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2384-1877 | eISSN 2383-8086
http://dx.doi.org/10.17079/jkgn.2015.17.3.142

노인간호학회지 제17권 제3호, 2015년 12월
J Korean Gerontol Nurs Vol.17 No.3, 14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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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ation of Korean version of The Cornell Scale for Depression
in Dementia among Older Adult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Lee, Youngshin · Lee, Ye Sun · Hong, Gwi-Ryung Son
College of Nursing,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ranslate and test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ornell Scale for Depression in Dementia (K-CSDD) used for assessing depression among impaired cognitive
older adults. Methods: Original CSDD was translated into Korean and Linguistic contents were verified through
back-translation procedures. The participants were 97 older adults reside in long-term care facilities. The participants
were assessed using the 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MMSE-K), The Korean version of the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K-HDRS), The short form of the Geriatric Depression Scale-Korean (SGDS-K),
and K-CSDD. Results: In the reliability test, Cronbach’s ⍺ coefficient and test-retest reliabilities were .78 and .48,
respectively. In concurrent validity of the K-CSDD,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the K-CSDD and
K-HDRS (r=.78, p<.01). Factor analysis resulted in six factors accounting for 68.8% of the common variance. ROC
curve analysis identified a cut-off score of 5 for the K-CSDD, where the sensitivity was 80.4% and the specificity
was 89.0%. Conclusion: This study shows that K-CSDD is the reliable and valid scale for healthcare professionals
to assess depression in cognitive impaired older adul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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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치매 유병률은 계속 상승하여 2050
년에는 약 271만 명으로 매 20년마다 약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2].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에 의하면 노년기의 대표적 정신 장애

국내 고령화 사회는 이미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

로 우울증과 치매라고 발표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우울증 환

며, 2018년에는 고령자 비율이 14.5%의 고령사회로, 2026년

자의 34.6%가 60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하였으며[3], 그 중 알

에는 20.8%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되며[1], 이

츠하이머 병에서 가장 흔한 증상으로 ‘우울은 20~30% 정도

와 비교하여 보건 복지부의 2013년도 보고에서는 2012년 국

를 차지한다’라고 발표[4]한 것을 본다면 이와 같은 노인인구

내 치매 환자의 수는 전체 노인의 9.4%를 차지하고 급속한 고

의 증가는 치매 유병률이 늘어남과 동시에 노인들의 우울도

령화로 치매 노인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초고령

늘어난다고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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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우울은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나 적절한 치료가

15점에서 23점까지는 GDS를, MMSE 15점 이하는 CSDD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삶의 질의 저하, 일상적인 생활의 낮은

적용을 권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소수의 연구에서 필요에

수행, 다른 질환으로 이환율을 상승시키며[5], 특히 노인의 우

따라 CSDD를 연구자 또는 단체에서 검증 과정없이 번역하여

울 증상은 젊은 성인들과 달리 우울 그 자체로 전문적 개입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야 하는 증상일 뿐만 아니라 노인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국내에서 번안하여 발표한 Lim 등 [16]이 알츠하이머 노인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대표적 지표[6]로 적용되며,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CSDD 한국어판 개발 연구에서는 이 도

의 우울은 젊은 층에 비해 자살시도의 위험성이 높고, 이러한

구의 타당성이 있다고 나타났으나, 연구대상자들은 노인요양

위험이 사망으로 이어지는 연계성이 높게 나타났다[7]. 우리

병원이나 요양 시설이 아닌 급성기 병원에 내원하는 노인들

나라는 최근 10년 사이에 노인 자살률이 거의 두 배 가량 증가

을, 또한 노인을 직접 돌보는 제공자가 아니라 노인들의 행동

했으며,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이 1위로, 이는 OECD 국

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를 통하여 연구자들이 몇 번의 미팅을

가 평균의 약 4배 정도인 것[8]을 보더라도 노인들에게서의 우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비교하여 보고하였다. 이는 인지기능

울은 세밀한 사정과 접근이 필요하다.

