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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와 우울증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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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 between Dementia and Depressive Disorder
Tae Heon Lee, Joon Ho Choi, Byung Chul Shin, Hee Eun Shin, Hyo Rim Son*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Gwangju Veterans Hospital, Gwangju, Korea

Background: Recently, with the increase in the rate of chronic disease with age, the interest in dementia has increased. In the current study, the
correlation between dementia and depressive disorders was investigated. In addition, the relationships between dementia and age, gender,
education, and career were examined.
Methods: This investigation was conducted on the patients and their guardians who had visited the Dementia & Neurocognitive Department of the
Gwangju Veterans Hospital due to cognitive and memory impairment between February 7th, 2013 and November 30th, 2015. The concrete state of
cognitive function was confirmed by the Seoul Neuropsychological Screening Battery, 2nd Edition. The correlation of each variable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crosstab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rate of depressive disorder was higher in dementia patients, Alzheimer’s disease patients, and vascular dementia patients (39.3%, 38.0%,
and 42.3% prevalence, respectively). The rate of depressive disorder was significantly higher in dementia patients, Alzheimer’s disease patients, and
vascular dementia patients (39.3%, 38.0%, and 42.3% prevalence, respectively) than in healthy controls (P<0.05). In the group of dementia patients,
the variable of age exhibite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revalence of depressive disorder (P<0.05). The variable of age had an odd’s ratio of 0.942.
Conclusion: In all groups of dementia patients, the prevalence of depressive disorder increased, and in the older group of dementia patients the
prevalence of depressive disorder decreased.
Keywords: Dementia; Depressive Disorder; Alzheimer’s Disease; Vascular Dementia

서론

서 어떤 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하나의 증후군이
다.1)

최근 우리 사회는 출산율의 저하와 의학의 발전으로 인한 사망률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치매 환자에 있어 우울증과 인지 기능 장

감소 등으로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만성

애에 대해 밀접한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2) 그러나 인지 기능 장애가

질환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치매에 대한 관심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있는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스스로 보고하는 데 있어

치매는 사람의 정신능력과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실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으며 이러한 이유로 알츠하

을 말하며, 어떤 사람의 일상생활 장애를 가져올 정도로 충분히 심

이머병 환자에서 우울증과 인지 기능 장애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부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치매라고 이야기한다. 즉 치매는 그 자체가 어떤

족한 실정이다.

활동을 이야기하는 진단명이 아니라 단지 특정한 증상들이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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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Version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SGDS는 15가지 질문에 대해 대상자가 ‘예, 또는 아니오’로 응
3,4)

자세한 인지 기능의 상태는 SNSB-II를 사용하였다. SGDS 10점 이
상을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답하는 양분척도로서 점수에 따라 10점 미만을 대조군으로 하였고
10점 이상을 우울증군으로 분류하였으며 K-MMSE을 이용하여 선
별된 치매환자를 SNSB-II (Seoul Neuropsychological Screening Battery,
2nd Edition)으로 평가하고 분류하였다.

3. 조사 자료의 통계 처리

프로그램은 IBM SPSS Statistics 22.0 (IBM Co., Armonk, NY, USA)
을 사용하였고 치매와 우울증, 치매 각 아형과 우울증의 관계를 알

본 연구에서는 치매와 우울증과의 상관관계, 치매의 각 아형과 우

아 보고 치매 환자에서 나이, 성별, 교육연수, 직업과의 관계를 알아

울증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으며 치매와 나이, 성별, 교육연수, 직

보기 위해 기술통계, 독립 t 검정, 교차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

업의 관련성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용하여 분석하였다. 유의수준은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방법

결과

1. 연구 대상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 분석

2013년 2월 7일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 인지 기능 장애 및 기억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는 688명으로 72.7%, 여자는 258명으로

력 감퇴 등의 증상으로 광주보훈병원 치매 정신 클리닉에 내원한 환

27.3%로 나타났다. 나이를 살펴보면, 평균이 72.90으로 나타났으며 교

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육연수를 살펴보면, 평균이 7.09 (최대값 18, 대학원 졸업)로 나타났다.

SNSB-II를 시행한 946명의 환자 중 알츠하이머 질환 350명, 혈관성

직업을 살펴보면 주부 13.7% (123명), 사무직은 26.4% (250명), 농어

치매 104명, 알코올성 치매 8명, 파킨슨 질환 6명으로 진단 되었으며

업은 30.9% (292명), 자영업 27.4% (259명), 무직 2.3% (22명)으로 나타

각 환자의 나이, 성별, 교육연수, 직업을 조사하였다.

났다.

