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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ZZ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collect data regarding depressive disorder of
elderly people at a community health center.
MethodsZZA total of 109 elderly people participated in this study. Trained examiners evaluate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ymptoms of the subjects. Then the doctors conducted interviews with the elderly subjects in person and diagnosed depressive disorder according to the
standard of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IV-TR.

Received January 5, 2013
Revised
July 12, 2013
Accepted September 25, 2013
Address for correspondence
Beom-Woo Nam, MD,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School of Medicine, Konkuk University,
Chungju Hospital, 82 Gugwon-daero,
Chungju 380-704, Korea
Tel +82-43-840-8470
Fax +82-43-843-6655
E-mail psychiatry@kku.ac.kr

서

ResultsZZThe prevalence of depressive disorder was 19.3%, major depressive disorder 10.1%,
dysthymic disorder 1.8%, and others 7.3%. According to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 terms of demographic variables, the odds ratio of elementary school dropout compared with
elementary school graduates was 3.60, after adjusting for age and sex. Thus, we found that elementary school dropout was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prevalence of depression.
ConclusionZZThis is the first study of prevalence of depressive disorder in a primary health care
center in Korea.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 that the prevalence of depressive disorder is two
times higher among adults in the Chungju community. In addition, the level of education was
also highly related. Examiners detected a possible relationship between sex and residence. The
results will be helpful in conduct of future studies at the health car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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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인구의 정신장애에 대한 연구의 필요
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2)

인간의 수명은 점점 길어지며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의

한국의 노인 자살률을 살펴보면 2009년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UN의 통계에 따

노인들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77명으로 20년 전과 비

르면 세계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1975년의

교하여 약 5.4배가 증가하였고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과 비교

5%에서 2025년의 12%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한

하면 약 2.5배에 달하고 자살한 노인의 77%가 우울증을 포함

국에서도 노인 인구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1960년

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

2.9%에서 2010년 11%로 증가하였다.1) 이에 대한 경제적 부

노인들의 정신장애 중에서는 주요우울장애가 가장 흔하

담도 늘어나고 있어 1999년에 Gwangju City Mental Hospital

게 발생하는 정신장애로 보고된다.4) 우울증은 환자의 80~

(이하 KCMH)에 입원한 노인의 한 달 입원비는 US$ 500에

90%가 치료에 반응한다고 알려져 있다. 우울증상을 발견하

서 US$ 800으로 이는 1999년 한국의 gross national product

고 진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노인 자살을 통제하기 위해

(이하 GNP)인 US$ 8490과 비교하였을 때 적지 않은 부분

서도 이에 대한 관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5)

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사회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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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0.99%(여자 13.46%, 남자 7.59%), 주요우울장애의 유병

방 법

률은 7.50%(남자 4.42%, 여자 9.78%)로 알려져 있고 도시지역

총 109명의 대상자 중 남자는 54명, 여자는 55명이었으며

거주 노인들에게서는 우울증상 유병률이 18.1%(남자 17.3%,

나이는 60~69세 44명, 70~79세 53명, 80세 이상이 12명이었

여자 17.9%), 수용시설에서의 우울증상 유병률은 절단점에

다. 학력은 무학이 25명, 1~6년까지가 49명, 7년 이상이 35명

따라 19.0%에서 39.2%까지로 보고되었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었다. 과거력 상 고혈압이나 뇌졸중은 63명, 당뇨가 23명이

호주 Kay 등의 연구에서 우울장애 유병률이 10.2%(70대 6.3%,

었으며 방문 목적으로는 심혈관계 증상이나 질환의 관리를

80대 15.5%), 대만의 Liu 등의 연구에서는 주요우울장애의

위해서 77명, 당뇨 증상이나 관리 목적 33명,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이 6.1%이고, 핀란드의 Pakala 등의 연구에서는 주요

이나 관리 목적 15명, 호흡기 증상 6명, 소화기 증상 3명, 비

우울장애의 유병률이 15%였다. 이에 반해 아직까지 일차진

뇨기과 증상 5명이었다. 의료보험 수급자는 100명이었고 의

료 기관이나 보건소 내원 환자의 우울증 유병률에 대한 보

료보호 대상자는 9명이었다. 거주 형태에서는 독거인이 25명

6-10)

고는 많지 않았다.