의 저하가 있는 장기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경우 CSDD의 평

노인의 우울은 주로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Ⅳ

가에 있어 원도구의 평가 방법인 이들을 직접 돌보는 돌봄 제

(DSM-Ⅳ)에 따라 정신과적인 판정에 맞는 조건이나 변별점

공자를 통한 평가가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간호사가 환자의

(cut-off)으로 구분되는 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

우울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타당성은 확인되지

도구를 사용하여 진단하고 있다[9]. 그러나, DSM-Ⅳ에서는 청

않았다.

장년층을 대상으로 우울 진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노인인구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 도구의 평가 방법대로 치매가 의심되

에는 적합하지 않은 기준들이 있다. 예를 들어, 우울장애 진단

는 대상자나 치매를 가진 대상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요양병원

기준에 속하는 신체 증상 중 정신 운동성 변화(느려진 행동이

이나 요양 시설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돌봄 제공자인 간호사에

나 사고, 초조), 불면증, 식욕 저하, 에너지 저하 등은 성기능

게 직접 평가하게 하기 위해, CSDD를 번역, 역 번역하고 동등

감퇴, 변비, 관절통과 같은 신체 질환이 동반된 노인들에게도

성을 비교한 뒤, Korean version of CSDD (K-CSDD)를 개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수면 장애는 청장년층의 내인성 우울증

하고 본 조사 및 검사-재검사를 시행한 후 신뢰도, 타당도와 구

에서는 흔한 증상이지만 정상 노인에게서는 우울과 무관하다

성타당도 및 우울을 감별하기 위한 변별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10]. 이에 따라 DSM-Ⅳ가 제시하는 배제 기준을 적용하면 주
요 우울 장애의 진단적 범주를 만족하는 환자 중 많은 수를 우

2. 연구목적

울증이 없다고 진단할 수 밖에 없다[11]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또한, 현재 국내의 일차 의료기관 및 노인 장기 요양시설에

본 연구의 목적은 치매가 의심되거나, 확진을 받은 노인 대

서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인정된 도구로 조맹제 등[12]의 한국

상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요양병원이나 요양 시설에서 노인들

판 노인 우울척도 단축형(Korean version of the short form

을 돌보는 간호사에게 직접 평가하게 한 뒤, 신뢰도와 타당도,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K)을 주로 사용하고

우울을 감별하기 위한 변별점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있으나 이 도구는 자가 보고형 척도로서 인지 기능이 저하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노인들에게서는 이러한 언어적 방법은 장애 등급이나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억이나 판단의 정확도에 따라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13]. 이러한 문제점을 보
완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 Alexpoulos 등[14]이 개발한 The

 장기요양시설에서의 K-CSDD 적용을 위한 신뢰도와 타
당도를 확인한다.
 장기요양시설에서의 K-CSDD 적용시 우울의 감별을 위
한 변별점을 확인한다.

Cornell Scale for Depression in Dementia (CSDD)가 있
으며 대상자 본인의 자가 보고나 이들을 돌보는 돌봄 제공자

연구방법

의 관찰을 통하여 보고되는 도구이다. 이는 인지 기능이 손상
된 노인의 우울 측정에 효과적인 도구로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1. 연구설계

각 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Brown 등[15]도 노인의 우울 측정
의 가이드라인으로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SE)

본 연구는 코넬 치매 노인 우울측정도구를 한국어로 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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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도구의 신뢰도, 타당도 및 민감 도, 특이도를 검증하는

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관련행동의 정도가

방법론적 연구이다.

심함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에 는 신뢰도에 대한 언급은 없었
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80이었다.

