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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노인성 우울증의 선별 검사도구로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Geriatric Deression 

Scale(GDS) 및 축약형 GDS(SGDS)가 우리나라에서도 타당성 있게 사용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것

이다. 

방  법： 

3차례의 예비연구 과정을 거쳐서 우울증 선별 검사도구인 한국판 GDS을 제작한 후에, 88명의 임상환자군

을 대상으로 한국판 GDS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주요우울증의 선별을 위한 최적절단점 추정, ROC커브

를 이용한 진단적 타당성 분석을 하였으며, 15문항의 한국판 SGDS에 대한 표준화 연구도 아울러 진행하

였다. 

결  과： 

1) 한국판 GDS는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였고 우리나라에서 이미 표준화되어 사용되어 온 HRS-D, CES-D

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서 공시타당도가 증명되었다. 또한 주요우울증군과 비주요우울증군의 2군으로 

국 문 초 록 

접수일자：1998년  7월 2일 

심사완료：1998년 11월 1일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육연구재단(1996)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2)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Inha University, Inchon 
3)한강성심병원,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Department of Psychiatry, Hankang Sacred Heart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Hallym University, Seoul 
4)축령복음병원 정신과 
Department of Psychiatry, Chungnung Evangelical Hospital 
5)연천의료원 정신과 
Department of Psychiatry, Yonchon Medical Center 
†Corresponding author 



 － 49 － 

임상환자군을 나누었을 때, 한국판 GDS 각 문항의 평균점수 및 총점이 두 군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므로서 

내용타당도 및 감별타당도가 입증이 되어졌다. 

2) DSM-III-R의 주요우울증 진단에 대한 예민도, 특이도, Kappa치를 이용하여 주요우울증 선별을 위한 

한국판 GDS의 최적 절단점으로 17점을 선정하였으며 이는 ROC커브에서 제시하는 점수 19점과 차이가 있으

나 주요우울증 진단의 1차 선별을 위한 목적에 따라 예민도를 90%이상 유지하는 17점을 최적 절단점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ROC커브분석법에서 각 선별도구의 AUC을 비교함으로서 진단도구의 수행능력을 평가하였

는데 한국판 GDS가 기존의 우울증 선별도구의 진단 수행능력에 비해 손색이 없는 유용한 진단 능력을 보여

주었다. 

3) 한국판 SGDS는 한국판 GDS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고 내적일치도, 공시타당도, 내용타당도, 감별

타당도가 훌륭하였으며 AUC가 한국판 GDS와 유의하게 차이가 나지 않음으로서 한국판 GDS의 대용으로 한국

판 SGDS의 사용이 가능함을 보여주였다. 한국판 SGDS의 주요우울증 선별을 위한 최적 절단점은 8점으로 선

정하였다. 

결  론： 

본 연구에서 임상환자군을 대상으로한 한국판 GDS와 SGDS의 타당도, 진단수행능력을 평가함으로서, 

임상환자군에 대한 주요우울증의 1차 선별 진단도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고, 향후

에 지역사회 일반노인군을 대상으로 하는 우울증상의 1차 선별을 위한 후속연구가 진행이 된다면 임상환

자군과 지역사회 일반노인군 모두를 대상으로 적절한 우울증 선별도구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된다. 
 

중심 단어：GDS·SGDS·노인·주요우울증·최적절단점·진단적 타당도. 

 

 

 

서     론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추세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도 일본이나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년

기의 건강 및 정신장애, 특히 우울증 및 치매에 대한 관

심이 증가되어 왔다. 미국에서 시행된 정신장애의 역학

연구에 따르면 65세이상 노인에서의 주요우울증 평생유

병율이 1.4%, 감정부전장애가 1.7%로 보고되었고,1) 노

인성 우울증의 유병율에 대한 문헌들을 고찰한 논문에

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15%, 외래를 방문한 

노인환자의 20%, 입원한 노인환자의 40%, 양로원이나 

시설기관에 수용된 노인의 50% 이상에서 의미있는 우

울증상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2) 그러나 아직까지 우

리나라에서는 노인 인구의 우울증 유병율에 대한 체계적

인 기초 역학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아 유병율을 정확히 

짐작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정신의학적 기초 역학연구에서는, 1차 단계로 비진단

적 방법의 간단한 선별검사를 이용하여 훨씬 빨리 경제

적으로 우울증상의 양성군과 음성군을 분리한 후, 엄격

한 2차 단계 진단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인력과 경제적 부

담을 줄이는 두 단계 사례 확인 방법이 효과적으로 사

용되어진다. 비진단적 간이 검사도구중에서도 자기보고

형 척도가 임상 진단을 내리기 전의 선별 검사용이나 

보조 진단용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이들 대부분이 

구미에서 제작되어진 것이므로 언어와 사회문화적 관습

이 다른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어지는 경우에 반드시 타당

성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자기 보고형 척도를 사용할 

경우에 질문 문항 그대로의 표현에 절대 충실한 반응을 

얻게 되므로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표준화 과정을 거

치지 않고 외국의 척도를 그대로 이용할 경우, 어의적으

로는 완벽한 번역이 되더라도 측정결과를 달리 해석하

여야 할 경우가 많아진다.3) 

현재까지 우울증상의 선별검사도구로 Zung Self-

rating Depression Scale(SDS),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

udies Depression scale(CES-D), Hamilton Rating 

Scale for Depression(HRS-D) 등이 개발되어 우울

증상의 발견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들 중 일부가 한국어판으로 표준화되어 사용되고 있

다.3-7) 

그러나 노인들이 주로 호소하는 우울증의 양상이 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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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령층의 우울증상과 달라서 이들 선별도구들을 동

일하게 적용할 때 노인에서의 우울증 선별능력이 젊은 

연령층만큼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보고가 계속되

었다.8) 

일반적으로 노인에서 노령화와 더불어 각종 신체 질

환 및 신체 기능 쇠퇴가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우

울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서도 변비, 성욕 및 식

욕감퇴, 퇴행성관절염과 관련된 통증, 불면증 등이 흔한

데 비하여, 젊은 연령층에는 이러한 증상들이 우울증에

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신체증상이 되므로,8) 이러

한 신체증상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우울

증 선별도구를 노인에게 그대로 적용할 때 노인에서의 

우울증 감별에 효과적이 못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우울증 노인들은 젊은 연령층과는 달리 기억력 감퇴 및 

인지 기능 장애에 대한 주관적 호소를 많이 하므로9) 이

를 고려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우울증 선별에 효

과적이 될 것이다. 또한 젊은 층에서 비해 노인층에서 

정신과적 평가에 대해 저항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보고가 있고,10)11) 시각 청각을 비롯한 신체기능

이 저하되어 있는 노인들이 많고 인지기능의 감퇴로 장

기간 집중하기 어려운 점들을 고려하여 질문 문항들이 

가능한 쉽게 이해될 수 있고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형

식으로 검사도구가 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들을 제대로 배려하지 않은 기존

의 우울증 선별 도구들을 노인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하에, Yesavage등8)이 Geria-

tric Depression Scale(GDS)을 개발하였다. 한편 GDS 

30문항을 노인들에 적용하는데 다소 많은 시간이 걸린다

는 지적에 따라, Sheikh와 Yesavage12)가 15문항으로 

줄인 축약형 GDS(SGDS)를 제작하였는데 SGDS가 기

존의 GDS와 상관관계가 높고 우울증 선별의 민감도와 

특이도에 있어서도 유사한 선별 능력을 가졌다고 보고

되고 있다.12-15) 

