수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뇌졸중 노인의 경우 

건강관리 측면에서 병원의 임상간호사와 재가의 방문간호사, 

보건소 간호사, 사회 복지사를 포함한 건강관리 관계자가 뇌

졸중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필수로 사정하도록 환자 건강 

사정 문항에 주관적 건강상태를 묻는 문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겠다. 만약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뇌졸중 노인이 있다면 

PSD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거주 뇌졸

중 노인의 자조모임에 참여를 격려하는 것과 같은 간호중재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로, 노인의 경제상태는 직장에서의 은퇴, 자녀의 독립 

등으로 인해 취약해질 수 있으며 노인의 사회 경제적 상태는 

건강상태와 연관이 될 수 있다. 특히 뇌졸중의 경우 치료와 재

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자원 이용에 대한 비용은 다른 질

환에 비해 매우 높다[3,26]. 2017년 미국의 질병 통제 및 예방

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심장질

환과 뇌졸중 예방을 위한 보고서[26]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의

료 서비스 비용과 뇌졸중 치료제 및 결근 일수를 포함한 뇌졸

중으로 인한 연간 비용이 34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뇌졸중으로 인한 직접 진료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여 전체 의료비에서 뇌졸중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뇌졸중으로 인한 직접 의료비 규

모가 약 2조 5,645억 원으로 추정된다[3]. 선행연구에서도 경

제적 빈곤은 PSD의 요인으로 보고되었는데, 미국의 전국 규

모의 연구[9]에서 뇌졸중 생존자(N=17,132)중 우울증이 있는 

546명의 PSD요인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 빈곤은 주요 우울증

의 요인이었으며 우리나라의 병원 입원한 뇌졸중 환자의 PSD 

관련요인을 살펴본 연구[27]에서도 피로와 함께 경제상태와 

직업유무는 PSD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뇌졸중 노인의 경제 상태는 PSD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

므로 건강관리자는 경제상태가 낮은 뇌졸중 노인의 경우 PSD

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고 사회복지 전문가와 함께 

재가노인을 위한 보건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이

들에게 우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고 다양한 예방적 중재

로 재가노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겠다. 

셋째로, ADL과 IADL은 장애의 정도 혹은 신체기능의 감소

로 인한 의존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대표

적인 지표이다[20]. ADL 제한은 선행된 연구들[12,15,18,23]

에서도 PSD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일관성 있게 보고되었는

데 PSD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개발된 PSD 예측 척도[18]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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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협심증, 우울증이나 정신과적 질환과 함께 Barthel 

Index 문항 중 옷 입기에 의존이 필요한 경우가 PSD 예측인자

로 포함되었다. 중국에서 PSD의 발병율과 뇌졸중 특징을 알

아보기 위해 시행된 연구[23]에서는 성별(여성)과 함께 기능

의 의존성(Modified Rankin Scale)이 PSD의 중요한 예측인

자로 보고되었다. 우리나라에서 180명의 뇌졸중 환자를 6개

월 동안 종단추적한 연구에 의하면[4] 경증의 우울이 있는 경

우가 중증의 우울이 있는 경우보다 ADL이 향상되어 중증의 

PSD는 6개월 후의 ADL 감소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SD와 관련 있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리뷰연구[12]에 의하

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PSD와 가장 관련 있는 요인은 ADL의 

장애였으며 PSD가 있는 경우 향후에 ADL 장애가 증가하였

을 뿐 아니라 인지기능도 함께 저하하였으며 사망률도 증가하

였다. 또한 중국의 1년 종단 자료를 분석한 연구결과[6]에 따

르면 신체적 기능 장애는 또한 뇌졸중 환자의 자살의 예측요

인이기도 한 것으로 보고되어 뇌졸중 노인의 신체적 기능 저

하를 관리하는 것을 통해 PSD를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

애와 자살, 사망 등과 같은 부정적 예후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ADL과 IADL의 장애가 있는 뇌

졸중 노인의 경우 신체적인 재활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인

지기능과 전반적인 삶의 질 저하를 동반한 PSD의 유병률이 

높아지고 자살과 사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건강관리 담당자가 인식하고 신체적 장애가 있는 뇌졸중 노인

의 PSD 예방과 관리를 위한 중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장기노인요양 보험 서비스 중 통합재가서비스 이용의 확

대 및 적용을 통하여 뇌졸중 노인의 ADL, IADL 악화예방 및 

향상이 필요하며,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뇌졸중 노인에게 홍

보하고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낮은 교육 수준은 PSD와 관련 있는 요인이었

