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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에서의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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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ression in Primary Care
Jinyoung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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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ression is a commonly encountered condition in the primary care that indicates low mood, loss of energy, sadness, loss of pleasure, sleep disorders
or poor appetite, fatigue, and poor concentration. Of all the patients visiting the primary care, screening tests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high-risk
group and diagnosed using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The purpose of treatment should be to assess and
prevent the risk of suicides and administer medications, psychotherapy, and counseling to alleviate depression and restore daily life. Antidepressants
are selected based on the comorbidities, side effects, and preferences of patients. These should be administered for a sufficient duration, followed by
gradual reduction of the dosage and subsequent discontinuation of the drug. Counseling or psychotherapy may be considered for the treatment of
depression. Primary care physicians should be skilled for screening, diagnosis, treatment, and counseling. Efficient treatment of depression in the
primary care requires collaboration with the caregivers, psychiatrists, and nurse practitioners for assistance in it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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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할 뿐만 아니라 일차진료의가 우울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

서론

단적 접근을 시행할 경우에 비로소 진단되기 때문에 그 수치의 변
우울증은 생각, 기분과 신체 활동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동폭이 크다.4)

흔한 질환으로, 기분 저하, 에너지 소실, 슬픔, 즐거움의 상실, 수면

우울증은 심혈관 질환(20%–30%), 암(40%–50%), 당뇨(8%–27%),

장애나 식욕 부진,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와 같은 증상을 동반한다.

갑상선 저하증과 같은 만성질환과 흔하게 동반된다. 감정 조절이 어

평생 동안 한 번의 우울감을 경험하는 비율이 약 15%로, 2018년 국

렵고 우울 증상 경험이 지속될수록 바이오 행동 모델에 따라 신경

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 남자의 2.5%, 여자 6.1%가

내분비 및 염증 물질(C-반응 단백, 인터루킨-1, 인터루킨-6 등)이 증

우울증을 진단받았는데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20대(남자 2.8%, 여

가하고,5) 과도한 교감신경자극에 따라 심박수 변동, 심실 불안정, 심

자 9.0%)에서 높다. 그러나 유병률 추이는 60세 이상에서 다시 증가

근 경색 및 혈소판 기능이상이 생긴다. 또한 시상하부-뇌하수체-부

1)

하므로 향후 노인 수의 증가와 더불어 질병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신 축의 과다 활동은 부신피질자극호르몬, 엔도르핀 분비를 증가시

생각된다. 지역 사회 유병률에 비해 일차의료에서 선별 도구를 바탕

켜 혈압이 상승하고, 고콜레스테롤혈증 및 고중성지방혈증이 나타

으로 한 우울증 유병률은 8.8%–14.3%로 높게 보고되고 있다.

일

나며, 혈관내피세포를 자극하여 동맥경화를 가속화시킨다.6) 우울감

차의료에서의 우울증은 진단 도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유병률이

은 심근경색증의 발생위험을 1.60배(95% 신뢰구간 1.34–1.92), 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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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질환 1.48배(1.29–1.69), 뇌졸중 1.43배(1.17–1.75) 증가시키는 등,

우울증 선별 도구로 미국질병예방위원회(US Preventive Service

총 심혈관질환 위험을 1.63배(1.26–2.12)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Task Force, USPSTF)는 다음 두 가지 질문을 제안하였다(Patient

또한, 우울증으로 인해 흡연, 음주, 신체활동저하와 같은 건

Health Questionnaire-2). 첫째, “지난 2주간 기운이 없고 우울하거나

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을 갖기 쉽고, 복용하는 약물의 순응도가 낮

희망이 없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둘째, “매사에 흥미와 재미

7-9)

있다.

10)

아지는 것도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글루코코르티코이드, 항생제,

가 없어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로, 이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면,

진통제, 항고혈압약제, 항부정맥제 등과 같은 약물에 의한 감정 변

우울증에 대한 진단을 고려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민감도 96%, 특이

화나 하루 주기 리듬(circadian rhythm)의 장애와 세로토닌 저하 등

도 57%).15,16)

이 우울증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가능한 병태 생리를 파악함으

우울증 선별도구로서 PHQ-9 (Patients Health Questionnaire-9), BDI

로써 치료적 접근을 쉽게 할 수는 있겠지만 특정 상황에서 개별 요

(Beck ’s Depression Inventory), ZSRDS (Zung’s self-Rating Depression

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Scale)와 같은 자가보고척도는 환자가 직접 작성하며, 5–10 분 정도
소요된다. 해밀톤 우울 검사(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HAM-D)는 의료진이 환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측정한다. 선별 검사