2. 연구대상
(2) 한국어판 노인우울척도 단축형(SGDS-K)
본 연구의 대상노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Yesavage 등[18]에 의해 개발된 30문항의 자가 보고형 우

 만 65세 이상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한 노인으로 인지 기

울척도를 15문항으로 축약한 도구를 한국어로 번역한 한국어

능이 저하된 경우 법정 대리인(가족 보호자)의 동의를 받

판 노인우울척도 단축형(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

는 것을 원칙으로 함.

sion Scale-Korean, SGDS-K)[19]을 사용하였다. 우울 증상

 Korean Version of Mini Mental Status Examination

의 절단점으로 8점을 사용하며[18] ‘예/ 아니오’ 로 간단히 대

for Dementia Screening (MMSE-DS) 점수 15점 이상

답할 수 있다.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는 .94였으며

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노인

[18], 본 연 구에서는 .91이었다.

 입소한지 1개월 이상의 요양시설 거주 노인
본 연구대상노인의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향정신성 약물이나 콜린계 약물을 복용하는 치매 노인
 치매나 우울 외에 의사에게 진단받은 정신 질환이 있는
노인

(3) 한국판 Hamilton 우울평가척도(Korean version of
the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K-HDRS)
우울증에 대한 관찰자 평가척도로서 Hamilton에 의해 개
발된 척도로서 17항목 수정판을 번역 한 K-HDRS[19]를 사용

 시청각, 언어 장애가 있는 노인

하였다. 우울한 기분, 죄책감, 자살, 일과 활동, 지체, 초조, 정

 MMSE-DS 15점 미만으로 심한 인지기능저하로 의사소

신적 불안, 신체적 불안, 건강염려증의 9개 항목은 0~4점으

통이 어려운 노인

로, 초기 불면증, 중기 불면증, 말기 불면증, 위 장관계 신체증

본 연구에서의 관찰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상, 전반적인 신체증상, 성적인 증상, 병식의 7개 항목은 0~2

 조사 대상 시설에서 대상 노인을 최소 한 달 이상 직접 간

점으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

호한 간호사

한다. 개발 당시에는 신뢰도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본 연구에
서 신뢰도 Cronbach's ⍺는 .86이었다.

3. 연구도구
4. 연구절차
1) 인지기능
대상자의 인지기능은 한국판 간이형 정신상태 검사 도구

1) 준비 단계

(MMSE-DS)[17]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MMSE-DS 도구는

본 연구는 도구 번역을 위해 도구의 원저자인 George S.

지남력, 주의집중과 계산력, 언어기능, 판단력 등을 평가하는

Alexopoulos에게 이메일을 통해 허 락을 받았으며 도구 번

노인용 인지기능 측정도구로서 총 19문항, 30점 만점으로 점

역과 역 번역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수가 높을수록 인지기능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고 신뢰도
Cronbach's ⍺는 .83이었으며[17], 본 연구에서 신뢰도 KR-

(1) 내용 동등성

20은 .51이었다.

내용 동등성은 도구의 항목별 내용이 동일한 문화적 관련
성을 갖는지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20], 본 연구에서는 간호
학 석 ‧ 박사 과정생 7인이 영문 버전 CSDD를 한국어로 번역

2) 우울
(1) The Cornell Scale for Depression in Dementia [14]

평가하였다. 번역과정에서 주요 문제로 논의되었던 것은 원

를 본 연구의 저자들이 한국어로 번역한 K-CSDD를 사용하

문의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표현하는 어휘선정에 있어 여러

였다. 번역과 역 번역과정을 거쳐 최종화한 K-CSDD는 19문

차례 토의를 거쳐, 문화적, 실용적 쓰임을 고려하여 원도구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주 동안 노인 또는 치매 노인의 우

“Irritability”는 “성마름”으로 번역하였고, “cyclic”은 “순

울 관련행동을 측정하는 것으로 0점(없다)에서 2점(심 함) 척

환적”이 아닌 “주기적”으로 번역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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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urnal”은 사 전적 의미인 “주행성의”가 아닌 “주간의”로

교육하고 시범을 보인 후 일차적으로 기준에 적합한 노인 100

번역하였다. “agitation”을 “흥분”이 아닌 “초조”로 번역하

명에 대해 3명의 간호사가 평가를 하였다. 검사-재검사를 위

는 것은 어의적인 차이가 있으나 한국어 기존 정신심리도구들

해 2주 뒤에 3명의 간호사가 같은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평가

에서 agitation의 의미는 주로 “초조”로 사용되고 있어 “초

하였다.

