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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노인들은 그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다른 

연령군에 비해서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전부터 보편적인 사실로 알려져왔다. 배우자와 친척

들의 죽음, 경제적 불안정, 퇴직, 정력과 신체적 지각의 

감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노인들의 우

울증 발현에 기여할 것임이 분명하다(조맹제 1994). 실

제로 우리나라의 전체 정신과 환자 중 노인 환자가 차

지하는 비율의 추이를 1965년부터 1981년까지 연도

별로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인 환자들의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송지영 1981；이은주와 박종한 

1982). 특히 비기질성 정신장애 중에서는 우울증이 차

지하는 비율이 병원을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

부분의 연구에서 75%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종범 

등 1984). 이렇듯 우울증이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정

신장애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노인 환자

의 우울을 정확히 평가하고 진단하는 작업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노년기 우울증이 지니는 다른 연령층의 우울

증상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때문에 평가 및 진단에는 

어려움이 따르는데, 우선 치매와의 감별진단 문제를 들 

수 있다. 예컨데 노년기 우울증은‘가성치매(pseudo-

dementia)’로 표현되는 정신운동속도의 지연이나 인

지기능검사에서 빈약한 수행을 보이기 때문에 치매로 

오인될 수 있다(Wells 1979；Jalvik 1976). 노인 우

울환자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기억력감퇴와 인지장애

는 젊은 환자군에서는 드문 현상으로(Kahn등 1975), 

노년기 우울증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울

증은 효과적으로 치료될 수 있으나 우울증을 치매로 오

진하거나 치매를 합병증으로 나타내는 우울증을 발견

하지 못하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

려한다면(정인과 1994), 두 장애의 감별진단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 

또한 젊은 층에서 우울진단에 핵심적인 증상항목이 

노인 환자의 우울진단에서는 유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를테면, Coleman등(1981)은 젊은 층에서는 우울진

단에 유용하며 내인성 우울증에서 흔한 증상인 수면장

애, 성기능감퇴, 변비, 관절통 등이 노인의 경우에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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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과 무관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신체증상으로 인

한 주관적인 불편감이나 스트레스를 대부분의 노인들

이 경험하기 때문에, 신체증상 자체가 지니는 우울증의 

진단적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평가와 관련된 또다른 문제는, 젊은 층에 비해 노인 

환자가 정신과적 평가에 대한 저항감이 크다는 것이다

(Salzman과 Shader 1978；Wells 1979). 비단 노인 

환자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들(자녀들)도 정신과적 평가

에 대해 저항감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노부모들을 정

신과에 의뢰하는 것을 불경으로 생각하는 일부 일반인

들의 왜곡된 질병 개념이 병의 급속한 진행을 도와주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조기사망으로 이르

게 한다는 지적도 있을 정도이다(이부영 1980). 이와 

관련된 측면으로, 노년기에 흔히 발생하는 신체질환에 

치중한 결과 우울증상을 간과하거나 노인 환자들의 우

울증상을 정상적인 노화과정의 양상으로 간주하기 쉽

다는 문제가 있다(Kanowski등 1994). 결과적으로, 정

확한 진단과 그에 적합한 치료를 목적으로 진찰을 받기

는커녕 우울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는 물론 환

자 자신도 잘 모른채 지나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양식과 관련된 문제를 들 수 있다. 

예컨대 정상적인 노화과정에 따른 인지기능의 저하 및 

체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Yesavage등(1983)이 지

적했듯이 노인의 경우에는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미묘

한 변별과 선택을 요하는 질문형식에 적절히 반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상기한 문제점들을 고려한 노인용 우

울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우선 기존의 검사

들이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우울증의 신체증상이 노년

기에서는 정상인의 경우에도 흔한 현상이므로, 노인용 

우울검사에서는 신체증상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겠다. 노인 우울환자에게서 독특하게 많이 나

타나는 인지기능의 저하도 우울진단의 감별력을 높히

는 좋은 도구를 만드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다(Yesavage등 1983). 또한 문항내용이 노인 집단