본론

에서 의심되는 경우 진단적 면담을 실시해야 한다.
1. 일차의료 우울증의 임상적 특징

우울감은 발현 시기, 외부 유발요인 등에 따라 개인차가 많다. 일

3. 우울증의 진단

차의료에서 우울증 환자의 50% 정도가 정신적 증상보다는 피로감,

자세한 병력 청취로 증상의 시작 시기, 유발요인 유무, 증상의 심

소화불량, 두통, 현기증과 같은 신체적 증상을 주로 호소한다. 환자

각도와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 경과와 치료 과정 등을 평가한다.

자신도 우울감으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겉으로는 우울해 보이지

기질적인 원인에 의한 우울 증상을 배제하기 위하여 혈액 검사(일반

않는 특징이 있다.11) 오히려 불안하거나 아무런 기분을 느끼지 못하

혈액검사, 일반화학검사, 갑상선기능검사)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신

기도 하며, 집중력이 감소하고 수면, 식욕, 성욕이 감소하나 일반적

체 증상을 감별하기 위해 추가적 검사들을 고려할 수 있다.

인 경우와 달리 수면 과다나 식욕의 증가를 호소하는 환자도 있

주요 우울장애의 진단은 다음 9가지 증상 중 5가지 이상이 최소

다. 이러한 신체증상을 호소할 경우, 알려진 유병률보다 우울증이

2주간 지속되며, 이전에 비해 기능이 저하된 소견이 있을 때 가능하

2배 이상 높게 진단되므로 다양한 신체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다. 우울증 진단에 가장 중요한 증상인 우울한 기분 또는 흥미나 재

는 우울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일차의료에서는 가족, 직장 및

미의 상실 중 한 가지는 동반되어야 한다(Diagnostic and Statistical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우려되어 치료받는 것을 꺼려하거나, 약물

Manual of Mental Disorder, DSM-5):17) 1) 거의 하루 종일 지속되는 우

처방을 시작하여도 순응도가 낮아 입원율이 증가하는 등의 치료적

울한 기분; 2) 거의 모든 활동에서 흥미와 쾌감의 감소; 3) 현저한 체

12)

13)

장애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중 감소 또는 증가, 식욕의 감소 또는 증가; 4) 거의 매일 나타나는
불면 또는 수면 과다; 5) 거의 매일 나타나는 정신 운동성 초조 또는

2. 우울증 선별 검사

지체; 6) 거의 매일 나타나는 피로 또는 에너지 상실; 7) 거의 매일

일차의료에 방문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우울증에 대한 선별검

나타나는 무가치감 또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 8) 거의 매일

사가 고려되어야 하나, 실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우울증에 대한

나타나는 사고력 또는 집중력의 감소 또는 우유부단; 9) 반복적인

선별검사가 어려운 경우라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고려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사고 또는 자

할 수 있다(Table 1).

살 시도나 자살 수행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다. 이때 증상이 사회적,

14)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
Table 1. High-risk factors requiring screening for depression

나 손상을 초래하는지 평가해야 하며,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

Past history of depression or family history, anxiety, attempted suicide

물(항부정맥제, 베타차단제, 항경련제 등)의 복용 여부도 평가해야

Chronic disease (diabetes mellitus, cancer, Parkinson’s disease, coronary
vascular disease, stroke, AIDS), chronic pain

한다.

Female, lack of social support, divorce, sexual or physical abuse, alcoholism,
drug abuse
Multiple physical symptoms, the number of medical examination is high, but
the results of diagnostic test is 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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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울증의 치료

약물을 병용투여하기도 하는데, 이때 부작용이 증가하지 않는지 주

1) 치료 원칙

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우울증 치료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자살에 대한 위험을 평가

(1) 항우울제의 선택

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이다. 온화하고 공감하는 질문과 접근이 필

항우울제의 선택은 환자의 항우울제 치료 경험, 동반질환, 병용

수적이며, 자살에 대하여 질문한다고 하여 환자에게 자살에 대한

약물, 항우울제의 부작용, 의사의 항우울제 경험, 환자의 약물 순응

생각을 심어주지는 않는다. 자살에 대해 언급하려는 것을 차단한다

력, 항우울제 효과에 대한 가족력, 환자의 항우울제 선호도, 항우울

든지 또는 자살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 더욱 위

제의 비용이나 보험적용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된다. 항우울제는 삼환

험하다. 자살의 고위험군으로는 자살시도 과거력, 반복적 우울증 또

계 항우울제(tricyclic antidepressants, TCAs),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는 조울증, 알코올 의존, 신체적 질병, 최근 큰 상실이나 이혼, 실직

억제제(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SSRI), 세로토닌-노르에

18)

또는 은퇴, 독신자, 고령 등이 있다.