조”로 번역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3) 타당도 조사
(2) 어의 동등성

코넬 치매 노인 우울측정도구의 동시 타당도(concurrent

어의 동등성 비교는 각 문항이 번역 후에도 같은 의미를 지

validity)를 검증하기 위해 SGDS-K와 K-HDRS를 이용하여

니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20], 본 연구에서는 영문

같은 자료수집기간에 조사하였다. SGDS-K는 장기요양시설

CSDD 도구를 한글로 번역한 뒤 영어와 한국어 이중 언어를

거주 노인이 응답하였으며, K-HDRS는 관찰형이므로 대상

구사하는 2인 이 원 도구에 대한 정보 없이 번역된 한국어

노인을 한달 이상 간호한 간호사가 응답하였다.

CSDD를 영문으로 역 번역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구
의 개발자인 Alexopoulos 에게 원도구와 역 번역판 영문문

3) 자료수집

항들의 의미 비교 확인을 의뢰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다음의

자료수집은 H대학교 기관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IRB)

3점 척도(3=‘Exactly the same meaning in both versions’,

의 승인을 받은 후(IRB No. **I-14-012-3) 2014년 4월부터

2=‘Almost the same meaning in both versions’, 1=‘Dif-

2014년 5월까지 자료수집이 진행되었고 대상자인 노인과 간

ferent meaning in each version’)로 평가를 받았고 모든 문

호사에게 연구 동의서를 모두 구득하였다. 본 조사를 시행하

항에서 의미상 차이가 없다는 답신을 받았다. 또한, H대

고 2주 후 검사-재검사를 위한 재조사를 시행하여 K-CSDD

English Writing Lab의 교수로부터는 19개의 문항 중 ‘lack

와 K-HDRS의 상관관계를 통해 동시타당도를 보기 위하여

of response of joy’, ‘petulance: easily angry, hasty’, ‘Dila-

Lee 등 [21]를 참고하여 G*Power 3.17 program bivariate

tory: slow action, speech & response’, ‘wake up easily in

normal model 상관관계로 효과크기 0.3, 검정력 .80, 유의수

the morning’, ‘Delusions: delusion of poverty, diseases,

준 0.05로 계산하여 최소 84명의 대상자가 요구되나, 탈락률

loss’은 2점으로 평가 되어, 위의 5문항은 본 연구의 저자들이

15%를 고려하여 총 100명을 포함하였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다시 한국어 번역 과 역 번역 과정을 거쳐 3점이 나올 때 까지

위치한 3개의 장기요양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장의 허락을 받

수정하여 최종화시켰다.

고 협조를 받아 해당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을 1개월 이상
돌본 경험이 있는 간호사를 관찰자로 선정하였다. 총 100명의

(3) 기술적 동등성

시설거주 노인과 이들을 돌보는 간호사 3명을 대상자로 하였

기술적 동등성은 자료수집방법이 각 문화에서의 다른 결과

고 2주 후 재검사 시에는 다른 시설로의 전원 또는 사망으로 3

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나타내는 것으로[20], 본 연구에서는

명이 탈락하여 총 97명을 대상으로 재검사를 실시하였다.

한글 번역본과 원 도구 모두 대상자가 지필검사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자료수집방법에 의해 조사결과가 영향을 받지 않

5. 자료분석

도록 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
2) 조사 단계

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평균, 표준편차 등 서술적 통계로 분

(1) 인지기능 조사

석하였다. 도구의 내적 일치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위해 MMSE-DS를 본 연구의 저

Cronbach’s ⍺, 검사-재검사는 paired t-test를 하였고, 동시

자가 실시하고, 노인을 면담하면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노인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SGDS-K와 K-HDRS와는 피어슨 상

을 구별하여 선정기준에 맞는 노인을 대상자로 하였다.