악성 종양이나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 임상적으로 유의한 기능 저
하가 있는 환자는 제외하였고 시각, 청각 장애 등 적절한 기능 평가

2. 연구 대상자의 유병에 대한 빈도 분석

에 제한을 주는 환자 또한 제외하였다. 두부의 외상, 또는 알코올 중

치매 유형을 살펴보면, 알츠하이머는 350명으로 37.0%, 혈관성 치

독, 독성약물에 의한 인지 기능 저하, 치매와 관련된 다른 정신과적

매는 104명으로 11.0%, 알코올성 치매는 8명으로 0.8%, 파킨슨 질환

질환 또는 신경과적 질환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등 다른 인지 기능

은 6명으로 0.6%, 일반은 478명으로 50.5%로 나타났다. 우울증을 살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을 지닌 환자는 연구로부터 제외하였다.

펴보면, 우울증으로 진단된 자가 301명(31.8%), 우울증이 없는 것으
로 진단된 자가 645명(68.2%)으로 나타났다.

2. 방법

전반적인 인지 기능의 측정은 K-MMSE를 이용하였다. K-MMSE는

3. 치매와 우울증, 치매의 각 아형과 우울증과의 상관관계

시간에 대한 지남력 5점, 장소에 대한 지남력 5점, 기억등록 3점, 기억

우울증과 치매를 살펴보면, 치매 환자 군에서는 유병이 184명

회상 3점, 주의 집중 및 계산능력 5점, 언어능력 8점, 시각구성 1점으

(39.3%)으로 나타났고, 정상 군에서는 유병이 117명(24.5%)으로 치매

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은 30점으로 학력과 연령에 각각의 기준치

환자 군에서 우울증이 높게 나타났으며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

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보였다.

선별검사에서 인지 기능 장애가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치매의 중

우울증과 알츠하이머 질환을 살펴보면, 알츠하이머 환자 군에서

등도를 평가하기 위해 Clinical Dementia Rating (CDR) 척도를 이용

는 우울증이 133명(38.0%)으로 나타났고, 정상 군에서는 유병이 168

하였다.

명(28.2%)으로 알츠하이머 환자 군에서 우울증이 높게 나타났으며

5)

CDR은 0–5점 척도를 사용하는 확장판이 번역, 표준화되어 보급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되어 있다. 고른 인지 및 사회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기억력, 지남

우울증과 혈관성 치매를 살펴보면, 혈관성 치매 환자 군에서는 우

력, 판단력과 문제해결 능력, 사회활동, 집안생활과 취미, 그리고 위

울증이 44명(42.3%)으로 나타났고, 정상 군에서는 유병이 257명

생 및 몸치장의 여섯 가지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자뿐 아

(30.5%)으로 혈관성 치매 환자 군에서 우울증이 높게 나타났으며

6)

니라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해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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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prevalence of depression in each type of dementia
Variable

Depression (–)

Depression (+)

(–)

361 (75.5)

117 (24.5)

(+)

217 (62.0)

133 (38.0)

Dementia

Table 2.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variables
and depression in dementia patients

χ2 (p)
24.003 (0.000)

Alzheimer’s disease

Variable

9.786 (0.002)

0.942

0.917

0.969

0.000

1.672

0.902

3.099

0.102

0.968

0.918

1.021

0.234

168 (28.2)

Education years

(+)

217 (62.0)

133 (38.0)

Occupation

(–)

585 (69.5)

257 (30.5)

(+)

60 (57.7)

44 (42.3)

Alcoholic dementia

0.012 (0.729)

(–)

640 (68.2)

298 (31.8)

(+)

5 (62.5)

3 (37.5)

(–)

643 (68.4)

297 (31.6)

(+)

2 (33.3)

4 (66.7)

Housewife

1.000

Office worker

1.395

0.575

Reference point
3.386

0.674
0.461

Primary Industry

0.906

0.413

1.986

0.804

Self-employment

1.110

0.467

2.637

0.814

Un-employed

0.805

0.216

3.004

0.747

Odds ratio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were obtained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3.380 (0.066)*

Parkinson’s disease

P-value

Sex

428 (71.8)

5.926 (0.015)

95% confidence interval
The lowest limit The upper limit

Age

(–)
Vascular dementia

Odds ratio

치매와 우울증이 별개의 독립된 질환이라는 초기의 주장부터8) 우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
Calculated by chi-sqaure test.