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serotonin and norepinephrine reuptake inhi

우울증 치료 단계는 급성기(첫 3개월), 지속기(4–12개월), 유지기(1

bitors, SNRI),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재흡수 억제제(norepinephrine-

년 이상)로 분류하며, 급성기 치료의 목적은 우울 증상에 대한 완화

dopamine reuptake inhibitors, NDRI) 및 기타 계열의 항우울제로 분

및 직업이나 정신사회적 기능의 회복으로 약물치료 이외에도 정신

류된다. 일반적으로 항우울제 계열 간이나 계열 내에서 효과의 차

치료, 환자와 가족 교육과 지지 및 격려, 상담, 자기 관리 요법 등의

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부작용에 있어서는 계열에

비약물적 치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지속기 치료의 목적은 우울

따른 차이가 뚜렷하다.

증상을 완화시키고 재발을 억제하는 것이다. 일단 우울 증상이 완

SSRI는 경증 또는 중증 우울증에서 1차 선택약제로 권장되고 있

화되더라도 항우울제 치료는 최소한 6–9개월 지속한다. 재발이 잦

다. 부작용으로는 오심, 구토, 설사와 같은 위장증상과 식욕 감퇴,

은 경우, 자살 시도 등과 같이 증상이 심한 경우는 장기간의 지속

불면, 성기능 장애(남성의 사정장애, 발기부전, 여성의 성욕감퇴, 성

치료가 고려되어야 한다. 유지기 치료의 목적은 우울증이 새롭게

흥분장애)가 있다. Fluoxetine 은 다른 SSRI와 비교하여 식욕감퇴로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치료 기간은 증상 및 삽화 수에 따

인한 체중감소로 비만이나 대사증후군이 함께 있을 때 고려된다.

라 다를 수 있으며, 약물치료나 정신사회적 치료의 단독 치료 혹은

Paroxetine과 Fluvoxamine 은 불안증상을 가진 환자에서 선호되고,

이 둘의 병합 치료를 시행한다. 약물치료 용량은 급성기 용량을 그

Escitalopram은 5-HT (5-hydroxytryptamine) 선택성이 높아 약물상호

대로 유지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급성기 용량보다 감량하여 유

작용이 적고 약물순응도가 우수하다. ‘Korean Medication Algorithm

지한다. 지속 치료 종료 후 항우울제를 중단하였다가 재발한 환자

Project for Depressive Disorder’에서 경도 및 중등도의 우울증에는

에게는 보다 긴 기간(1–3년)의 유지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발의

Escitalopram을 최우선 약제로 추천하였으며, 계절성 경향이 있거나

고위험군(5년 이내 2회 삽화, 약물 남용, 불안증 병력 동반, 직계가

혼합 삽화 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Sertraline 을 추천하였다. 20)

족의 주요우울장애 가족력 등)에서는 5년 이상 또는 평생 동안 유지

Sertraline은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안전한 약물로 추천되

치료를 하기도 한다. 6주 이상 항우울제를 사용한 환자에서 약제

며, 약물상호작용이 적어 동반 질환이 있거나 노인에게 처방하기에

중단을 고려하고자 하면 서서히 감량하면서 중단해야 한다. 갑자기

적합하다.

19)

약을 중단하게 되면 현기증, 오심, 허약감, 불안, 불면 증상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SNRI는 5-HT와 Norepinephrine의 재흡수에 대한 선택성에 차이
가 있다. Venlafaxine은 전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항우울제
의 하나이지만, 용량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부정맥이나 고혈압을

2) 약물 치료

악화시킬 수 있고, 오심, 구토 등의 부작용이 생겨 투약을 중단해야

항우울제 투약의 경우, 처음 항우울 효과는 2–3주 지나서 나타나

할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1차약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

최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8–12주 소요된다. 따라서, 이 기간까지는

하다. Duloxetine은 Venlafaxine에 비해 혈압상승은 적으나 복용 후

환자가 꾸준히 약물을 복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4–6주에 기대한

오심과 어지러움이 흔하다. 약물 순응도면에서는 Milnacipran이 우

약물치료 반응이 없다면 혹시 약물 부작용으로 환자가 약물을 복

수하다.