관 계수로 평가하였다. 구성 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검
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하였고 요인을 확인하기 위

(2) 신뢰도 조사

해 주성분 분석, 베리멕스 회전을 하였다. 번안된 도구의 변

연구자가 간호사 3명을 대상으로 K-CSDD의 평가방법을

별점을 확인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K-HDRS를 표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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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곡선과 Area Under

증상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016)를 보였다

the Curve (AU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Table 1).

3. 타당도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동시 타당도
K-CSDD와 K-HDRS, SGDS-K와 관계를 통해 상관계수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은 65세에서 95세로 평균연

보았고 같은 관찰자 측정도구인 K-HDRS과는 .78 (p <.01)

령은 80.7세였고, 연령별로는 85세 이상이 30명(30.9%)으로

로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고, 자가 보고를 통한 SGDS-K와는

가장 많았으며, 여자가 64명(66%)이었다. 대상자는 총 97명

.52 (p <.01)로 다소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모두 통계적

으로 MMSE-DS 결과 판정에 따라 인지 기능 저하는 총 76명

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MMSE-DS상 인지기능저하로 분류된

(78.4%)이었으며 정상은 19명(19.6%)이었다.

76명의 대상자만을 분석한 경우 K-HDRS와는 .76 (p <.01),
SGDS-K와는 .48 (p <.01)로 전체 대상자의 분석결과와 유

2. 신뢰도

사하였다(Table 2).

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Cronbach’s ⍺

2) 구성 타당도

coefficient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K-CSDD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는 Cronbach’s ⍺ coefficient를 사용하여 .78로 비교적 높은

을 시행하였다. 주성분분석을 한 결과 아이겐 값이 1이 넘고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에서는 K-CSDD와

스크리 도표의 기울기를 고려하면 요인의 수는 6개가 추출되

2주 뒤에 재 시행한 K-CSDD를 비교하여 .48 (p =.01)였다.

었다. 요인의 해석을 쉽고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베리멕스 회

각 하부 영역별의 차이를 보기 위해 paired t-test를 시행하였

전을 시행하였고 요인 부하량이 .40이 넘는 문항을 유의미하

고, t값은 행동 장애 .98, 신체적 증상 -.84, 주기적 기능 -.77,

다고 보았고 설명된 총 분산은 68.8%였다. 문항의 요인에 대

사고장애 -.26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기분 관련

한 결정 기준은 한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40 이상이고, 한 문

Table 1. Test-retest by the Subscale of K-CSDD

(N=97)

Test

Retest (2 weeks later)

M±SD

M±SD

Mood-related signs

2.43±1.66

Behavioral disturbances

t

p (2-tailed)

1.97±1.54

2.47

.016

1.52±1.00

1.36±1.12

0.98

.333

Physical signs

0.28±0.75

0.43±1.18

-0.84

.405

Cyclic functions

0.51±0.94

0.66±0.16

-0.77

.447

Ideational disturbances

0.43±1.13

0.48±1.22

-0.26

.795

Scales

K-CSDD=Korean version of the Cornell Scale for Depression in Dementia.

Table 2. Relationships among K-CSDD, K-HDRS, and SGDS-K

(N=97)

Test
Scales

Retest (2 weeks later)

K-CSDD

K-HDRS

K-CSDD

K-HDRS

r (p)

r (p)

r (p)

r (p)

K-HDRS

.78 (＜.001)

SGDS-K

.52 (＜.001)

.83 (＜.001)
.51 (＜.001)

.50 (＜.001)

.60 (＜.001)

K-HDRS=Korean version of the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SGDS-K=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Korean; K-CSDD=Korean Version
of the Cornell Scale for Depression in Dem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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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 두 요인에서 .40 이상 부하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15 이

4. K-CSDD의 민감도와 특이도

상이 차이가 나는 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22] .15 미만 차이
가 나는 경우에는 원 도구에서의 하부 요인에 따랐다[14]. 각