에 적절한 지의 여부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인데, 예컨

데 노인들은 성기능에 대한 질문에 방어적인 태도를 보

일 수도 있고, 인생은 가치있는 것이다, 앞날이 희망적

이다와 같은 문항에 대해 젊은 층과는 다른 해석을 할 

것이다(Blumenthal 1979). 마지막으로, 문항내용 및 

반응형식과 관련된 문제로서, 문항내용의 표현 자체가 이

해하기 쉬워야 할 뿐 아니라 장시간을 요하지 않고‘예/

아니오’와 같은 단순한 반응형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Yesavage등 1983). 4점 척도형식인 Zung의 자기평

정우울척도(Self-Rating Depression Scale；SDS, 

Zung 1965)나 Beck의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BDI 1978)는 정상 성인들의 경우에도 응

답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노인 환자들

의 어려움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용 우울검사의 절대적인 필

요성에 따라 현재 알려진 노인용 우울검사 중 Yesavage

등(1983)이 개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인된 노인

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이하 GDS로 

약칭)의 국내 활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와 타당

도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 대상 

우울 환자군은 1994년 10월부터 1995년 6월까지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병원과 개인병원의 정신

과에 내원한 60세 이상의 노인들 중 DSM-IV에 의거

한 정신과 의사의 면접을 통해 우울장애(주요우울장애, 

기분부전장애) 진단을 받은 81명(남자 15명, 여자 66

명)으로 구성되었다. 대조군(비우울 환자군)은 개인내

과와 복지회관 소재의 노인들 중 임상평가지침(Clinician 

Evaluation Guide, Spitzer 등 1993)과 DSM-IV에 

의거한 정신과 의사의 면접을 통해 우울장애진단이 배

제된 60세 이상의 노인 94명(남자 33명, 여자 61명)

으로 구성되었다. 이 사례 수는 처음의 수집된 사례들 

중에서 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Mini Mental State 

Examination；MMSE-K, 박종한, 권용철 1989)에서 

확정적 치매에 해당하는 사례(총점 19점 이하인 사례)

를 제외한 것으로, 우울환자군에서는 90명 중 9명이, 

대조군에서는 98명 중 4명이 제외되었다. 이들의 연령 

범위는 60세에서 85세였고, 우울 환자군의 평균연령

은 68.41세(SD＝6.87), 대조군의 평균연령은 69.42

세(SD＝5.54)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t＝-1.08, p>.10). Table 1을 살펴보면, 특히 우울 환

자군에서 여성 피검자가 훨씬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병원에 여성이 더 많이 오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는 

한편 대조군에서도 남성 피검자를 구하기 어려웠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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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균수명

이 긴 점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

다. 
 

2. 평가 도구 
 

1) GDS 

Yesavage등(1983)이 개발한 GDS는 피검자가‘예/ 

아니오’로 응답하는 양분척도로서 30개의 문항으로 이

루어져 있다. GDS의 번안은 2명의 정신과의사와 2명

의 임상심리전문가가 각 문항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되 

우리나라 노인들의 정서에 맞고 이해가 쉬운 어휘와 일

상적인 표현을 사용해야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아 이

루어졌다. 또한 실제로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노인

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문항들에 대해 상기한 전문

가들의 회의에서 수차례 토의하여 수정 보완하는 작업

을 거쳤다. 이를테면 본 연구대상 노인들은‘인생이 공

허하다고 느낍니까?’,‘사회적인 모임을 가능한한 피합

니까?’와 같은 표현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여‘사는 게 

허전하다’,‘사람들 모이는 데 가기가 싫다’로 바꾸었다. 
 

2) BDI 

BDI는 Beck(1978)이 우울증상의 심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21개의 문

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형 우울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홍무 등(1986)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어

판을 사용하였다. 이들은 외국의 절단점(13점)에 비해 

훨씬 높은 21점을 절단점으로 제안하였다. 
 

3) SDS 

SDS는 Zung(1972)이 개발한 자기보고형 우울척도

로서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적 일치도가 

높은 검사로(반분신뢰도 .73∼.79 수준) 우울증 환자

와 비우울증 환자를 구분하는 변별력을 인정받고 있다. 