용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초기에는 중증도에 따라 1–2주

NDRI 항우울 효과는 SSRI, TCA와 유사하나 SSRI의 부작용인 오

간격으로 진료하면서 부작용이나 자살 의도 등에 대한 면밀한 관찰

심, 진정, 성기능장애가 적은 장점이 있다. 항우울제 병용요법 및 금

이 필요하다. 약제 반응이 없다면 다른 약으로 변경하거나 2–3가지

연 치료에 많이 사용된다. 경련유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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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력이 있거나 경련유발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주의하여야 한다.

3) 비약물치료

TCA는 과거에 많이 사용했던 약제이나 입마름, 변비 등 항콜린

우울증에 대해 상담 및 심리치료와 같은 비약물치료를 고려할 수

성 부작용과 기립성 저혈압, 부정맥 유발 가능성, 진정작용 및 체중

있다. 일반적으로 경도와 중등도의 우울증에서는 약물 치료와 정신

증가와 같은 항히스타민성 부작용 외에도 섬망, 간대성근경련의 신

치료의 단독 치료가 병합 치료와 동등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경학적 부작용을 주의해야 한다. 심혈관질환, 녹내장, 전립선비대증,

증상이 심하거나 재발한 우울증은 병합치료가 더 우월하다. 또한

인지기능장애, 경련성질환, 섬망 등에서는 금기이다.

우울증 치료는 환자와 대화, 상담, 지지를 통한 관계 형성이 매우 중

Mirtazapine은 노르아드레날린 선택적 세로토닌 항우울제(NaSSA,

요하다.

noradrenergic and specific serotonergic antidepressant)로서 위장관계 부

일차의료에서 우울증 환자와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상담하기

작용과 성기능 장애는 적으나 진정 작용이 크고 식욕 개선효과가

위한 방법으로 BATHE 기법이 있다.21) BATHE는 영어단어 머리글자

있어 체중이 증가할 경우가 있다. Trazodone은 세로토닌 길항제 재

의 조합으로 순서대로 활용하면 된다. B는 background (배경)에 대한

흡수 억제제(SARI, serotonin antagonist reuptake inhibitors)로서 항우

것으로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A는 affect (감정)에 대한 것

울 효과는 SSRI와 유사하나 성기능 장애가 적다. 현재는 불면증 치

으로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T는 trouble (문제)에 대한

료제로 주로 사용되는데, 체중증가, 진정작용, 기립성 저혈압, 부정

것으로 ‘그 상황의 어떤 점이 당신을 힘들게 합니까?’, H는 handle

맥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Tianeptine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

(대응)에 대한 것으로 ‘당신은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수 촉진제(SSRE,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enhancer)로 SSRI나 TCA

E는 empathy (공감)에 대한 것으로 ‘그것은 당신에게 아주 힘들었겠

보다 부작용이 적은 편이나 드물지만 오심, 구갈, 불면 같은 증상이

군요’이다.

있다.

광치료는 계절성 우울증, 경증이나 중등도의 우울증에 적용해 볼

우울증에서 불안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33%–85%로 조사된 바

수 있으며, 10,000 lux의 빛을 매일 아침 30분씩 6주간 노출됨으로써

있다. 실제 우울증환자의 30%–60%에서 항우울제와 벤조디아제핀

하루 주기 리듬과 세로토닌 분비에 작용하여 인지행동치료만큼의

과 같은 항불안제를 병합하여 투여하고 있는데, 이는 불안, 초조,

치료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22) 그 외, 독서, 운동, 취미활동, 요

불면과 같은 증상을 신속하게 개선시키고 항우울제가 효과를 발현

가, 명상, 이완 요법 등의 자기 관리 요법도 도움이 된다. 임산부나

하기 전까지 같이 처방하여 항우울제 단독요법보다 초기 1–4주에

수유중인 우울증 환자, 약물치료에 순응이 낮거나 다른 약물과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함이다. 우울증에서 동반되는 수면장애에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하는 환자 및 노인환자에게 상담 및 심리치료

효과가 있으나 의존 위험이 있기 때문에 4주 이내로 사용할 것을 권

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하고 있다.
(2)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우울증

4) 치료 효과에 대한 평가

초기 치료에 전혀 반응이 없을 경우 진단의 재검토 및 치료의 적

우울증 치료에 대한 평가는 무반응(증상 감소가 25% 이하), 부분

절성을 우선 평가하고, 항우울제의 교체나 병합을 고려할 수 있다.