으로 조사되었다. 총 인원 109명을 대상으로 선별검사와 진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에 보건소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

단검사의 2단계로 진행하였다. 선별검사에서는 훈련을 받은

라 보건소의 설립 주체가 시, 도에서 시장, 군수 산하로 되었

검사자가 모든 대상자를 면담하여 사회인구학적 정보를 조

고, 오늘날의 시, 군, 구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보건소 체제를

사하고 우울증상과 인지기능을 평가하였다. 선별검사에서 우

갖추게 된지도 벌써 30년이 넘었다. 그 동안 보건소는 관할

울증상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정신과 전

지역 주민의 일차진료, 예방접종, 전염병 관리, 모자보건, 가

공의가 직접 면담을 하고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족계획 등 주민의 건강유지에 필요로 되는 기본 보건서비스

of Mental Disorders-IV-TR(이하 DSM-IV-TR)13)의 진단기

를 주로 제공하여 왔고 1989년 7월을 기해 전국민 의료보험

준을 적용하여 우울장애 진단을 내렸다.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저소득층 주민과 관할지역 주민
의 일차진료의 기능을 다하여 왔다.11) 일차의료에 대한 한글

선별검사

학회 자문과정을 거친 정의는 ‘건강을 위하여 가장 먼저 대

선별검사는 훈련 받은 정신보건 전문인력이 시행하였으

하는 보건 의료’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일차의료서비스의

며 2011년 12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이루어졌다. 문맹

현실적 정의인 ‘대체로 의원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서비스’라

또는 시력장애 등으로 척도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노인들은

는 개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건소와 보건 지소는 일차의료

면담요원이 각 문항을 있는 그대로 불러주고 응답을 받아적

기관의 역할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12)

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 중소도시의 보건소를 방문한 60세 이상
의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장애의 유병률을 조사함으로
써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요구되는 근거를 구축하고자 한다.

진단검사

진단검사는 선별검사를 거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대학병
원 정신과 전공의 3명이 직접 면담하고 DSM-IV-TR의 기준
에 근거하여 우울증을 진단하였다. 진단검사는 2011년 12월

방

법

대 상

17~22일까지 6일간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

2011년 12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인구 21만의 중소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 분석을 하였고 우울증상의 유병

도시의 보건소를 내원한 60세 이상 환자 총 121명을 대상으

률과 사회인구학적 요인들과의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로 하였으며, 검사과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 이 중 조사

chi-square test 혹은 Fisher exact test(기대값이 5 이하인 경우)

를 거부한 11명(9.1%), 우울증 진단검사를 거부한 1명(0.8%)을

를 이용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SPSS 17.0(SPSS Inc., Chi-

제외한 109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설문

cago, IL, USA)을 사용하였고 유의수준은 0.05를 선택하였다.

지의 내용을 이해하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로 검사결과가

결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데에 서면으로 동의하였다. 본 연구

과

는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
다(MC12QNS10020).

인구학적 특성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조사 대
www.kn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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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의 성별 구성비는 남자가 49.5%, 여자가 50.5%로 여성의

거주형태는 혼자 사는 경우가 25명(22.9%)이었고 가족과 함

비율이 다소 높았다.

께 사는 경우가 84명(77.1%)이었다.

연령분포는 70~79세가 53명(48.6%)으로 가장 많았고 교
육기간은 1~6년이 49명(45.0%)으로 가장 많았다. 과거력은

우울장애 유병률

고혈압이나 뇌졸중이 63명(67.8%), 당뇨가 23명(21.1%)으로

우울장애 유병률은 표 2에 제시하였다. 대상 인구 중 전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방문 목적은 심혈관 질환 및 관

우울장애의 유병률은 19.2%(21/109)였다. 이 중, 주요 우울

련 증상이 77명(70.6%)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 보장형태는

장애의 유병률은 10.1%(11/109), 기분 부전장애의 유병률은

건강보험이 100명(91.7%)으로 대부분 건강보험 대상자였다.