본 연구는 노인 우울증의 선별 검사 도구로서 세계적

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GDS을 세 차례의 예비 연구를 

통해 번역 수정한 후, 완성된 한국어판 GDS를 정신과에 

내원한 임상환자군을 대상으로 한국어판 CES-D와 관

찰자 측정도구인 HRS-D16)을 동시에 적용하고, 또한 

모든 대상환자군에게 주요우울증 진단의 Gold stand-

ard로 구조화된 면담도구인 Diagnostic Interview Sc-

hedule(DIS-III-R)17)을 적용하여 DSM-III-R에 의

하여 진단을 내림으로서, 

1) 완성된 한국어판 GDS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

하고, 

2) 임상환자군을 대상으로한 주요 우울증 선별을 위

한 GDS의 최적 절단점을 추정하며, 

3) 한국어판 GDS속에 포함된 15문항의 SGDS의 임

상적 이용에 대한 타당성 연구도 아울러 진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GDS와 SGDS가 우리 나라 

노인들의 우울증 선별 검사 도구로서 얼마나 타당성있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우선적으로 임상환자군에 대하여 주요우울증 선별을 위

한 최적 절단점을 선정함으로서 한국어판 GDS 및 SG-

DS의 임상적 이용을 확대하고자 함이다. 

 

연 구 방 법 
 

1. 번역 및 예비연구 
 

1) GDS의 번역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정신과 의사 3인과 다른 전

문직 2인이 1차 번역을 하고 미국에서 15년이상 거주

하여 2개국어에 능숙한(bilingual) 한국인 정신과의사 2

인, 내과 의사 1인, 간호사 1인이 다시 역번역을 하여 최

종모임에서 결정한 것을 우리나라에서 3차례의 예비조

사과정을 거처 수정보완 작업을 함으로서 GDS 한국어

판을 만들었다. 최종적인 번역판을 확정하기까지 정신과 

의사 3인, 중등과정 국어 교과 교사 1인, 6년이상 미국

에 거주한 경험이 있고 2개국어에 능통한 전문직 2인이 

번역위원회를 이루어 지속적인 토론 끝에 초벌 번역판 

GDS을 완성하였다. 
 

2) 예비 연구 

1993년 1월부터 1995년 4월까지 3차에 걸쳐서 한

국어판 GDS을 만들기 위한 3차례의 예비 연구를 시행

하였다. 

1차 예비연구는 시설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한 연구로서, 1993년 1월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에 위치한 부랑아 수용소인 꽃동네에 수용되어 있

는 60세 이상의 노인 164명(남자 76명, 여자 88명, 평

균 연령 74.55±8.33세)을 대상으로 CES-D와 동시 

적용하였다. 

2차 예비연구는 지역사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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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서, 1993년 1월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0단

지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445명(남자 160명, 

여자 285명, 평균 연령 72.28±5.73세)을 표본 추출하

여 도시 지역 노인들의 인지 기능과 우울증의 유병율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면서 GDS을 우울증의 다른 선별도

구들인 CES-D와 동시에 적용하여 연구하였다.18) 

3차 예비연구는 임상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서, 1995년 2월부터 1995년 4월까지 서울대학교 병원

에 내원하여 외래를 방문하였거나 서울대학교 병원 신

경정신과에 입원한 55세이상의 노인환자 16명(남자 5

명：여자 11명, 평균연령 65.32±7.84세)을 대상으로 

CES-D와 HRS-D, DIS-III-R를 같이 적용하였다. 

매 예비연구 후마다 초벌 번역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번역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GDS의 각 문항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하였다. GDS문항 중 긍정적인 정서를 

묻는 10개 문항(1, 5, 7, 9, 15, 19, 21, 27, 29, 30번 

문항)은 우리말 어순의 편의에 따라,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을 묻는 문항들이 우리나라 노인에서는 우울증 선

별도구로서의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3)6) 부

정적인 정서를 묻는 문항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해보기

도 하였으나 외국 연구와 비교를 위해 범세계적으로 사

용되는 우울증 선별척도를 번역 표준화하는 것이 본 연

구의 목적이므로 최종적으로는 원본 GDS의 형식에 충

실하게 긍정적인 문항 그대로로 번역하였다. 

위의 번역 및 예비 연구 과정을 모두 거쳐서 한국어

판 GDS 최종판이 만들어졌다(부록 참고). 
 

2. 본 연구 
 

1) 연구 대상 

1995년 4월부터 1995년 9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 및 

시립 보라매병원의 신경정신과 외래에 방문하였거나 자

문의뢰된 경우, 또한 동병원들의 신경정신과 병동(개방

병동과 폐쇄병동 포함)에 입원한 55세이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 신체기능의 장애가 심하여 면

담이 어려운 경우는 연구대상에서 제외를 하였다. 

전체 92명 환자들이 대상군이 되었으나 이중에서 인

지기능의 장애가 심하여서 {Mini-Mental State Exa-

mination(MMSE-K)19}<15} 면담의 진행이 어렵고 자

기보고형 설문지를 완성할 수 없는 환자 3명이 제외되었

으며 면담중 더 이상의 면접 진행을 거부한 1명을 제외

한 88명(남자 29명, 여자 59명, 평균연령 65.48±6.19

세)이 최종 연구대상군이 되었다. 
 

2) 연구 방법 

연구과정은 2단계 면접으로 구성되어 지는데 1차 단

계 면접은 훈련된 자원봉사자 1인에 의한 선별검사 과

정이며 2차 단계 면접은 정신과 의사 2인(정신과 전문

의 1명, 수석전공의 1명)에 의한 진단적 면접과정이다. 

1차 단계에서 모든 대상군은 자원봉사자에 의해 사

회인구학적 특성을 묻는 설문지 1장과 한국어판 GDS, 

한국어판 CES-D,3) MMSE-K의 순서로 면접검사가 

시행되었다. 한국어판 GDS와 한국어판 CES-D는 자

기보고형 척도이므로 가능한 본인이 직접 읽고 시행하

도록 권유를 하였으나 시력 장애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

우에는 면접자가 설문지를 읽어 주도록 허용하였다. 

2차 단계에서는 1차 단계의 면접이 끝난 후 1차 단계 

선별 검사도구의 결과를 알지 못하는 2명의 정신과 의사 

중 1인에 의하여 진단적 면접과정이 시행되었다. 관찰

자 측정 우울척도인 HRS-D을 먼저 적용한 후, 구조화

된 면담도구인 DIS-III-R의 우울증 면접 영역을 적용

하여 DSM-III-R에 의한 주요우울증의 진단을 내렸다. 

본 연구를 시행하기 전 예비 연구에서 환자 12례에 대

하여 평가자간 일치도 검사(Interrater reliability test)

를 시행하였는데 HRS-D과 DIS-III-R에 대한 두 정

신과 의사의 평가자간 일치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HRS-D：Pearson 상관계수 0.9437, p<.001, DIS-

III-R：kappa값 0.75). 

DIS-III-R는 비전문조사요원에 의해서도 평가될 수 

있도록 엄격히 구조화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신

과 의사에 의하여 직접 적용이 되었으므로 각 문항에 대

해 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연설명 및 보충 질문

을 하는 등 임상적 판단을 허용하였으며 구조적 면담시 

본 연구의 면접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정신과의사(주치

의)에 의해 작성된 병록지를 참고하면서 주요 우울증 유

무에 대한 구조적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최종적인 

판단 및 임상진단은 DIS-III-R 면담도구의 진단적 계

통도에 따라 내리게 하였다. 
 