우울증 환자의 평균점수는 46점으로 보고되고 있다. 
  

4) MMPI-D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MMPI；김영환 등, 1989)의 

임상척도 중의 하나인 Depression scale은 총 6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5)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척도(Korean Version of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K-CES-D, 전겸구 등 1992) 

K-CES-D는 우울 정서를 중심으로 하는 우울증상

을 측정하기 위한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4점 

척도 질문지로서, 미국 정신보건연구원(NIMH)이 개발

하고 일련의 연구(Radloff 1977)에서 그 신뢰도와 타

당도가 검증된 역학연구센터 우울척도(Center for Epi-

demiolol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전겸구 등

(1992)이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한국판으로 개발한 

질문지이다. 국내에서 행해진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우

울증을 판별하기 위한 절단점은 16점이 적절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 실시 방법 

연구를 시작할 때는 기존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자

기보고방식을 채택하였으나, 실제 실시에 들어가자 자

Table 1. Demographic date of subjects 

 Control 
Group 

Patients 
Group Total 

No. of subjects 81(46.29) 94(53.71) 175(100.0) 
Sex    

Male 15(18.52) 33(35.11)  48( 27.43) 
Female 66(81.48) 61(64.89) 127( 72.57) 

Age(male)    
60-64  3(20.00)  4(12.12)   7( 14.59) 
65-69  3(20.00) 13(39.39)  16( 33.33) 
70-74  3(20.00)  6(18.18)   9( 18.75) 
75-79  3(20.00)  6(18.18)   9( 18.75) 
80-84  2(13.33)  3( 9.09)   5( 10.42) 
85 and over  0( 0.00)  1( 3.03)   1(  2.08) 
no response  1( 1.76)  0( 0.00)   1(  2.08) 

Age(female)    
60-64 17(25.76) 15(24.59)  32( 25.20) 
65-69 20(30.30) 20(32.79)  40( 31.50) 
70-74 21(31.81) 16(26.23)  37( 29.13) 
75-79  3( 4.55) 10(16.39)  13( 10.24) 
80-84  1( 1.52)  0( 0.00)   1(  0.79) 
85 and over  2( 3.03)  0( 0.00)   2(  1.57) 
no response  2( 3.03)  0( 0.00)   2(  1.57) 

Education    
Below Primary 23(28.75) 43(45.74)  66( 37.93) 
Primary 31(38.75) 41(43.62)  72( 42.83) 
Middle  8(10.00)  6( 6.38)  14( 87.05) 
High 13(16.25)  4( 4.26)  17(  9.77) 
College  5( 6.25)  0( 0.00)   5(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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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고방식이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과제

임이 발견되었다. 예컨데 시력의 저하로 질문지의 활자

를 제대로 읽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 독해력이 없

어 글자를 읽지 못하는 경우, BDI나 MMPI-D 같은 검

사에서는 질문 자체의 의미 파악에 어려움을 보이거나 

선택을 하지 못하고 곤란해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었다. 따라서 GDS는 물론 연구에 포함된 모든 우울검

사를 개별면접방식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부각되었기에, 

연구목적 및 검사문항의 의미, 실시방법을 숙지하고 훈

련을 받은 면접자들(임상심리학을 전공하는 석사과정, 

박사과정의 대학원생으로 총 10명)이 1：1의 면접을 

통해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총 실시시간은 40분 내

지 6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4. 실시 절차 

우울검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성별, 결혼상황, 건강상

태, 경제사정 등 인구사회학적 자료를 얻고 치매를 감

별하기 위해 MMSE-K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GDS, 

MMPI-D, SDS, K-CES-D, BDI 순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실시하였다. MMSE-K 결과 점수가 치매의심이

나 치매확정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례(총점 19점 이하)

는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그 결과 우울환자군은 81명

의 사례가, 대조군은 94명의 사례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5. 통계 방법 

본 연구의 통계처리에는 SAS와 SPSS＋/PC를 이용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빈도수와 백분율, 카이자

승검증을 하였다(Table 1). GDS의 신뢰도를 알아보고

자 내적일치도, 반분신뢰도,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구

하였다. 또한 GDS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

존의 우울검사들(BDI, SDS, MMPI-D, K-CES-D)

과의 상관을 구하였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구성타당

도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T 검증과 판별분석을 통

하여, GDS의 변별력을 알아보았다. 