1.8%(2/109)였다.
전체 우울장애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109 subjects
Variables

n (%)

은 비율이 관찰되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85.5% vs. 75.9%, p=0.068).

Sex
Male

55 (50.5)

Female

54 (49.5)

Age (years)
60-69

44 (40.4)

70-79

53 (48.6)

≥80

12 (11.0)

일반적 특성과 우울장애의 연관성
우울증 유병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아보고자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한 결과, 표 3에 제시한 것처럼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을 가진 경우보다 초등학교 중퇴인 경우 오드비가 3.60으로

Education (years)
≥7

35 (32.1)

1-6

49 (45.0)

None

25 (22.9)

Living alone
No

25 (22.9)

Yes

84 (77.1)

연령과 성별을 보정한 후에도 우울증 유병률과 관련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별, 연령, 거주형태, 과거력,
보건소를 내원한 이유는 우울증 유병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Medical history
Hypertension or stroke

63 (57.8)

Diabetes

23 (21.1)

Others

8 (7.3)

None

15 (13.8)

Reason for visit

고

찰

우울증은 지역병원과 일차의료기관 환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질병으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에서 주요우울장애의
유병률은 4.3% 정도이고,14) 우리나라의 2003년도 우울장애

Cardiovascular management or symptom

77 (70.6)

평생 유병률은 5.6%로, 2001년 5.2%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Diabetes management or symptom

33 (30.3)

조사되었다.15)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4.2~7.5%가 주요우

Musculoskeletal symptom

15 (13.8)

Respiratory symptom

6 (5.5)

Gastrointestinal symptom

3 (2.8)

Urological symptom

5 (4.6)

Others

8 (7.3)

Medical security

울증을 가지고 있으며 2.0~3.9%는 기분부전증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국내 노인에게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우울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37.5%로 보고된 바 있다.16)
본 연구는 보건소를 방문한 노인들에게서 주요우울장애
유병률을 조사한 연구로 내원자의 10.1%가 주요우울장애를

Medical insurance

100 (91.7)

Medical care

9 (8.3)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기존에 국내에서 조사된
지역사회의 주요우울장애의 유병률(4.93~7.5%)과 대만의

Table 2. Prevalence of depressive disorder
All participants (n=109)

Male (n=55)

Female (n=54)

p value

Normal

88 (80.7)

47 (85.5)

41 (75.9)

0.068

Major depressive disorder

11 (10.1)

2 (3.6)

9 (16.7)

Dysthymic disorder

2 (1.8)

2 (3.6)

0 (0.0)

Others

8 (7.3)

4 (7.3)

4 (7.4)

Others : depressive disorder NOS, substance induced mood disorder with depressive features, mood disorder due to GMC with
depressive features

444

일 중소도시 보건소 이용 노인들의 우울장애 유병률 ▒ CW Park, et al.

Table 3. Comparisons of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Variables
Sex

Male

Age (years)

Education (years)

Adjusted*

8 (14.6)

1

1

1.86 (0.71-5.13)

1.93 (0.74-5.35)

Female
60-69

10 (22.7)

1

1

70-79

9 (17.0)

0.70 (0.25-1.91)

0.67 (0.24-1.85)

≥80

2 (16.7)

0.68 (0.09-3.16)

0.62 (0.09-2.94)

≥7

3 (8.6)

1

1

13 (26.5)

3.85 (1.20-17.91)

3.60 (1.01-17.08)
2.46 (0.46-14.87)

1-6

Medical history

Unadjustsed

13 (24.1)

None
Living alone

Depressive disorder odds ratio (95% CI)

n (%)

5 (20.0)

2.67 (0.59-14.17)

No

16 (19.5)

1

1

Yes

5 (20.0)

1.04 (0.32-3.12)

0.86 (0.25-2.68)

Hypertension or stroke

11 (17.5)

1

1

6 (26.1)

1.67 (0.51-5.11)

1.67 (0.50-5.22)

Diabetes
Others

2 (25.0)

1.58 (0.21-7.96)

2.40 (0.30-14.18)

None

2 (13.3)

0.73 (0.10-3.16)

0.78 (0.11-3.47)

12 (15.6)