번안된 도구의 변별점을 확인하기 위해 K-HDRS를 표준으

요인을 보면 사고 장애(자살, 비관, 기분에 따른 망상, 자기비

로 ROC 곡선과 AU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K-HDRS의 우울

하), 신체적 증상(체중감소, 식욕 감퇴, 에너지 부족), 수면 양

의심 점수인 7점 이상을 근거로 K-CSDD의 우울을 의심하는

상의 변화(수면 중에 여러 번 깨어남, 잠들기 어려움, 아침 일

변별점을 확인 하였다(Figure 1). 원 도구 CSDD 적용시 가능

찍 일어남), 기분 관련 징후(초조, 불안, 슬픔), 기능 저하(지

한 점수는 0~38점으로 10점 이상의 경우 우울의심, 18점 이상

체, 즐거운 일에 반응 부족), 감정의 급격한 변화(주간의 기분

의 경우 우울 진단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8점 이상

변동, 갑작스러운 흥미 상실)이었다. 이는 도구 개발 당시의

인 경우는 없었고 10점 이상인 노인은 15명이었다. 10점을 변

기분 관련 징후(불안, 슬픔, 즐거운 일에 대한 반응 부족, 성마

별점으로 한 경우 AUC .80, 민감도 67.2%, 특이도 92.7%으로

름), 행동 장애(초조, 지체, 여러 가지 신체증상 호소, 갑작스

유용하지 않았고, 5점을 우울 선별의 변별점으로 한 경우 AUC

러운 흥미 상실), 신체적 증상(식욕 감퇴, 체중 감소, 에너지

.82, 민감도 80.4%, 특이도 89.0%으로 우울증 선별에 유용하

부족), 주기적 기능(주간의 기분 변동, 잠들기 어려움, 수면

였다 (Table 4).

중에 여러 번 깨어남, 아침 일찍 일어남), 사고 장애(자살, 자
기 비하, 비관, 기분에 따른 망상)의 항목과 비교하면 사고 장

논

의

애, 신체적 증상은 같은 요인으로 나타났고 원 도구 나머지 3
개의 요인이 본 연구에서의 4개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하지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들이 요양 시설에 있는 치매 노인

만, 성마름, 여러 가지 신체 증상 호소는 위의 기준에 의해 어

의 우울의 선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CSDD를 한국어로 번안

떤 요인으로도 분류되지 않았다(Table 3).

하고, 번안한 도구의 신뢰도, 타당도 및 유용성을 판단하기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K-CSDD
Items

Categories

Factor 1.
Mood-related signs

1. Anxiety
2. Sadness
3. Lack of reactivity
4. Irritability

Factor 2.
Behavioral disturbances

5. Agitation
6. Retardation
7. Multiple physical complaints
8. Loss of interest

Factor 3.
Physical signs

9. Appetite loss
10. Weight loss
11. Lack of energy

Factor 4.
Cyclic functions

12. Diurnal variation
13. Difficulty falling asleep
14. Multiple awakenings
15. Early morning awakening

Factor 5.
Ideational disturbances

16. Suicidal ideation
17. Poor self-esteem
18. Pessimism
19. Mood-congruent delusions

(N=97)
Factor
1

2

3

4

5

.76
.56

.41

6

.51
.78

.77
.82
.63

.83
.87
.81
.70
.83
.87
.55
.89
.41
.95
.83

.45
.52

Total eigenvalues

4.57

2.55

2.00

1.55

1.25

1.16

Percent of variance

24.0

13.40

10.53

8.13

6.60

6.09

K-CSDD=Korean Version of the Cornell Scale for Depression in Dem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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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DD=Korean Version of the Cornell Scale for Depression in Dementia;
K-HDRS=Korean version of the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Figure 1.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Curves of K-CSDD according to K-HDRS.