으며 이는 미국의 대표성 있는 자료를 분석하여 PSD의 관련

요인을 살펴본 선행연구[9]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교

육 수준이 낮은 뇌졸중 노인의 우울 예방에 대한 중재가 필요

하다. 인지저하는 여러 선행연구들[5,12-15]에서 PSD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PSD와 관련성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뇌졸중 노인과 일반노인의 우울 예측 요인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 중 주관적 건강상태, 경제상태, IADL 제한, 

ADL 제한, 교육 수준 등이 뇌졸중 노인의 우울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재가거주 노인의 우울 예측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농촌 지역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N=228)[28]에서 우울 영향요인은 스트레스, 경제상태, 주관

적 건강상태이었고, 한국 복지패널 1차 년도부터 9차 년도까지

의 종단자료를 활용한 노인의 우울 변화 요인을 살펴본 연구

(N=3,775)[29]에서는 성별(여성), 연령, 배우자유무, 경제상

태, 주관적 건강상태이었으며, 2006년에서 2012년까지의 65세 

이상 노인의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한 연구(N=2,040)에서

는 자아존중감, 사회적 관계 만족도, 국민기초생활수급 경험,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 등이었다. 

선행연구[28-30]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뇌졸

중 노인과 일반노인의 공통적인 우울예측요인은 주관적 건강

상태[28,29]와 경제상태[28-30]이었으며 차이가 있었던 요인

은 신체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ADL [28], 

장애의 유무[29,30] 등이 신체적 변수로 분석에 포함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우울 예측요인으로는 신체적 요인은 제외되었고 

대신 일반적 특성, 심리적, 사회적 특성 등이 우울 예측요인으

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 거주하는 일반 노인

에 비하여 뇌졸중 노인의 신체기능 상태가 더 나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재가거주 전체노인과 뇌졸중 

노인에서 ADL과 IADL에 1개 항목 이상 제한이 있는 노인의 

비율을 비교하면 본 연구의 대상자에서 각각 77.1%와 70.1%

였으나 2014년 노인실태조사 전체 대상자에서 비율은 각각 

6.9%, 17.8%로[19]로 뇌졸중 노인의 신체기능이 전체 노인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뇌졸중으로 신체기능 

수준이 저하된 뇌졸중 노인의 경우 우울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체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재활을 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PSD와 관련 있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

나라의 전국적 대표성 있는 자료를 이차 분석하였기에 본 연

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

만 몇 가지 제한점들도 있다. 첫째, 선행연구[14,17]에서 PSD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던 뇌졸중 질병과 관련된 

문항(뇌졸중 재발 여부, 뇌의 손상 부위 등)을 본 연구에 포함

하지 못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자가 PSD 노인이나 노인

실태조사의 설문 문항만으로는 뇌졸중이 이환되기 이전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은 대상자를 알 수 없었기에 뇌졸중과 우울

의 발생 전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마지막

으로, 횡단 연구설계로 인해 여러 가지 요인들이 PSD에 미치

는 영향요인을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질병기간에 

따른 PSD의 중증도 변화 과정과 그에 따른 유병률을 살펴보

고 PSD와 영향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대규

모의 종단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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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의 뇌졸중 후 우울 예측요인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재가거주 뇌졸중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 

정도를 파악하고 예측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전

국을 대표하는 뇌졸중 노인의 자료를 활용하여 PSD의 예측요

인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49.4%의 대상자

가 PSD이었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경제상태가 

낮다고 생각할수록, IADL과 ADL제한이 있을수록, 교육수준

이 낮을수록 PSD를 경험할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뇌졸중 노인의 특성과 문제점을 고려하여 주관

적 건강상태가 나쁘고 경제상태가 낮으며 신체적 기능이 저하

된 교육 수준이 낮은 뇌졸중 노인의 PSD의 예방 및 관리를 위

하여 지역사회 재가 서비스 중 방문간호 서비스가 폭넓게 적

용되어야 할 것이며 의료와 요양 서비스가 통합되어 제공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실무 측면에서 뇌졸중 노

인의 지각된 건강상태, 경제상태, ADL과 IADL의 제한, 교육

연한 등을 주기적으로 사정하여 PSD 발생 가능성이 있는 뇌

졸중 노인을 조기발견 하거나 PSD 발병 예방을 위한 자조모

임과 같은 지지그룹을 형성하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할 것이

다. 또한 이미 우울이 발생한 노인의 우울 관리 접근을 위해서

는 PSD와 관련된 교육과 상담 프로토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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