울증이 치매의 한 요소로서 혹은 합병증으로 노년기 우울증이 나타
난다는 주장까지 다양하다.9)

우울증과 알코올성 치매를 살펴보면, 알코올성 치매 환자 군에서

본 연구에서는 치매와 우울증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는 우울증이 3명(37.5%)으로 나타났고, 정상 군에서는 유병이 298명

다. 치매의 각 아형인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와 우울증은 유의한

(31.8%)이나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수준의 연관성을 보였으나 알코올성 치매와 파킨슨 질환에서는 연

우울증과 파킨슨 치매를 살펴보면, 파킨슨 치매 환자 군에서는 우

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무작위 또는 포괄적인 표본추출에 의한 인구

울증이 4명(66.7%)으로 나타났고, 정상 군에서는 유병이 297명

통계학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대상환자 선택에 편재(bias)

(31.6%)이나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가 포함되었으며 특히 알코올성 치매와 파킨슨 치매의 경우 대상 환
자 수가 적어(각 8명, 6명) 연구의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전

4. 치매 환자에서 우울증과 나이, 성별, 교육연수, 직업의 관계

체 치매 환자와 우울증 사이에는 유의한 수준의 연관성을 보여 치매

치매 환자 군에서 성별, 교육연수, 직업은 우울증의 유병률과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나이는 P<0.05 수준에서 우울증의 유병률과

와 우울증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최근의 연구결
과10)들과 부합된다.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나이의 영향력은 odds ratio=0.942로 나이가

치매 환자와 연령의 연관성에 관한 이전의 논문들은 연관성이 없

많을수록 우울증의 유병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odds ra-

다11)는 주장부터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유병율이 높다12)는 결과까

tio<1; P<0.05) (Table 2).

지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치매 환자 군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우울증의 유병

고찰

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병원 특성상 환자 군이 국가 유
공자 및 그 가족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으며(72.7%), 기능장애의 정도

치매 환자에서 우울증과 연관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임

가 높다는 점 등13) 일반 환자 군과 차이가 있다. 또한, 10대부터 30대

상 요소들과 우울증의 정도 및 빈도를 비교하는 것은 치매에서의

사이의 환자 군이 없으며(최저연령 43세), 40대부터 90대까지 연령분

우울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치

포가 일정하지 않아(90대 이상 7명, 0.7%) 연구에 제한 점이 있을 것

매와 우울증과의 상관관계, 치매의 각 아형과 우울증과의 상관관계

으로 생각된다.

를 알아보았으며 치매와 나이, 성별, 교육연수, 직업의 관련성에 관해

이에 유의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본 연구에서도 유

알아보고자 한다.
이전 연구 결과들은 치매와 우울증에 관해 다양한 견해를 보인
다. 최근에는 가역적인 인지 기능 감퇴를 동반하는 노년기 우울증
(old age depression)은 치매의 전조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으나
Korean J Fam Pract. 2018;8(2):327-330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치매 환자에서 성별과 우울증의 정도 사

7)

의한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
교육연수와 직업은 다른 변수들에 비해 덜 관심을 받아 왔다. 본
연구에서는 치매 환자에서 우울증은 교육연수와 상관관계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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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고 이전 직업을 포함한 주부, 사무직, 농어업, 자영업, 무직의
직업군 중 상관관계를 보이는 직업군은 없었다.
이전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우울증과 교육연수가 관계가 없
다는 보고도 있고14) 본 연구와 반대의 결과를 보인 보고도 있으며15)
직업군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대상 환자의 수가 적다는 점이
다. 앞으로 CDR 점수와 MMSE 점수가 비슷한 환자 중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우울증을 가진 치매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숫자를
늘려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임상적인 우울증
의 기준척도를 SGDS 10점 이상으로 정하고 시행된 연구이다. SGDS
는 1–15점까지 평가할 수 있는 검사로 8–15점까지 다양한 임상적인
우울증을 10점 이상이라는 기준으로 우울증을 동반한 치매 환자에
서 환자의 우울 강도를 정확하게 반영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이다.

요약
연구배경: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만성질환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치
매에 대한 관심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치매와 우울증
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으며 치매와 나이, 성별, 교육연수, 직업의
관련성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2013년 2월 7일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 인지 기능 장애 및 기
억력 감퇴 등의 증상으로 광주보훈병원 치매 정신 클리닉에 내원한
환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자세한 인지 기능
의 상태는 SNSB-II를 사용하였다. 각 변수의 상관관계는 기술통계,
독립 t 검정, 교차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치매 환자 군, 알츠하이머 질환, 그리고 혈관성 치매 환자 군에
서 우울증이 높게 나타났으며(39.3%, 38.0%, 42.3%)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치매 환자 군에서 나이는 P<0.05 수준에서 우
울증의 유병률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나이의 영향력은 odd’s ratio=0.942로 나타났다.

Tae Heon Lee, et al. Correlation between Dementia and Depressive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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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치매 환자 군에서 우울증의 유병률이 높아지며 또한, 치매 환
자 군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우울증의 유병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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