3) 면담 도구 
 

(1) DIS-III-R(Diagnostic Interview Schedule/ 

DSM-III-R) 

1981년 미국 국립정신 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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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al Health)이 정신 장애의 광범위한 역학 조사를 하

기 위하여 개발한 구조화된 진단적 면담도구로서 그 진

단적 타당도와 신뢰도 및 내적 일치도가 입증되었으며,17) 

미국내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나라에서도 정신 질환의 

역학조사를 위하여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정균 등20)이 한국어판 DIS-III를 

제작하여 그 진단적 타당도와 신뢰도를 입증하였으며 우

리나라 지역사회의 정신장애 유병율에 대한 체계적인 역

학조사를 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DSM-III-R의 진단 기준에 의해 1989

년에 새로 개정된 DIS-III-R(DIS/DSM-III-R)을 사

용하였는데, DIS-III-R의 전체 면담도구중 우울증 진

단 영역을 저자들이 한국어로 번역하여 주요우울증과 

감정부전장애에 대한 진단도구로 이용하였고 이에 의

해 진단된 사례를 주요우울증과 감전부전장애 진단의 

gold criteria로 삼았다. 이미 진단적 타당도와 신뢰도

가 입증된 한국어판 DIS-III를 기본으로 하여, 동일한 

문항은 그대로 이용을 하고 추가 또는 개정된 문항에 

한해 저자들이 수정 번역하여 제작하였으므로 그 진단

적 타당도를 다시 조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저자들이 

예비 연구의 일환으로 16례의 임상환자에게 적용해 본 

결과, 임상적 진단과 수정된 DIS-III-R에 의한 우울

증 진단이 상당히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kappa 

값 0.59). 
 

(2) GDS(Geriatric depression Scale) 

Yesavage 등8)에 의해 개발된 30문항의 자기 보고형 

우울척도로서, 예/아니오로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응

답 방식의 채택과, 우울증의 신체 증상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지 않는 등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노인층에

서의 우울증상을 선별하고 측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

고 있다. 

GDS는 지역사회 대상군, 정신과 입원 환자군, 타과 외

래 환자군, 낮병원 환자군, 요양원 수용 환자군 등 다양

한 노인 임상군이나 지역사회 노인 대상군에서 우울증상 

측정 도구로서의 신뢰도와 진단적 타당도가 널리 입증

되어 왔다.8)15)21-24) 

GDS의 절단점(cut-off point)은 적용 대상군에 따라 

10∼17점으로 다양하게 보고되었지만,25) 미국이나 외

국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절단점은 11점이며, 

이때 85∼95%의 유효한 민감도를 보인다.8)26) 

 SGDS(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는 Sheikh와 Yesavage12)가 기존의 GDS에 대한 진단

적 타당도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GDS의 문항중에서 우

울증상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문항을 15문항 선택해

서 축소 제작하였는데 GDS와 SGDS가 상당히 높은 상

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r＝0.84, p<0.001). 이후 

다른 연구들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두 도구가 서로 밀

접한 상관관계가 있고 또한 SGDS가 GDS의 적절한 대

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가장 적절한 절단점은 

6∼7점으로 추정되었다.13-15)27) 

SGDS 문항 모두가 GDS문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판 GDS을 임상대상군에 적용한 

후 결과분석에서 SGDS문항만을 다시 뽑아서 SGDS의 

분석에 이용하였다. 
 

(3)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

dies Depression Scale) 

우울증의 지역 사회 역학 조사용으로 미국 국립정신

보건 연구원에 의해 20개의 문항으로 개발된 자기 보고

형 우울 척도이며 우울증의 일차 선별용 도구이다.28) 

현재 각국어로 번역이 되어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

어 지고 있으며 높은 내적 일치도와 타당도가 입증되

어져 있다.29)30) 본 연구에서는 조맹제와 김계희(1993)

에 의해 번역 표준화된 CES-D 한국어판을 사용하였

다.3) 
 

(4) HRS-D(Hamilton Rating Scale for Depres-

sion) 

1960년 Hamilton16)에 의해 개발된 관찰자 측정 우

울척도이며, 이미 우울증이라고 진단받은 환자들의 우울

증상 심도(severity)에 관한 정신과의사의 임상적 판단을 

수량화(quantify)하기 위한 도구로서 개발되었다. 1960년

부터 1967년까지 몇몇 변형된 판들이 있었는데 본 연

구에서는 17개 문항으로 구성된 판을 사용하였다.31) 
 

(5) MMSE(Mini-Mental State Examination)32) 

인지 기능 측정 검사로서 현재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

다. 매우 간편하고 피검자를 당황하게 하는 문항이 없으

며 주관적 판단을 요구하는 문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약

간의 훈련만 받은 검사자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19) 

본 연구에서는 인지 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한 면담의 신

뢰성 저하를 배제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권용철과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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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한19)이 번역 표준화한 MMSE-K를 이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release 5.0을 이용하

였다. 
 

(1) 신뢰도 검증 

평가 척도의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은 

Cronbach의 alpha계수를 구하여 평가하였으며, GDS

가 자기보고형 우울척도이므로 측정자간 일치도(Inte-

rater reliability)는 큰 의미가 없어서 분석하지 않았으

나 DIS-III-R와 HRS-D의 적용을 위해서 예비연구에

서 이들 도구에 대한 두 정신과의사의 측정자간 일치도

를 구하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Test-retest relia-

bility)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울 증상이 시간에 따라 변

할 수 있는 특징을 고려하여 1주일 이내의 기간동안 재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나 본 연구대상군의 대부분이 외

래 환자이므로 이들에 대해 1주일이내에 재방문을 권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검사-재검사 신

뢰도를 평가할 수 없었다. 
 

(2) 타당도 검증 

GDS 및 SGDS를 다른 우울척도들인 CES-D, HRS-

D와 동시에 임상환자군에 실시하여 각 척도 점수들간의 

상관관계를 구하여 봄으로서 공시타당도(Concurrent va-

lidity)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GDS의 각 문항별 점수 

및 총점이 주요우울증 환자군(DIS-III-R의 면접에서 

주요우울증의 진단을 받은 환자군)에서 비주요우울증 환

자군(DIS-III-R의 면접에 의해 주요우울증의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지를 봄으로서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와 감별타당도(Discri-

minant validity)를 검증하였다. Student t-test를 통해 

주요우울증군과 비주요우울증환자군사이에 총점 및 각 

문항의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는지를 검증하였다. 

GDS 및 SGDS와 다른 우울척도와의 상관관계를 알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이용하였다. 
 