 

연 구 결 과 
 

1. GDS의 신뢰도 검증 

1) GDS의 전반적인 내적 일치도를 검증하기 위해 

Chronbach’s α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 α계수가 .88

로 GDS의 문항간 동질성이 비교적 높음이 밝혀졌다. 

2) GDS의 검사-재검사 신뢰도의 산출에는 3∼4주

의 간격을 두고 재검사를 실시받은 피검자들(54명)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산출된 상관계수는 .66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기에, GDS가 시간의 경과에 대해

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검사임이 시사되었다. 
 

2. GDS의 타당도 검증 
 

1) T 검증 

우울 환자군과 대조군의 평균차이를 확인하고자 T 검

증을 실시하였다. T 검증 결과 환자군의 평균점수가 유

의미하게 높았는데, 우울 환자군의 평균은 16.92(SD 

6.90), 대조군의 평균은 12.64(SD 6.42)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able 2). 마찬가지

로 BDI와 SDS, MMPI-D, K-CES-D에서도 우울 환

자군의 평균이 대조군의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

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울 환자군의 BDI와 SDS

의 평균이 각 17점과 41점으로 우리나라에서 일반적

으로 인정되고 있는 절단점수(SDS：46점, BDI：20∼

22점)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MMPI-D의 경우도 우

울 환자군의 평균이 T점수 56으로 임상적으로 유의한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for the GDS, 
BDI, SDS, MMPI-D, and K-CES-D as a function 
of subject classification 

Scale 
Control 
Group 

Mean(SD) 

Patients 
Group 

Mean(SD) 
t df p 

GDSa 12.64( 6.42) 16.92( 6.90) 18.00 1 .0001 
BDIb 10.77( 6.94) 17.45( 9.76) 27.72 1 .0001 
SDSc 28.80(12.52) 40.80(12.86) 28.94 1 .0001 
MMPI-Dd 29.31( 5.45) 31.34( 6.78)  4.79 1 .03 
K-CES-De 16.67( 9.01) 22.74(10.17) 16.36 1 .0001 

a. GDS(Geriatric Depression Scale) 
b.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c. SDS(Self-Rating Depression Scale) 
d. MMPI-D(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Deprssion Scale) 
e. K-CES-D(Korean Version of Center for Epidemio-

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GDS and BDI, SDS, 
MMPI-D, K-CES-D 

 GDS BDI SDS MMPI-D K-CES-D 

GDS 1.00     
BDI  .72* 1.00    
SDS  .78*  .72* 1.00   
MMPI-D  .68*  .53*  .65* 1.00  
K-CES-D  .75*  .74*  .74*  .60* 1.00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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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인 70점을 넘지 못하고 있어, 이 검사들의 노인 우

울증에 대한 절대적인 변별력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2) 기존 우울검사와의 상관 

GDS와 기존의 우울검사들과의 상관이 Table 3에 제

시되어 있다. GDS와 BDI, SDS, MMPI-D, K-CES-

D와의 상관은 각각 r＝.72, r＝.78, r＝.68, r＝.75로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높은 수치를 보

이고 있어, GDS의 수렴타당도가 확인되었다. 
 

3) 요인 분석 

GDS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고 내적 구조를 파악하

기 위하여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고 스크리 검증(scree test)과 아이겐 값(Ei-

genvalue) 1이상을 준거로 삼아 7개의 구성요인을 채

택하게 되었다(Table 4). 이 7개 요인의 총 설명변량

은 53.4%였다. 높은 요인부하량을 지닌 문항들을 중심

으로 살펴보면, 제1요인(아이겐 값 7.41, 설명량 24.7%)

은‘울고 싶을 때가 많다, 지금 내 처지가 참 볼품없다

고 느낀다, 앞날에 대해 걱정할 때가 많다, 사소한 일에

도 화가 날 때가 많다’등 총 6개의 문항에서 높은 요

인부하량을 보이고 있어‘중심적 우울증상(core de-

pressive feature)’으로 명명하였다. 