Table 4. Cut-off Scores, Sensitivity and Specificity of K-CSDD
(N=97)
Cut-off

기분에 따라 많은 행동의 변화가 나타남으로 일관된 측정에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AUC

Sensitivity (%)

Specificity (%)

4

.77

83.9

72.7

SGDS-K와의 상관성을 조사하였고 SGDS-K (r=.52, p <.01)

5

.82

80.4

89.0

보다는 K-HDRS (r=.78, p <.01)와의 상관성이 높았다. 이러

6

.80

67.9

92.7

한 결과는 비슷한 형식과 관찰자가 평가를 하는 방법의 유사

7

.72

48.2

95.1

성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되며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13,24]

AUC=Area of under curve; K-CSDD=Korean Version of the Cornell
Scale for Depression in Dementia.

본 연구에서는 도구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K-HDRS,

이다. 즉, SGDS-K는 면담을 통한 자가 보고 형식으로 자료조
사가 이루어졌으며, K-HDRS는 K-CSDD와 같은 방식인 관

위함에 있었다. CSDD는 다른 여러 나라에서 각국의 언어로

찰자가 평가하였기에 좀 더 높은 상관성을 나타낸 것으로 생

번안되어 신뢰도, 타당도에 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졌다

각된다.

[5,13,16,23-25]. 본 연구에서도 신뢰도는 Cronbach's ⍺는

한편, CSDD를 번안한 후 요인분석을 하여 구성 타당도를

.78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나 검사-재검사 상관계수

확인한 선행연구[13,16,25] 에서는 4, 5개의 요인으로 분석되

는 .48로 중간 이상의 상관성[26]을 보였다. 이는 다른 나라의

었고, 본 연구에서는 6개의 요인으로 설명되었으며, 총 분산

연구에서 상관 계수가 0.73~0.99였던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

은 68.8%로 사고 장애(자살, 비관, 기분에 따른 망상, 자기비

는 상관성이 낮았고 재 검사시에 기분 관련 징후의 평균이 통

하), 신체적 증상(체중감소, 식욕 감퇴, 에너지 부족), 수면 양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측정되었다. 그 이유는 irritability

상의 변화(수면 중에 여러 번 깨어남, 잠들기 어려움, 아침 일

를 성마름으로 번안하였는데 문항 옆에 보충 설명이 되어 있

찍 일어남), 기분 관련 징후(초조, 불안, 슬픔), 기능 저하(지

기는 하였으나 이 문항을 대상자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던

체, 즐거운 일에 반응 부족), 감정의 급격한 변화(주간의 기분

것으로, 다른 선행연구의 번안 결과[27]와 유사한 결과이다.

변동, 갑작스러운 흥미 상실)이었다. 일본에서 알츠하이머 환

또한, 기분 변화와 관련한 증상이기에 특히, 치매노인에서는

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5개의 요인으로 기분 관련 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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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장애, 신체적 증상, 주기적 기능, 사고 장애로 확인되었

였을 때 노인의 우울을 의심할 수 있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검

으며, 총 분산은 61.8%였다. Lin[13] 등이 치매 환자를 대상으

증되었다. 이 도구는 종합병원에 입원하거나 외래 방문을 통

로 한 연구에서는 5개의 요인으로 우울, 주기적 기능, 신체적

해 치료를 받고 있는 초기 노인이 아닌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

증상, 행동 장애, 기분 증상으로 명명하였고 원 도구와의 요인

인의 우울을 관찰을 통해 선별하고자 한 점에서 원 도구의 우

구조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6개의 요인으로

울 의심 변별점과는 다른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요양시설에

사고 장애, 신체적 증상은 원 도구와 같은 문항이 요인으로 분

근무하는 돌봄 제공자들이 업무 중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검증

석되었고, 주기적 기능은 수면양상의 변화로 명명하였다. 원

된 도구로 임상에서의 유용성이 높을 것이다. 이로 인해 자가

도구의 기분 관련 징후, 행동 장애는 세 가지 요인으로 나뉘어

보고가 어려운 노인의 우울 증상을 조기에 선별하여 적극적인

져서 감정의 갑작스러운 변화, 기분의 불안정, 반응 부족 등의

중재나 치료가 가능할 것이고 관찰을 통해 노인의 정신건강의

관찰자가 평가하기 문항이 포함되어 치매 노인의 감정이나 행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으로 실무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동에 대한 부분은 쉽게 분류하기 어려운 부분이 반영된 것으

조사 장소가 요양병원이라는 특성상 대상자들이 치매 진단이

로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13]하였다.