(3)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reristic) 커

브분석법：최적 절단점(Cut off-point) 추정 

평가척도의 예민도(sensitivity), 특이도(specificity), 

Kappa 값, ROC커브를 이용하여 최적절단점을 추정하

였다. ROC커브 분석법은 진단도구의 수행능력을 효과

적으로 평가해주는 통계법으로서 Murphy등33)에 의해 

정신과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여러가지 간이 선별진단도

구의 진단능력을 비교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34) 

ROC 커브를 이용하여 진단도구의 최적 절단점을 구

하는 방법은, ROC 커브의 그래프상에서 좌표 (1,1)과 

좌표 (0,0)을 잇는 대각선을‘random ROC’라고 하는

데 이 대각선에서 가장 먼 수직거리를 갖는 좌표를 최

적 절단점으로 선정한다. 그리고 각 진단도구의 진단 

수행 능력의 비교를 위하여 Area Under Curve(AUC)

의 크기를 구하게 되는데 AUC가 클수록 더 효과적인

(valid) 진단도구라고 판정한다.34)35) 각 진단도구의 AUC

은 비모수적 측정방법인 Trapezoidal method36)을 사

용하여 구하였고, 각 진단도구의 AUC의 차이를 통계적

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McNeil과 Hanly가 제안한 비모

수적 방법을 이용하였다.34)37) 

 

연 구 결 과 
 

본 연구의 대상군은 모두 임상환자군으로서 남자 29 

명(평균연령：68.10±6.34세), 여자 59명(평균연령：

64.19±5.72세) 등, 총 88명(평균연령：65.48±6.19

세)이다. 무학이 25%, 국민학교 교육이 37.5%, 중학교 

12.5%, 고등학교 11.4%, 대학교 이상이 13.6% 이어서 

전반적으로 국민학교 학력 이하가 반이상(62.5%) 차지

하였다. MMSE-K 평균점수가 25.40±3.83이었고 현

재 신경정신과 질환을 제외한 다른 신체 질환을 동반하

고 있는 경우가 53.4%였으며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78.4%였다. 본 연구 대상군을 DIS-III-

R에 의한 임상면담으로 주요우울증군과 비주요우울증

군으로 나누었을 때, 두 임상군사이에서 평균연령, 성별, 

학력분포, 현재 신체 질환 유무, 배우자 생존유무, MM-

SE-K 점수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표 1). 

본 연구 대상군 88명 중, 2명의 환자에서 1차 선별

검사를 끝낸 후 DIS-III-R에 의한 구조적 면담을 거

부하였고, HRS-D의 경우는 연구 진행의 초기 과정에

서 관찰자 측정 척도인 HRS-D를 새로 추가함으로서 

이미 면담을 마친 3명의 환자에서는 적용될 수가 없었

으며, CES-D의 경우에서는 응답방식의 복잡성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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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3명의 환자에서 거부되었는데 이들 모두를 누락치

(Missing value)로 처리하여 연구성적 분석에 포함되

었다. 
 

1. 한국어판 GDS의 신뢰도 검증 
 

1)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GDS의 Cronbach alpha 계수는 전체 임상군(N＝88)

에서 0.9214이었고 SGDS의 Cronbach alpah 계수는 

전체 임상군에서 0.8864이었다. 
 

2. 한국어판 GDS의 타당도 검증 
 

1) 한국어판 GDS와 다른 우울측정 검사도구와의 상

관관계(표 2) 

한국어판 GDS 및 SGDS와 CES-D, HRS-D, MM-

SE-K와의 상관관계가(표 2)에 표시되어 있다. 전체 임

상환자군에서 GDS와 HRS-D간, GDS와 CES-D간의 

Pearson 상관계수가 각각 0.7788, 0.7415로 높은 상

관관계를 보였고 특히 GDS와 SGDS간의 상관계수는 0. 

9594였다. 또한 SGDS와 CES-D간, SGDS와 HRS-

D간의 상관계수도 0,6933, 0.7490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주요우울증군과 비주요

우울증군 모두에서 GDS와 SGDS의 상관계수가 0.8565, 

0.9488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GDS와 SG-

DS의 공시 타당도가 입증이 되었으며 SGDS가 GDS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주요우울증 환자군과 비주요우울증 환자군과의 문

항별 점수 및 총점 비교(표 3) 

표 3은 GDS의 30개 문항의 개별점수에 대한 전체 임

상환자군의 평균치와, 주요우울증환자군과 비주요우울증

환자군으로 나누었을 때의 각 문항의 평균점수에 대한 

비교를 보여준다. 

문항 1(현재의 생활에 대체적으로 만족하십니까), 문

항 21(기력이 좋은 편이십니까), 문항 24(사소한 일에

도 당황하시는 일이 많습니까), 문항 29(요즈음들어 어

떤 결정을 내리기가 쉽습니까). 문항 30(예전처럼 정신

이 맑습니까) 등 5개 문항을 제외하고는 25개 문항에

서 주요우울증군의 개별문항 점수의 평균치가 비주요우

울증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들 5개문

항중 문항 24을 제외한 4개 문항이 긍정적인 감정을 묻

Table 1. Comparison of clinical variables between the two groups, major depression group and non major depression 
group 

 Total subject 
(N=88) 

N(%) 

Major depression 
(N=35) 

N(%) 

Non major depression 
(N=51) 

N(%) 
Age(mean±SD) 65.48±6.19 65.40±6.22 65.27±6.16 
Sex    

Male 29(33) 9(25.7) 20(39.2) 
Female 59(67) 26(74.3) 31(60.8) 

Education(years)    
None 22(34.3) 12(34.3) 9(17.6) 
1-6 33(37.5) 14(40) 19(37.3) 
7-9 11(12.5) 2( 5.7) 9(17.6) 
10-12 10(11.4) 3( 8.6) 6(11.8) 
Above 13 12(13.6) 4(11.4) 8(15.7) 

No. of case having current 47(53.4) 18(51.4) 27(52.9) 
physical disorder    
No. of case living with spouse 69(78.4) 30(85.7) 39(76.5) 
Mean score of MMSE-K 25.40±3.83 24.94±3.21 25.71±4.26 
 

Table 2. Correlations of the GDS with other depression 
scales 

 GDS SGDS CES-D HRS-D MMSE-K 
GDS 1.000* .9594* .7415* .7788* -.0541 
SGDS  1.000* .6933* .7490* -.0974 
CES-D   1.000* .7949* -.0659 
HRS-D    1.000* -.1057 
MMSE-K     1.000* 
Note：*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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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용이었다. 

또한 주요우울증환자군의 GDS 총점의 평균점수가 

23.00±4.50으로 비주요우울증환자군의 11.96±6.83

보다 의미있게 높은 점수로 나타낸다(T＝-8.39, df＝

84, p<.001). 

따라서 주요우울증군이 비주요우울증군에 비해 GDS의 

25개 문항과 총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

를 나타내고 있어, GDS가‘우울’이라는 특성을 잘 나타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GDS의 내용 타당도가 

증명되어졌으며, 주요 우울증군과 비주요우울증군을 구

별하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서 감별타당도도 증명되어졌다. 