제2요인(아이겐 값 1.85, 설명량 6.2%)은 총 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사는 게 허전하다, 활동과 흥

미가 많이 줄었다, 자주 따분해진다, 지금 내가 처한 상

황이 절망스럽게 느껴진다’등의 문항과 정적 상관을,‘대

체로 행복하다고 느낀다’에서는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

어,‘흥미상실(loss of interest/pleasure)’로 명명하였다. 

제3요인(아이겐 값 1.62, 설명량 5.4%)은‘인생은 

즐거운 것이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참 기쁘다, 

대체로 행복하다고 느낀다’등 총 5개의 문항으로 행

복감(feeling of well-being)과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

어‘불행감(feeling of unhappiness)’이라고 명명하였다. 

제4요인(아이겐 값 1.44, 설명량 4.8%)은 총 6개의 

문항으로‘평소 내 생활에 기본적으로 만족한다, 결정

내리기가 어렵지 않다’등과는 부적상관을,‘안절부절

하고 초조할 때가 자주 있다’와는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어‘초조감(agitation)’으로 명명하였다. 

제5요인(아이겐 값 1.29, 설명량 4.7%)은 총 5개의 

문항으로‘기억력이 많이 약해졌다, 정신을 집중하기가 

어렵다’등과는 정적 상관을,‘예전처럼 정신이 맑다’

와는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어‘인지적 비효율성(cog-

nitive inefficiency)’으로 명명하였다. 

제6요인(아이겐 값 1.21, 설명량 4.1%)은‘밖에 나

가기 보다는 주로 집에 있으려 한다, 사람들 모이는 데 

가기가 싫다’등 2개의 문항에서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이고 있어‘사회적 철수경향(social withdrawal ten-

dency)’라고 명명할 수 있겠다. 

제7요인(아이겐값 1.18, 설명량 3.9%)은‘기운이 넘

치는 것 같다, 아침에 기분좋게 일어난다’와는 부적 상

관을,‘활동과 흥미가 많이 줄었다’와는 정적상관을 보

이는 총 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의욕부진(lack 

of motivation)’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4. Results of factor analysis for GDS 

Item No. F1 F2 F3 F4 F5 F6 F7 

18  .72       
25  .66       
 8  .53       
17  .49       
13  .45      .41  
 3   .67     .49 
 4   .63      
10   .56      
22   .41      
19    .74     
15    .73     
 5    .72     
 7    .45     
 1    -.65    
29    .58    
24  .42   .47    
 9    .45 -.45    
11    .42    
 6    .41    
14      .68   
20      .64   
26      .48   
30      .42   
28       .81  
12       .72  
21       -.65 
27       .55 

Percent of 
Variance 24.7 6.2 5.4 4.8 4.7 4.1 3.9 

Eigenvalue  7.41 1.85 1.62 1.44 1.29 1.21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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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별분석과 최적절단점수(cut-off score) 추정 

과연 우울 환자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지는 GDS의 

점수는 몇 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판별분석 및 민감

도(sensitivity)와 특이도(specificity)의 지표를 구하

였다. Table 5에 제시되어 있는 판별분석 결과를 살펴

보면, GDS를 통해 환자를 환자군으로 올바르게 분류하

는 비율이 66.7%, 정상인을 대조군으로 올바르게 분류

하는 비율이 61.7%로 전체 정확율(hit ratio)이 64%

였다. 대조군의 판별함수 계수는 -.2976이었고, 우울 

환자군의 판별함수 계수는 .3454였다. 또한 최적 절단

점수의 추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여러 점수를 기준으

로 삼았을 때의 각각의 민감도(우울 환자군이 우울 환

자군으로 정확하게 분류되는 비율)와 특이도(정상인이 

대조군으로 정확하게 분류되는 비율)를 구하였고, 결과

는 Table 6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최적 절단점수의 

설정 기준은 민감도가 특이도보다 높되 특이도의 손실

이 가장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점수는 18점으로, 이 경우 민감도는 65.6%

이고 특이도는 64.9%인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우울증이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정신장애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추세에서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는 있는 

노인 환자의 우울을 정확히 평가하고 진단하기 위해서, 

Yesavage등(1983)이 개발한 노인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GDS)의 국내활용성을 알아보고자, 

그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GDS는 실시

가 용이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실시가 가능한 검

사로서, 노인용 우울검사로 구미에서 이미 신뢰도와 타

당도가 확증된 검사이다(Yesavage등 1983；Nitcher

등 1993). 