아닌 인지기능저하로 분류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인지 기능

본 연구에서는 K-CSDD의 우울 진단의 변별점을 찾고자

이 정상인 대상자가 포함된 것은 이 연구의 제한점이다. 또한,

ROC분석을 하였다. 원 도구는 18점 이상을 우울로 진단하나

신뢰도 조사에서 3명의 간호사가 같은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

본 연구에서는 18점 이상은 없었고 우울을 의심할 수 있는 10

고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못하였던 점과 기분 관

점 이상의 노인이 15명으로 5점을 변별점으로 한 경우 AUC

련 징후의 검사-재검사의 상관관계가 낮았고, 확인적 요인분

.80이었다. AUC 값은 일반적으로 .7 이상이면 중등도 이상의

석을 시행하지 못하였던 제한점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수를 확

정확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0.5~1.0의 분포를 보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고 신뢰도와 타당성 민감도

이며 값이 1에 가까울수록 검사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를 재검증하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28]. 본 연구의 .80은 중간 이상의 정확
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민감도 67%, 특이도 83%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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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Korean Cornell Scale for Depression in Dementia(K-CSDD)
대상자 성명 나이 성별 작성일

채점기준
a=평가할 수 없음 0=없음 1=경도 혹은 간헐적임 2=심함
- 검사 전 1주일 동안 나타났던 증상과 징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증상이 신체적 장애나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면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A. 기분 관련 징후
1. 불안: 불안한 표정, 되새김, 걱정

a

0

1

2

2. 슬픔: 슬픈 표정, 슬픈 목소리, 눈물을 글썽임

a

0

1

2

3. 즐거운 일에 대한 반응 부족

a

0

1

2

4. 성마름: 쉽게 화냄, 성급함

a

0

1

2

5. 초조: 안절부절, 양손을 쥐어짬, 머리카락 잡아당김

a

0

1

2

6. 지체: 느린 움직임, 느린 말, 느린 반응

a

0

1

2

7. 여러 가지 신체증상 호소 (소화기 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0으로 채점)

a

0

1

2

8. 갑작스러운 흥미상실: 일상적인 활동에 덜 참여함
(지난 한달 이내에 갑자기 나타난 경우에만 점수를 부여함)

a

0

1

2

a

0

1

2

10. 체중 감소 (한달 동안 2.5kg 이상 체중 감소가 있으면 2점으로 채점)

a

0

1

2

11. 에너지 부족: 쉽게 피곤해지고, 활동을 유지할 수 없음
(지난 한달 이내에 갑자기 나타난 경우에만 점수를 부여함)

a

0

1

2

12. 주간의 기분변동: 아침에 증상 악화

a

0

1

2

13. 잠들기 어려움: 대상자 자신의 평상시보다 더 늦게

a

0

1

2

14. 수면 중에 여러 번 깨어남

a

0

1

2

15. 아침 일찍 깨어남

a

0

1

2

16. 자살: 삶이 살 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낌, 자살하고 싶어함, 또는, 자살 시도 함

a

0

1

2

17. 자기비하: 스스로 비난함, 낮은 자존감, 실패감

a

0

1

2

18. 비관: 최악을 예상

a

0

1

2

19. 기분에 따른 망상: (빈곤 망상, 질병 망상, 상실 망상)

a

0

1

2

B. 행동 장애- 관찰자

C. 신체적 증상
9. 식욕 감퇴: 평소보다 적게 먹음

D. 주기적 기능

E. 사고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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