한편 SGDS의 경우도 전체 15개 문항중에서 1번(이

하에서 SGDS의 문항번호를 GDS의 문항번호 그대로로 

표기함), 21번 문항등 2개 문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3개문항에서 주요우울증환자군이 비주요우울증환자군

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고, 

Table 3. Comparison of GDS scores(Mean±S.D.) among 
different groups 

 Total subject 
(N=88) 

Major 
depression 
(N=35) 

Non major 
depression 
(N=51) 

P 

Item 1# 0.49±0.50 0.57±0.50 0.41±0.50 n 

Item 2# 0.82±0.39 0.97±0.17 0.71±0.46 * 

Item 3# 0.49±0.50 0.74±0.17 0.29±0.46 ** 

Item 4# 0.55±0.50 0.86±0.36 0.31±0.47 ** 

Item 5 0.52±0.50 0.80±0.36 0.37±0.49 ** 

Item 6 0.52±0.50 0.83±0.38 0.31±0.47 ** 

Item 7# 0.67±0.47 0.80±0.41 0.59±0.50 * 

Item 8# 0.56±0.50 0.71±0.46 0.43±0.50 * 

Item 9# 0.53±0.50 0.83±0.38 0.31±0.47 ** 

Item 10# 0.49±0.50 0.89±0.32 0.20±0.40 ** 

Item 11 0.48±0.50 0.77±0.43 0.25±0.44 ** 

Item 12# 0.42±0.50 0.63±0.49 0.29±0.46 * 

Item 13 0.49±0.50 0.74±0.44 0.31±0.47 ** 

Item 14# 0.56±0.50 0.71±0.46 0.43±0.50 * 

Item 15# 0.52±0.50 0.89±0.32 0.25±0.44 ** 

Item 16 0.61±0.49 0.80±0.41 0.47±0.50 * 

Item 17# 0.41±0.49 0.69±0.47 0.20±0.40 ** 

Item 18 0.36±0.48 0.57±0.50 0.24±0.43 ** 

Item 19 0.65±0.48 0.94±0.24 0.43±0.50 ** 

Item 20 0.74±0.44 0.89±0.32 0.63±0.49 * 

Item 21# 0.78±0.41 0.86±0.36 0.73±0.45 n 

Item 22# 0.51±0.50 0.83±0.38 0.27±0.45 ** 

Item 23# 0.42±0.50 0.69±0.47 0.22±0.42 ** 

Item 24 0.57±0.50 0.69±0.47 0.51±0.51 n 

Item 25 0.44±0.50 0.69±0.47 0.25±0.44 ** 

Item 26 0.59±0.49 0.74±0.44 0.47±0.50 * 

Item 27 0.58±0.50 0.71±0.46 0.49±0.51 * 

Item 28 0.43±0.50 0.69±0.47 0.25±0.44 ** 

Item 29 0.64±0.48 0.69±0.47 0.59±0.50 n 

Item 30 0.76±0.43 0.80±0.41 0.73±0.45 n 

Total 16.63±8.07 23.00±4.50 11.96±6.83 ** 

SGDS 8.22±4.53 11.66±2.65 5.65±3.85 ** 
p：p-value in T-test for GDS score between major 

depression group and non major depression group 
*：p<.05, **：p<.001, n：non-significant 
# indicates items of SGDS 

Table 4. Item-total correlation in GDS 

 Total subject 
(N=88) 

Major 
depression 
(N=35) 

Non major 
depression 
(N=51) 

Item 1 0.5134** 0.2999 0.6704** 
Item 2 0.5290** 0.1550 0.4861** 
Item 3 0.6438** 0.5463** 0.5063** 
Item 4 0.7370** 0.3320 0.6848** 
Item 5 0.5890** 0.5163** 0.4661** 
Item 6 0.5567** 0.1370 0.4412** 
Item 7 0.4857** 0.1775 0.6135** 
Item 8 0.5145** 0.3000 0.5142** 
Item 9 0.7261** 0.3254 0.6973** 
Item 10 0.7515** 0.6288** 0.4993** 
Item 11 0.5922** 0.4764* 0.3426* 
Item 12 0.4445** 0.4541* 0.3218* 
Item 13 0.5219** 0.3692* 0.3787* 
Item 14 0.4089** 0.0857 0.3855* 
Item 15 0.7439** 0.5882** 0.5421** 
Item 16 0.6729** 0.3227 0.7546** 
Item 17 0.7075** 0.5978** 0.5942** 
Item 18 0.4948** 0.5347** 0.3700* 
Item 19 0.7130** 0.0834 0.6722** 
Item 20 0.3624** 0.0609 0.2773* 
Item 21 0.4541** 0.3135 0.5290** 
Item 22 0.6516** 0.4966* 0.4322* 
Item 23 0.6024** 0.3336* 0.4893** 
Item 24 0.4427** 0.3892* 0.5509** 
Item 25 0.5922** 0.2502 0.5488** 
Item 26 0.5259** 0.3101 0.5397** 
Item 27 0.3591** 0.3000 0.3130* 
Item 28 0.5499** 0.5422** 0.3559* 
Item 29 0.3034* 0.4727* 0.2425 
Item 30 0.3195* 0.2581 0.3861* 
Note.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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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의 평균치도 11.66±2.65(주요우울증환자군)로 5. 

65±3.85(비주요우울증 환자군)보다 유의하게 높으므

로(T＝-8.02, df＝84, p<.001) SGDS의 내용 타당도 

및 감별타당도도 충분하게 입증이 되었다. 
 

3) 각 문항의 변별도 분석(표 4, 5) 

각 문항의 변별도를 알기 위하여 문항-총점간의 상관

관계(item-total correlation)를 구하였다. 표 4는 GDS

의 문항-총점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전체 임

상환자군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상관계수가 0.3034에

서 0.7515 사이이고, 30개 모든 문항에서 총점과 유의

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문항 29, 30번에서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주요우울증 환자군에서

는 문항 3, 5, 10, 11, 12, 13, 15, 17, 18, 22, 23, 24, 

28, 29 등 14개 문항에서만 상관계수 0.3336에서 0. 

6288사이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나머지 16개문

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비주요우울증 환자군에서는 문항 29(요즈음들

어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쉽습니까)를 제외하고는 나머

지 29개 문항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5는 SGDS의 문항-총점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주

고 있는데 전체 임상환자군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15개 

모든 문항에서 상관계수 0.4336에서 0.8007사이의 유

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주요우울증 환자군

에서도 문항 2(요즈음들어 활동량이나 의욕이 많이 떨

어지셨습니까), 문항 8(자신에게 불길한 일이 닥칠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문항 14(비슷한 나이의 다른 노인

들보다 기억력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21(기

력이 좋은 편이십니까) 등 4개 문항을 제외한 11개 문항

에서 상관계수 0.3831에서 0.700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위의 결과에서 보면 주요우울증 환자군에서는 문항 2, 

8, 14, 21이 GDS 총점과 SGDS총점 모두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주요우울증의 임상진단군

에서는 GDS 문항의 반 이상이 우울척도의 구성항목으로

서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SGDS문항이 

GDS보다 더 충실하게 우울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3. 최적 절단점의 추정(표 6, 7, 그림 1) 

표 6에는 GDS의 각 절단점에 따른 예민도(sensiti-

vity), 특이도(specificity), 가양성률(false positive rate), 

가음성률(false negative rate), 양성예언력(positive pr-

edictive value), 음성예언력(negative predictive va-

lue), Kappa치가 나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 환자

군을 대상으로 하여 DIS-III-R에 의한 주요우울증의

진단을 gold standard로 하여 주요 우울증의 선별을 위

Table 5. Item-total correlation in SGDS 

 Total subject 
(N=88) 

Major 
depression 
(N=35) 

Non major 
depression 
(N=51) 

Item 1 0.5686** 0.5505** 0.6521** 
Item 2 0.5391** 0.1090 0.5158** 
Item 3 0.7099** 0.7000** 0.5788** 
Item 4 0.7781** 0.4787* 0.7275** 
Item 7 0.5164** 0.4000* 0.5912** 
Item 8 0.4336** 0.1352 0.4128* 
Item 9 0.7424** 0.4054* 0.7053** 
Item 10 0.8007** 0.6417** 0.6285** 
Item 12 0.4905** 0.5793** 0.3757* 
Item 14 0.4184** 0.0866 0.4025* 
Item 15 0.7476** 0.4694* 0.5969** 
Item 17 0.7500** 0.6192** 0.5192** 
Item 21 0.4480** 0.2908 0.5293** 
Item 22 0.7128** 0.6090** 0.5236** 
Item 23 0.6284** 0.3831* 0.4893** 
Note. *：p<.05, **：p<.001 

Table 6. The values of accuracy indices according to 
various cut-off scores of the GDS 

Cut-off SE SP FNR FPR PPV NPV Kappa. 