GDS의 신뢰도 연구 결과를 보면, Cronbach의 α계

수가 0.88로서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여 문항 간 동질

성이 높은 신뢰로운 검사임이 확인되었다. 검사-재검

사 신뢰도는 r＝0.66(p<.001)으로 이 시간간격 내에

서는 시간에 따른 개인차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측정되

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r＝0.85(p<0.001)인 미

국의 연구결과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편인데, 이는 미

국의 연구에서 1주였던 재검사 간격이 본 논문에서는 

1달이었던 것을 한가지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GDS의 타당도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T 검증에서 우

울 환자군과 대조군의 집단평균의 차가 유의미하여 국

내에서 GDS를 노인우울증상의 감별이란 목적에 비교

적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우울 환자군：

M 16.92, SD 6.90, 대조군：M 12.64, SD 6.42, p<.001). 

또한 GDS가 BDI와 SDS, MMPI Depression scale, 

K-CES-D와 각각 r＝.72, r＝.78, r＝.68, r＝.75의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어, GDS의 수렴타당도가 

확인되었다. GDS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고 내적 요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한 요인분석에서는 scree 

test와 아이겐 값 1이상을 준거로 삼아 총 7개의 구성

요인을 채택하였으며, 총 설명변량은 53.4%였다. 이 7

개 요인은 각각 중심적 우울, 흥미상실, 불행감, 초조감, 

인지적 비효율성, 사회적 철수경향, 의욕부진으로 명명

Table 5. Result of classification between Groups 

Actual Group No. of 
Cases 

Predicted 
Group 
Control 

Membership 
Patients 

Control(N＝81) 94 58 
(61.7%) 

36 
(38.3%) 

Patient(N＝94) 81 27 
(33.3%) 

54 
(66.7%) 

Percent of“grouped”cases correctly classified：
64.0% 

Canonical .30 Centroid Depression group -.2976 
Correlation 

Eigenvalue .10          Control group     .3454 
Significance .00 

Table 6. Cut-off points and its’ diagnostic validities 
of GDS 

Cut-off ponits of 
GDS score Sensitivity(%) Specificity(%) 

11 53.8 69.0 
12 54.5 67.7 
13 59.0 70.7 
14 59.6 69.1 
15 60.0 68.2 
16 63.8 68.4 
17 64.3 65.7 
18 65.6 64.9 
19 64.5 63.7 
20 62.3 60.7 
21 70.5 61.8 
22 69.7 59.2 
23 68.0 57.3 
24 68.2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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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 주요요인들이 우울증의 정서적 측면, 인지

적 측면, 행동적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GDS의 판별력과 최적 절단점수를 확인하

기 위해서, 판별분석 및 민감도와 특이도의 지표를 구

하였다. 그 결과 GDS를 통해 환자를 환자군으로 올바르

게 분류하는 비율이 66.7%, 정상인을 대조군으로 올바

르게 분류하는 비율이 61.7%로 전체 정확율(hit ratio)

이 64%였고, 최적 절단점수로는 18점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GDS가 노인용검사로 실시하기에 적합하고 신

뢰도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

음이 발견되었다. 우선 Yesavage등(1983)의 연구에서

는 우울환자를 우울 환자군으로 판별하는 비율이 80%

에 이르는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의 GDS의 정확판별

율은 66.7%에 그치고 있어 절대적인 변별력에는 한계

가 있음이 시사된다. 이런 변별력의 한계는 비단 GDS

뿐 아니라 다른 우울검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

는 것으로(BDI 63.43%, SDS 66.91%, K-CES-D 

64.43%, MMPI-D 57.55%, Table 7 참조), 앞으로 

노인용 우울검사의 정확판별율을 높히기 위한 작업이 절

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단예언력이 미흡한 한가지 원인으로 GDS에서는 

우울양상 중 신체적 측면 및 vegetative symptom, 자

살사고 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Yesavage등(1983)은 이 내용이 노인 환자의 