적 반응(증상 감소가 26%–49%), 반응(증상 감소가 50% 이상), 부분

그 외에도 리튬, 항경련제, 부스피론, 정신자극제(psychostimulant)의

적 완화(잔여 증상이 있는 반응), 완화(증상의 소실)로 분류한다.19)

추가를 고려해본다.20) 약물의 교체 시 다약제 복용을 최소화하여

치료방법을 결정하고 추적 관리를 하는데 PHQ-9 (Patient Health

부작용을 줄이고, 내약성을 높여 복약 순응도를 향상시킨다는 장점

Questionnaire-9, Korean version) (Table 2)을 활용하면 매우 효과적이

이 있으나, 2차 항우울제가 치료 반응을 보일 때까지 추가 시간이

다. 점수가 5–9점으로 경한 우울 증상의 경우 환자지지와 신체활동

필요하다는 제한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지만 치료에 부분적인

강화 등 자가치료 방법을, 10–14점 경한 주요우울장애 및 15점 이상

반응만 있을 경우에는 항우울제 교체보다는 항우울제 병합 치료나

의 중한 주요우울장애의 경우 약물치료 단독 또는 심리치료와 병행

기타 약물 추가를 고려한다. 병합 치료의 장점은 부분 반응을 보인

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추적 진료에서 5점 이상 감소하면 최소한 임

항우울제의 중단으로 인한 치료효과의 소실이나 증상 악화의 위험

상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판정할 수 있다.23)

이 없다는 것이며, 단점으로는 부작용과 약물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5) 우울증환자 의뢰

일차의료에서 우울증 환자 진료 시 정신건강의학과에 의뢰가 필
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자살이나 타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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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Over the last 2 weeks, how often have you been bothered by any of the following problems?

Not at all

Several
days

More than Nearly every
half the days
day

1. Little interest or pleasure in doing things

0

1

2

3

2. Feeling down, depressed, or hopeless

0

1

2

3

3. Trouble falling or staying asleep, or sleeping too much

0

1

2

3

4. Feeling tired or having little energy

0

1

2

3

5. Poor appetite or overeating

0

1

2

3

6. Feeling bad about yourself — or that you are a failure or have let yourself or your family down

0

1

2

3

7. Trouble concentrating on things, such as reading the newspaper or watching television

0

1

2

3

8. M
 oving or speaking so slowly that other people could have noticed? Or the opposite — being so
fidgety or restless that you have been moving around a lot more than usual

0

1

2

3

9. Thoughts that you would be better off dead or of hurting yourself in some way

0

1

2

3

0–4: Normal, 5–9: Mild, 10–14: Moderate, 15–19: Moderately severe, ≥20: Severe depression.
Reference: https://www.phqscreeners.com/images/sites/g/files/g10060481/f/201412/PHQ-9_English.pdf.

의 위험성), 정신증이 동반된 경우, 급격한 증상 악화를 보이는 경

DSM-5에 의해 진단되어야 한다. 우울증의 치료 목적은 자살의 위험

우,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돌봐줄

성을 평가하고 예방하며 우울 증상을 완화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하

가족이 없는 경우, 항우울제 합병증으로 심각한 신체 질환이 있는

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약물치료, 심리치료, 상담 치료가 요구된

경우, 항우울제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이다.

다. 항우울제는 동반 질환, 부작용, 환자 선호도를 고려하여 선택한
다. 항우울제는 충분한 시간 동안 투여한 후 점차 줄이고 중단해야

6) 예방 및 생활 가이드

한다. 우울증 치료를 위한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일

우울증을 예방하며 건강한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칙적

차진료의는 일차의료에서의 우울증의 특징과 임상 양상을 알고 선

인 신체운동, 햇볕 쬐기, 규칙적이고 균형 있는 식사, 절주, 금연, 커

별검사, 확진, 치료 및 상담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지속적이고 효율

피 섭취 제한, 공연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기, 자신만의 취미를 갖

적인 중재를 위해서는 환자, 보호자 및 간병인, 정신과 의사 및 간호

는 생활 실천이 도움이 된다.

사와 협업이 필요하다.

결론

중심단어: 우울증; 일차의료; 진단; 항우울제

일차의료에서 우울증은 매우 흔한 건강문제로 일차진료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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