14 .9429 .5686 .0571 .4314 .6000 .9355 .4694 
15 .9429 .6471 .0571 .3529 .6471 .9429 .5504 
16 .9429 .6863 .0571 .3137 .6735 .9459 .5920 
17a .9429 .7451 .0571 .2549 .7174 .9500 .6556 
18 .9143 .7843 .0857 .2157 .7442 .9302 .6744 
19b .9143 .8235 .0857 .1765 .7805 .9333 .7185 
20 .8571 .8627 .1429 .1373 .8108 .8980 .7135 
21 .7714 .8824 .2286 .1176 .8182 .8491 .6597 
22 .6286 .8824 .3714 .1176 .7857 .7759 .5275 

Note. Cut-off：Cut-off score, SE：Sensitivity, SP：Speci-
ficity, TPR：True positive rate, FNR：False negative 
rate, FPR：False positve rate, PPV：Positive pre-
dictive value, NPV：Negative predictive value, 
Kappa.：Kappa value 

a Optimal cut-off score estimated to screen major de-
pression 

b Cut-off score indicated by ROC cur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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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GDS의 절단점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는 그

림 1에 제시되어 있는 ROC 커브에서‘random ROC 

(그림에서 대각선에 해당)’에서 가장 먼 수직거리를 갖

는 좌표에 해당하는 점인 19점(예민도：91%, 특이도：

82%, kappa치：0.72)이 최적 절단점이 된다. 

SGDS의 경우에도 역시 ROC 커브에서 지시하는 점인 

10점(예민도：91%, 특이도：82%, kappa치：0.72)이 

최적 절단점이 된다(그림 7). 
 

4. ROC커브 분석법에 의한, 우울증 선별검사들의 주

요우울증 진단(DSM-III-R)에 대한 진단 적 타당성 

분석 

ROC 커브 분석법에서는, 어떤 진단도구의 ROC 커브

와 random ROC(대각선)간의 거리가 멀수록 그 진단도

구의 수행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 거리

를 측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 AUC(Area Under 

Curve)의 면적을 구하여 비교하는 것이다.34)35) 그림 1

에 나타나 있는 HRS-D, GDS, SGDS, CES-D 등 각 우

울증 선별용 진단도구들의 AUC를 분석하여 보면, HRS-

D가 0.9466, GDS가 0.9017, SGDS가 0.8838, CES-

D가 0.8802로 모두 0.85이상의 높은 AUC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 모두가 주요 우울증 진단을 위한 선별검

사도구로서의 진단적 타당성이 입증이 되었다. 각 척도별 

AUC를 비교하면 관찰자 측정척도인 HRS-D가 가장 

높았고 CES-D가 가장 낮았다. 

또한 GDS와 SGDS의 AUC가 주요우울증의 선별도

구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CES-D의 AUC보다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더 큰 값을 가지고 있어 

주요우울증환자의 예비 평가도구로서 GDS와 SGDS 모

두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

리고 15문항의 SGDS의 AUC 값이 30문항의 GDS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 증명됨에 따라 SGDS

가 GDS 못지 않는 진단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을 보여준다. 

 

고     찰 
 

감정이나 감정적 장애를 표현하는 언어들이 민족과 

사회문화적인 양상에 따라 매우 다르므로 외국에서 제

작된 도구를 번역하여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검

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에서 GDS를 우울증 진단의 

선별 검사도구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의 예비 

연구가 시행이 되었다. 1차, 2차 예비연구에서 15문항의 

SGDS을 우선 번역하여 이미 표준화된 CES-D와의 상

관관계를 분석하고 각 문항에 대한 환자들의 반응도와 

이해도를 고려하여 수정 번역을 하였으며, 3차 예비연구

에서 30문항의 GDS을 적용하고 이에 대한 최종 수정

을 하였다. 3차례의 예비연구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적극

적으로 표현하는 문항인 7번 문항(평소에 기분은 상쾌한 

편이십니까), 19번(지내시는 생활이 재미있습니까), 21

번(기력은 좋은 편이십니까), 27번 문항(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십니까)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

향이 강하여 가능한 거부감이 적게 드는 문구로 수정하

였으며, 6번 문항(지워지지 않는 생각들 때문에 괴롭습

Table 7. The values of accuracy indices according to 
various cut-off scores of the SGDS 

Cut-off SE SP FNR FPR PPV NPV Kappa. 

6 .9429 .5490 .0571 .4510 .5893 .9333 .4496 
7 .9429 .6471 .0571 .3529 .6471 .9429 .5504 
8a .9429 .7255 .0571 .2745 .7021 .9487 .6342 
9 .8857 .7647 .1143 .2353 .7209 .9070 .6279 

10b .8571 .8627 .1429 .1373 .8108 .8980 .7135 
11 .7143 .8627 .2857 .1373 .7813 .8148 .5849 
12 .6000 .9216 .4000 .0784 .8400 .7705 .5460 

Note. Cut-off：Cut-off score, SE：Sensitivity, SP：Speci-
ficity, TPR：True positive rate, FNR：False negative 
rate, FPR：False positve rate, PPV：Positive predi-
ctive value, NPV：Negative predictive value, Kap-
pa.：Kappa value 

a Optimal cut-off score estimated to screen major de-
pression 

b Cut-off score indicated by ROC curve analysis 

Fig. 1. ROC curve analysis depicting SGDS, GDS, CES-D,
HRS-D(↖ indicates optimal cutoff point, GDS：19,
SGD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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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20번(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29번(요즈음들어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쉽습니까), 30

번(예전처럼 정신이 맑습니까)에 대하여서는 문항의 의

미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여, 자주 질문을 하고 결

국은 응답을 못하는 비율이 높아서 가능한 쉬운 표현으

로 수정을 하였다. 그리고 2번 문항(요즈음들어 활동량

이나 의욕이 많이 떨어지셨습니까), 14번 문항(비슷한 나

이의 다른 노인들보다 기억력이 더 나쁘다고 느끼십니

까)에서는 젊었을 때와 비교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서,‘요즈음 들어’,‘비슷한 나이

의 다른 노인들보다’라는 표현을 삽입하여 현재에 일어

나는 상태의 변화라는 측면을 강조하였다. 

한국어판 GDS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 알

파 계수를 측정하였는데 0.9이상 높은 내적 일치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각 문항간의 동질성이 충분하게 유

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미 표준화가 되

어 사용되고 있는 CES-D, HRS-D와 높은 상관관계

가 있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서 GDS의 공시타당도가 입

증되었고, 각 문항 및 총점들의 평균점수가 주요우울증진

단군과 주요우울증 비진단군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

므로서 GDS가 우울증상을 잘 기술하고 있고 주요우울

증을 다른 진단군에서 잘 구별해 준다고 할 수 있으므로 

GDS의 내용타당도 및 감별 타당도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다. 

표 3을 보면 주요우울증 진단군과 주요우울증 비진

단군사이의 문항 평균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는 5개 문항 중 4개 문항이 긍정적인 정서를 질문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경향이 적

고 긍정적인 감정을 물을 때 적극적으로 반응하는데 저

항이 있다는 과거의 연구들3)6)에 의해 일부 설명될 수 

있다. 