우울진단에서는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우울

감이 주로 신체적 증상으로 표출되는 우리나라 문화에

서 이를 제외시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노인

우울의 양상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

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다른 우울검사들을 살펴보면, 

노인우울 환자들이 신체증상과 관련된 항목에‘예’로 

대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따라서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노인의 우

울양상을 더 포괄적으로 민감하게 잡아낼 수 있는 문항

들로 구성된 검사를 개발하는 차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여기에 더하여 여러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한 교차타당화 연구를 통해 정확판별율을 높히는 작업

이 뒤따른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시

력감퇴, 주의집중력 약화, 이해력 등 전반적인 인지기

능의 감소로 인해 응답자가 스스로 읽고 판단하여 대답

하는 자기보고형 검사에 응답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노

인집단을 위해서는, 전체문항수가 많지 않고 문장형

식, 응답형식(예/아니오 형식)이 단순하여 판단하기 

쉬운 GDS의 유용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보다 완전한 실시를 위해서는 1대 1 면접방식을 이용해

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요     약 
 

본 연구는 노인우울검사(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 Yesavage등 1983)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

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60세 이상의 노인 175명으

로, 이들 중에서 Clinicial Evaluation Guide와 DSM-

IV에 의거한 정신과 의사의 면접을 통해 우울장애 진

단을 받은 81명(남자 15명, 여자 66명)이 우울 환자

군에, 우울장애진단이 배제된 94명(남자 33명, 여자 

61명)이 대조군에 할당되었다. 이 사례수는 처음에 수

집된 자료 중 MM SE-K에서 확정적 치매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외한 것이다. GDS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의 계수는 0.88로서 문항 간 동질성이 비교

적 높았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r＝0.66(p<.001)으

로 비교적 시간에 따른 안정성이 있었다. 타당도의 검

증을 살펴보면, 우선 T 검증 결과에서 우울 환자군과 

대조군의 집단평균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GDS가 기존 우울검사들과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어 수렴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또한 GDS의 구성타당

도와 내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에서는 총 

7개의 구성요인이 채택되었고 총 설명변량은 53.4%였다. 

제1요인은‘중심적 우울증상(core depressive feature)’

으로, 제2요인은‘흥미상실(loss of interest/plea-

sure)’로, 제3요인은‘불행감’이라고 명명하였다. 제4

요인은‘초조감(agitation)’으로, 제5요인은‘인지적 비

효율성(cognitive inefficiency)’으로, 제6요인은‘사

회적 철수경향(social withdrawal tendency)’으로, 제

7요인은‘의욕부진(lack of motivation)’으로 명명하였

다. 마지막으로 GDS의 판별력과 최적 절단점수를 확

Table 7. Hit ratios of classifications between Groups 

Test Hit ratio 

GDS 66.70% 
BDI 63.43% 
SDS 66.91% 

K-CES-D 64.43% 
MMPI-D 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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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기 위해서, 판별분석을 하고 민감도와 특이도의 지

표를 구하였고, 최적 절단점수로는 18점이 제안되었다. 

GDS를 통해 환자를 환자군으로 올바르게 분류하는 비

율이 66.7%, 정상인을 대조군으로 올바르게 분류하는 

비율이 61.7%로 전체 정확율(hit ratio)이 64%였다. 

 논의에서는 GDS가 충분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판별력과 관련하여 지니

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노인 우울증상의 

문화적 차이를 탐색하고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노인용 우울척도를 새로이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제안

되었다. 또한 노인의 경우, 시력감퇴, 주의집중력 약화, 

이해력 등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감소로 인해 자기보고

형 검사에 응답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전체문항수

가 많지 않고 문장형식과 응답형식(예/아니오 형식)이 

단순하여 판단하기 쉬운 검사라 할지라도 1대 1 면접

을 통한 실시를 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중심 단어：노인우울검사·노인우울증·신뢰도·타당

도·문화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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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liability and Validity Study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In-Kwa Jung, M.D., Dong-Il Kwak, M.D., Dong-Kyun Shin, Ph.D., 
Min-Soo Lee, M.D., Hyeon-Soo Lee, M.A., Jin-Young Kim, M.A.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Seoul 
 

Objects：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GDS). 