0.47 (0.18-1.29)

0.46 (0.17-1.27)

Diabetes management or symptom

Cardiovascular management or symptom

9 (27.3)

2.00 (0.73-5.34)

1.89 (0.68-5.11)

Musculoskeletal symptom

1 (6.7)

0.26 (0.01-1.44)

0.29 (0.02-1.64)

Other symptom

3 (13.6)

0.61 (0.13-2.03)

0.69 (0.15-2.41)

* : Adjusted by age, sex

Liu 등의 연구의 6.1%보다는 약 두 배 가량 높은 수치이고

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Kim 등24)

호주 Kay 등의 연구의 우울장애 유병률인 10.2%와 비슷한

의 연구가 있는데 우울노인 중 독거 노인의 비율(37.5%)이

수준이다.6,9,17)

우울하지 않은 노인의 독거 비율(26.1%)보다 높았다는 결과

Whooley(2000)의 연구에서도 일차진료의사를 방문하는
성인 환자의 우울증 유병률은 지역사회의 우울증 유병률의
약 2배로 보고되었다.
성별에 따른 우울장애 유병률은 남성 14.6%(8명), 여성

가 있다.
과거 질환과 우울장애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거 연구에서는 만성질환이 있는 군이 만성질환이 없는 군
에 비해 우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5)

24.1%(13명)로 여성에서 더 많이 관찰되었는데 특히 주요우

보건소 방문 목적과 우울장애의 연관성은 통계적으로 유

울장애 유병률은 남성 2명, 여성 9명으로 더 큰 차이를 보이

의한 군은 없었으나 당뇨가 방문 목적 중 우울장애와 가장 관

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지역사회 노인의 우울

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 가능했다.

장애 유병률은 남자 4.42%, 여자 9.78%로 알려져있다.6) 일반

본 연구의 장점으로는 보건소에서 직접 진단을 통해 우울

적으로 우울증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높은 발병률을 보

증 유병률을 확인했다는 점, 일차의료기관 수준의 유병률은

18-20)

이며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우울증 유병률이 남성보다

약 2배 가량 더 높다고 조사된 바 있다.

지역사회 성인의 유병률보다 2배 정도 높다는 기존 조사 결
과를 재확인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추후

연령과 우울증상과의 관계를 보면 연령대별로 크게 차이

시행되는 순차적인 다양한 의료기관 수준의 유병률 연구의

가 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외국의 한 추적조사에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으며 향후 정책 수립에 요구되는 근거

도 위험요인을 통제하면 나이 증가와 우울증상은 관련이 없

자료로도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1)

다 는 연구를 낸 적이 있었다.

물론 본 연구는 다기관 연구를 시행하지 못하여 환자수가

교육 수준과 우울증상과의 관계는 초등학교 교육수준을

제한적이라는 데 큰 제한점이 있다. 즉 연구 대상 군이 전체

가진 사람들에게서만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었는데 교육 수

인구를 대표하지 않는 특정 집단이어서 결과를 일반화 하기

준이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낮다는 기존 연구와는 다소 다른

가 어렵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더 많은 표본을 대

결과로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표본 수의 추가 연구가 필요

상으로 한 다기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2,23)

할 것으로 생각된다.

거주 형태와 우울장애 유병률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

추가적으로, 다양한 검사자에 의해 시행되어 검사 결과에
차이가 존재 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www.kn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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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훈련된 검사자들을 활용하여 그 차이를 최소화 하였다.

결

론

본 연구는 일 중소도시 보건소를 방문한 109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우울증 유병률 연구로, 한 중소도시의 보건소를
내원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훈련된 면담원 및 전공
의가 시행하였다. 그 결과 보건소를 방문한 노인에게서 우울
증 유병률이 여러 가지 일반적 요인들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 연구는 특히 진단을 통해서 우울증 유병률을 확
인하였으며 일차의료기관 수준의 유병률은 지역사회 성인
의 유병률보다 2배 정도 높다는 기존 조사 결과를 재확인하
였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더 다양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많은 표본수의 후속 연구가 이어져 관리 모델의 개
발 및 향후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심 단어 : 유병률·우울장애·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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