표 4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GDS는 전체 대상군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변별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주요우

울증 환자군에서는 전체 30문항중 16개 문항에서 각 문

항-총점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분석하여 보면, 전체 30문항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묻는 문항이 10개가 있는데 이들 중 7개 문항

에서 유의하지 않는 상관관계가 보였고 예비 연구에서 번

역 수정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문항들(문항 2, 6, 7, 14, 

19, 20, 21, 29, 30) 거의 대부분에서 문항-총점 상관

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옴으로서 수정 번역의 예비연

구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문화에 더욱 적당한 표

현법을 선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긍정적

인 정서를 묻는 항목이 많은 것으로 보아 이들 문항자

체가 우리나라 노인에서 주요우울증을 변별하는 데에 적

절하지 못하다고 추정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주요우울

증 진단 대상군이 35명밖에 되지 않아 전체 30문항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기에는 대상군수가 적으므로, 향

후 주요우울증군의 더 많은 사례에 대한 연구로 확충을 

하여야 할 것이며 임상대상군이 아닌 정상대조군에 대

한 연구도 동시에 진행하여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있

어야 하겠다. 

한편 SGDS의 경우에는 표 5의 주요우울증 환자군에

서 전체 15개문항 중, 2번, 8번, 14번, 21번 등 4개 문

항에서만 변별도가 떨어지고 나머지 11개 문항은 유의

한 문항-총점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임상 환

자군에서는 모든 문항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므

로 SGDS가 GDS보다 우울척도의 구성항목으로 더 나

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문항-총점 상

관관계가 유의한 문항의 전체 SGDS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GDS에 비해 더 커진 것은 GDS문항에서 유의한 관

계를 보이지 않는 16개 문항 중 11개 문항이 SGDS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GDS와 SGDS 모두 만족할 만한 신뢰도

와 타당도를 가진 것으로 나왔고, 문항의 변별도 측면에

서는 SGDS가 우수한 우울척도 구조를 가진 것으로 추

정된다. 

대부분의 간이 선별용 진단도구에서와 같이 GDS도 연

속적인 점수선상에서 어떤 절단점을 취하여 이를 정상

군, 그 이하를 비정상군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어느 점에서 절단점을 잡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3). 

일반적으로 어떤 선별 검사도구의 절단점 추정은 측

정하고자 하는 질환의 표준진단(gold criteria)을 기준으

로 하여 예민도, 특이도, kappa치를 고려하여 이루어지

게 되는데,38) 대개 정신과에서는 정신과 의사의 임상진

단을 표준진단으로 사용해 왔지만 진단의 신뢰도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진단용 면담도구로 널리 사용되어 왔고 그 신뢰도와 타

당도가 이미 입증이 된 DIS-III-R을 이용하여 DSM-

III-R에 의한 주요우울증 진단을 내림으로서 이러한 문

제를 극복하였고 이를 표준진단으로 하여 주요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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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을 위한 최적 절단점을 구하였다. 

최적절단점은 예민도와 특이도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

고 높은 kappa치를 나타내는 점을 취하게 되는데 예민

도와 특이도가 어느 점에서 가장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가 하는 것은 연구목적 즉 선별도구의 사용 용도 및 측

정하고자 하는 질환의 예상 유병율, 질병의 심각성, 2차 

진단검사 시행시의 경비 문제를 고려하여 적절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39) 

본 연구에서는 임상환자를 대상으로 주요우울증을 진

단하기 위한 2단계 사례 확인에서 1차 선별검사용으로 

최적절단점을 구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므로 특이도

보다는 예민도에 중점을 두어 예민도가 90% 이상이면

서 특이도를 가장 적게 희생시키는 점중 kappa치가 가

장 높은 점을 절단점으로 추정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점

수가 17점(예민도：94%, 특이도：75%, kappa치：0. 

66)으로서 ROC 커브에서 지시하는 19점과 차이가 나

지만 주요우울증 환자의 1차선별을 위하여 가음성율을 

가능한 줄이는 것이 목적이므로 17점을 임상환자군을 

대상으로 DIS-III-R에 의한 주요우울증 진단의 1차 선

별을 위한 최적 절단점으로 선정하였다. 

SGDS의 경우에도 ROC커브에서는 10점을 절단점을 

추정하였으나 주요우울증의 1차 선별을 위하여 예민도를 

90%이상 유지하는 점인 8점(예민도：94%, 특이도 73%, 

kappa치：0.63)을 최적절단점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결정한 최적 절단점은 임상에서 

질환단위로서의 주요우울증의 1차 선별에 가장 충실한 

절단점이지, 지역사회 역학 연구에서 우울증상군의 확인

을 위한 1차 선별용 절단점이 아니므로 향후에 지역사

회 일반대상군으로 하는 우울증상의 최적절단점 추정연

구가 따라져야 되겠다. 

본 연구에서 추정된 최적 절단점(GDS：17, SGDS：

8)은, 외국에서 보고된 GDS의 절단점(cut-off point)

인 11점과 SGDS의 절단점인 6∼7점에 비해 상당히 높

은 점수이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에 시행되었던 우울척도들의 표준

화 연구3)6)7)에서도 드러났었는데 그 원인으로는 우리

나라사람들이 외국에 비해 우울증 심도가 더 깊을 가능

성이 있거나 척도의 번안과정에서 표현강도의 변형문제, 

우울증상 표현에 대한 관용적인 사회규범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고,7) 신승철 등6)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과 언어표현상 또는 자아 개념의 편차로 인하여 

긍정적인 감정을 포함하는 문항들에 대한 부정적인 응

답을 보이는 경향이 강하므로 전체적으로 평균점수가 올

라가게 되었다고 추론하였다. 또한 조맹제와 김계희3)는 

감정이나 증상을 표현하는 언어적 표현이 민족과 사회

문화적인 여건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의 우울상태보다도 

측정문항에 대한 반응태도가 측정결과에 큰 영향을 미

칠 수 있다고 하였고, 역시 긍정적인 감정을 포함하는 문

항들이 우울증상 측정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지면서 전체

적인 총점만을 올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한국어판 GDS에도 긍정적인 감정을 포함하는 문항

들이 10문항이나 포함되어 있는데 표 3, 4를 보면 이들 

문항들이 우울증상측정에 대한 변별력이 없으면서 전체

적으로 총점만을 올리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

한 3차례 예비 연구와 본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우리나라 

노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들과 감정적 표현 

방법의 차이 등으로 인한 문항에 대한 반응태도의 차이 

등도 역시 커다란 이유가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

는 GDS에서 외국과 6점이상의 절단점 차이가 나는 데

에 비해, 긍정적인 감정을 묻는 문항과 변별력이 떨어진 

문항이 많이 제거된 SGDS에서는 최적절단점이 1∼2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

다. 그러나 향후 우리나라 노인들의 감정 표현 방식 및 태

도의 차이에 대한 세밀한 문화정신의학적 고찰이 더 필

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ROC커브분석법으로 AUC을 구하여 

비교함으로서 각 진단도구의 진단효용성들을 비교하였는

데 GDS와 SGDS가 이미 진단적 타당도가 증명이 된 

HRS-D와 CES-D의 AUC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와 GDS 및 SGDS 모두가 HRS-D, CES-D에 

못지 않는 우울증 선별의 진단적 수행능력이 있음(Val-

id)이 입증되었다. 