Methods：GDS, BDI, SDS, MMPI-D, K-CES-D were administered to 81 depressed elderlies and 
75 nondepressed elderlies. Those who obtained the ‘definite impairment’ score in MMSE-K were 
excluded in the final analyses. 

Results：The values of Cronbach’s α and test-retest correlation coefficient were 0.88 and 0.66 
(p< .001) respectively. The GDS was highly corrrelated with BDI(r＝.72), SDS(r＝.78), K-CES-D 
(r＝.75)and MMPI-D(r＝.65). The result of the factor analysis showed that GDS had seven factors. 
They could be labeled as core depressive feature(factor 1), loss of interest/pleasure(factor 2), feeling 
of unhappiness(factor 3), agitation(factor 4), cognitive inefficiency(factor 5), social withdrawal 
tendency(factor 6), and lack of motivation(factor 7), which represent important characteristics 
(emotional, cognitive, and behavioral aspects) of depression in the elderly. The total percent of 
variance of 7 factors was 53.4%. Finally, the result of discrimination analysis showed that the hit ratio 
of GDS was 64%. 

Conclusion：Although GDS had the reasonable reliability and validity, it seemed to have some 
limitations in relation to absolute discrimination power.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cultural 
differences in geriatric depressive symptoms and to develope a new depression scale for elderly 
people with consideration of the cultural differences. 
 
KEY WORDS：Geriatric Depression Scale(GDS)·Geriatric depression·Reliability·Validity·Cul-

tural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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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 
 

노인우울검사  
 

지침： 이 검사는 평상시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모아 본 것입니다. 아래 글들을 하나하

나 읽어가면서 지난 1주 동안의 자신의 기분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면 <예>,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

면 <아니오>로 동그라미하여 주십시요. 

 

 
 
 
 
 

 

검사일： 

이  름： 

성  별：    연령：    학력： 

지난 한 주 동안의 느낌 응 답 

1. 평소 내 생활에 기본적으로 만족한다 예 아니오 
2. 활동과 흥미가 많이 줄었다 예 아니오 
3. 사는 게 허전하다 예 아니오 
4. 자주 따분해진다 예 아니오 
5. 앞날에 대해 희망적으로 생각한다 예 아니오 
6. 쓸데없는 생각들이 자꾸 떠올라 괴롭다 예 아니오 
7. 몸과 마음이 가뿐하다 예 아니오 
8.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렵다 예 아니오 
9. 대체로 행복하다고 느낀다 예 아니오 

10.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무기력하게 느낀다 예 아니오 
11. 안절부절하고 초조할 때가 자주 있다 예 아니오 
12. 밖에 나가기 보다는 주로 집에 있으려 한다 예 아니오 
13. 앞날에 대해 걱정할때가 많다 예 아니오 
14. 기억력이 많이 약해졌다 예 아니오 
15.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참 기쁘다 예 아니오 
16. 기분이 처지고 울적할 때가 있다 예 아니오 
17. 지금 내 처지가 참 볼품없다고 느낀다 예 아니오 
18. 지난 일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한다 예 아니오 
19. 인생은 즐거운 것이다 예 아니오 
20.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어렵다 예 아니오 
21. 기운이 넘치는 것 같다 예 아니오 
22.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절망스럽게 느껴진다 예 아니오 
23.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잘 지내는 것같다 예 아니오 
24.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날 때가 많다 예 아니오 
25. 울고 싶을 때가 많다 예 아니오 
26. 정신을 집중하기가 어렵다 예 아니오 
27. 아침에 기분좋게 일어난다 예 아니오 
28. 사람들 모이는데 가기가 싫다 예 아니오 
29. 결정내리기가 어렵지 않다 예 아니오 
30. 예전처럼 정신이 맑다 예 아니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