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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노인들의 정신건강 중 우울에 관한 정도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앱의 개발을 위하여 한국형GDS를 활용하는 컨텐

츠를 설계하여 노인성 우울을 예방하고 조기 진단하여 노인의 건강한 삶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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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노인 정신의학은  2002년 8월 29일 끝마친 제 12차 세계정신의학

회의 노인 분과에서 공식적인 명칭을 “Old Age Psychiatry”로 명명하

기로 결정하였다[1]. 노인 정신의학의 기본 개념을 보면 노인들의 

정신 질환은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질환과 마찬가지로 진단되고 치료되

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인간이 그러하듯 노인 또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따라서 노인도 스트레스에 의해 

여러 가지 정신질환에 노출되어 있고 노인은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인 자아 탄력성도 

또한 중요하다. 노인의 스트레스가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자아탄력성이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어서 스트레스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아탄력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는 연구도 있다[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노인들의 정신질환의 대표적인 노인우울

의 예방 및 조기 진단을 위하여 평소에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자신의 

우울 척도를 스스로  측정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앱의 개발을 위한 설계를 하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자살율과 우울[3]로 노년기의 정신 건강 

및 그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국가 및 지역사회에서도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노인 

스스로도 본인의 건강문제를 잘 파악하고 건강 이상 유무를 적극적으

로 검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울과 관계된 정신건강을 

스스로 우울증 정도 평가를 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여 체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체크를 하는 방법으로 항상 손에 쉬고 있는 

스마트 폰을 활용하면 간편하고 즉각적인 결과가 나오므로 이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소재 사회복지관을 이용

하는 평균연령 72.42세인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최근 노인의 스마트폰 

활용 현황에 관한 연구를 보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인구는 49.6%로 

나타나고 있다[4].

III. The Proposed Scheme

  노인의 울증 정도 평가를 위해 활용하는 도구로는 치매와 연관지

어 MMSE-KC(간이정신상태검사)를 활용하여도 되지만 간편하게 

앱으로 개발하여 스스로 체크해 보기 위해서는 주요우울증에 대한 

한국어판 노인 우울증 정도 평가 (Korean-Geriatric Depression 

Scale : K-GDS) 도구를 활용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1과 같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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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일주일 간의 당신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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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쓸데 없는 생각들이 자꾸 떠올라 괴롭다. v

2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무기력하게 느낀다. v

3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할 때가 많다. v

4 밖에 나가기 보다는 주로 집에 있으려 한다. v

5 앞날에 대해 걱정 할 때가 많다. v

6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참 기쁘다. v

7 인생은 즐거운 것이다. v

8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난다. v

9 예전처럼 정신이 맑다. v

10 건강에 대해서 걱정되는 일이 별로 없다. v

11 내 판단력은 여전히 좋다. v

12 내 나이의 다른 사람들 못지 않게 건강하다. v

13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v

14 정말 자신이 없다. v

15 즐겁고 행복하다 v

16 내 기억력은 괜찮은 것 같다. v

17 미쳐버리지나 않을까 걱정된다. v

18 별일 없이 얼굴이 화끈거리고 진땀이 날 때가 있다. v

19 농담을 들어도 재미가 없다 v

20 예전에 좋아했던 일들을 여전히 즐긴다. v

21 기분이 좋은 편이다. v

22 앞날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낀다. v

23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느낀다. v

24 나의 잘못에 대하여 항상 나 자신을 탓한다. v

25 전보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날때가 많다. v

26 전보다 내 모습이(용모가) 추해졌다고 생각한다. v

27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예전보다 힘이 많이 든다. v

28 무슨 일을 하든지 곧 피로해진다. v

29 요즈음 몸무게가 많이 줄었다. v

30 이성에 대해 여전히 관심이 있다. v

Table 1. Korean-Geriatric Depression Scale : K-GDS

  한국형 노인우울 검사에는 GDS에서 제외된 신체증상에 관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측정방법은 “v”표로 된 답에 표시하는 

경우의 전체 개수를 더하여 총점으로 계산하면 된다. 총 30문항으로 

14-18점시 경계선-경도의 우울증, 19-21점시 중증도 우울증, 22점 

이상시 중증 우울증으로 판단 할 수 있다. K-GDS문항은 감정, 부정적 

생각, 불행한 기분, 신체적 약화, 생동감 저하, 인지장애, 사회적 

관심·활동 감소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IV. Conclusions

  항상 손에서 놓지 않는 스마트폰으로 노인들의 우울성향을 즉시 

측정하여 본인의 우울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간편하고 편리한 

앱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들의 정신적 우울 상태를 

예방하고 기분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여 우울상태를 바로바

로 벗어나서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노인들의 건강수명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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