관찰자 측정 우울척도인 HRS-D의 AUC가 가장 큰 

것은 자기보고형 척도인 GDS나 CES-D에 비해 HRS-

D는 임상가의 관찰에 의해 유연하게 측정이 되므로 측

정 대상자가 질문의 문항에만 반응을 보이는 자기보고형 

척도에 비해 임상진단에 더 가까울 것이기 때문이라는 조

맹제와 김계희3)의 연구에 일치되는 소견이다. 

한편 GDS가 30문항인데 비하여 SGDS는 15문항이

므로 한국어판 SGDS의 진단적 타당도가 증명이 되고 한

국어판 GDS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유지된다면 한국어판 

SGDS를 대신 사용함으로서 더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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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증상의 선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어판 SGDS는 한국어판 GDS 못지 않는 

내적 일관성(알파계수＝0.8864)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

요우울증환자군과 비주요우울증환자군 사이의 각 문항

들의 평균점수 및 총점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고 

문항-총점상관관계는 GDS보다 더 훌륭한 것으로 나타

나서 GDS 못지 않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이 되었다. 

외국에서는 GDS와 SGDS사이의 상관관계가 0.66-0. 

89로 보고되어 왔는데12)13)15)27) 본 연구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r＝0.9594)를 가지고 있고, ROC커브

에서 한국어판 GDS와 유의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AUC

를 가지고 있으므로서 우울증 선별도구로서의 역할을 훌

륭하게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노인에 대한 우울증상을 선별할 수 

있는 GDS을 번역 표준화시킴으로서 노인우울증의 선별

을 위한 도구를 개발했다는 데에 있고 다른 국내의 연

구와 달리 주요우울증 진단의 표준진단으로 신뢰도와 타

당도가 입증이 된 구조화된 면담도구인 DIS-III-R를 

사용함으로서 주요우울증 진단의 신뢰성을 높였으며 이

로 인해 주요우울증 1차 선별을 위한 신뢰성있는 최적 

절단점을 구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어판 SGDS가 한

국어판 GDS 못지 않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진 것으로 

입증됨에 따라 30문항 대신 15문항의 SGDS을 사용함

으로서 대상노인들에게 더 적은 부담을 주면서 우울증상

을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임상환자만을 대상군으로 하였기 때

문에 지역사회 일반대상군에 대한 우울증상의 1차 선별

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과 대상환자의 수가 

많지 않아 요인분석을 할 수 없었다는 점, 주요 우울증

의 표준진단을 위해 적용한 DIS-III-R에 대한 타당도 

연구가 선행되지 못한 점, 한국어판 GDS의 검사-재검

사 신뢰도를 수행하지 못한 점, 주요우울증에 대한 진단

만을 내림으로서 주요 우울증과 감별이 어려운 불안장

애나 인격장애, 감정부전장애 등이 주요우울증으로 진단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제한점이 있어 이에 대

한 후속 보완 연구가 계속 따라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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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ation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Korean Version((((GDS)))) 
in the Assessment of DSM-III-R Major Depression 

 

Maeng Je Cho, M.D., Jae Nam Bae, M.D., Guk Hee Suh, M.D., 
Bong Jin Hahm, M.D., Jang Kyu Kim, M.D., 
Dong Woo Lee, M.D., Min Hee Kang, M.D.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Objectives：The authors attempted to evaluate the diagnostic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Geri-
atric Depression Scale(GDS) for screening geriatric DSM-III-R major depression among clinical pop-
ulations. 

Methods：Through of preliminary trials 3 times, the authors translated GDS including Short form 
Geriatric Depression Scale(SGDS) into Korean. GDS, SGDS, HRS-D, CES-D was adminis-tered to 
88 elderly psychiatric patients(35 major depressives, 51 were non-major depression) and also Diagnostic 
Interview Schedule(DIS-III-R) was administered independently to diagnoses DSM-III-R major depre-
ssion.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 5, optimal cut-off point estimation, and ROC curve analysis were 
done to investigate the diagnostic validity of GDS and SGDS. 

Results：Internal consistency-reliability and concurrent validity of GDS, SGDS associated with other 
depression scales(HRS-D, CES-D) were excellent. Content valid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which 
differentiate DSM-III-R major depression from non-major depression was also good. The authors su-
ggest the score ‘17’ as the optimal cut-off point of GDS for screening DSM-III-R major depression 
among clinical populations and the score ‘8’ as optimal cut-off score of SGDS. ROC curve analysis 
revealed wide AUC of both GDS and SGDS, which indicates its high diagnostic validity in assessing 
DSM-III-R major depression. 

The GDS and SGDS were found to be highly correlated(r=0.9594) and any difference of AUC bet-
ween both scales in ROC curve analysis were not found. This finding suggests that SGDS can be an 
adequate substitute for GDS. 

Conclusion：The GDS and SGDS are valid and reliable case finding tools for screening DSM-III-
R major depression among clinical populations in Korea but relatively high cut-off point demands the 
further evaluation in the viewpoint of culturally determined style of response for the depression quest-
ionnaire in Korea. 
 
KEY WORDS：GDS·SGDS·Major depression·Elderly·Diagnostic validity·Optimal cut-off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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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 
 

199  년    월    일              성  명：                    작성자： 

 

•현재의 상태에 해당하는 답에 ○표를 해주십시오. 
 

  

 

#1. 현재의 생활에 대체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예 아니오 

#2. 요즈음 들어 활동량이나 의욕이 많이 떨어지셨습니까? 예 아니오 

#3. 자신이 헛되이 살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예 아니오 

#4. 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까? 예 아니오 

5. 장래에 대해 희망적이십니까? 예 아니오 

6. 지워지지 않는 생각들때문에 괴롭습니까? 예 아니오 

#7. 평소에 기분은 상쾌한 편이십니까? 예 아니오 

#8. 자신에게 불길한 일이 닥칠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예 아니오 

#9. 대체로 마음이 즐거운 편이십니까? 예 아니오 

#10. 절망적이라는 느낌이 자주 드십니까? 예 아니오 

11. 불안하여 안절부절할 때가 자주 있습니까? 예 아니오 

#12. 바깥에 나가기가 싫고 집에만 있고 싶습니까? 예 아니오 

13. 앞날에 대해 걱정이 많습니까? 예 아니오 

#14. 비슷한 나이의 다른 노인들보다 기억력이 더 나쁘다고 느끼십니까? 예 아니오 

#15. 현재 살아 있다는 것이 즐겁게 생각되십니까? 예 아니오 

16. 우울해지고 기가 죽는 일이 많습니까? 예 아니오 

#17. 지금의 내 자신이 아무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십니까? 예 아니오 

18. 지나간 일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십니까? 예 아니오 

19. 지내시는 생활이 재미있습니까? 예 아니오 

20.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예 아니오 

#21. 기력이 좋은 편이십니까? 예 아니오 

#22. 지금 자신의 처지가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느끼십니까? 예 아니오 

#23.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처지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 

24. 사소한 일에도 당황하시는 일이 많습니까? 예 아니오 

25. 울고 싶은 적이 자주 있습니까? 예 아니오 

26. 정신을 집중하기가 어렵습니까? 예 아니오 

27.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개운하십니까? 예 아니오 

28.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싫습니까? 예 아니오 

29. 요즈음 들어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쉽습니까? 예 아니오 

30. 예전처럼 정신이 맑습니까? 예 아니오 
Note：# indicates items of Short form GDS(SG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