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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ressive illness is a major public health problem with important medical, social and economic implications. The efficacy of
various antidepressants in treating depression has been demonstrated in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s). However, these
studies do not adequately address the complexities of clinical practice. Although most of RCTs assumed there was no difference
in efficacy between the tricyclic antidepressants (TCAs) and serotonin specific reuptake inhibitors (SSRIs), naturalistic studies
show that patients who take TCAs often receive subtherapeutic doses for inadequate duration than those with SSRIs. Because the
benefits of the implementation of current guidelines are limited, the optimal choice of medication must be guided by detailed
history and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real-world efficacy of antidepressants and long-term health care costs.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8;47(1):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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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심혈관 질환 등과 같은 주요 질환과 대등한 것으로 여겨진
다.3) 우울증과 관련된 손실은 다른 만성 질환과는 달리 상

우울증은 최근 심각한 공공 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당 부분이 직장에서의 결근, 업무 효율 저하 등 간접 비용

매우 흔한 질환으로서, 환자 개인의 삶의 질을 현저하게 저

에 해당된다.3) 또한 우울증은 반복되는 재발 삽화가 특징

하시킨다. 현재 우울증 치료의 선택제제로 처방되고 있는 세

이며, 이러한 만성화가 장기적으로 사회 경제적인 부담을

로토닌 선택적 재흡수 억제제(serotonin specific reuptake

크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4) 따라서 우울증에 대한 적

inhibitors, SSRIs)의 사용도 급격이 증가되고 있어 이에

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1)

대한 경제적 부담도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우울증은 적절하게 치료가 진행된다면, 일차 진료에서 90%

우울증은 치료 비용뿐만 아니라 가족의 부담, 직장에서의

이상 효과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5) 하지만, 심각한 개인적,

손실 등을 야기시켜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큰 문

사회경제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울증 환자가 적

2)

2)

Greenberg 등 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1990년

절한 치료를 받는 비율은 적은 편이다. 주요우울장애의 유

우울증과 관련된 총 비용은 437억 달러로 추정되었으며, 이

병률은 5%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며 전체적으로 일차 진료

중 238억 달러(58%)가 생산성 손실로 인한 손실로 파악되

의 방문 환자의 13%,6)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의 20%

었다. 현재의 우울증에 의한 사회경제적 부담은 암, AIDS,

에서 우울증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7) Lepine 등8)에

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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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단지 1/3의 우울증 환자가 치료를 받고자 한다고
하며, 이 중 일부 환자만이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
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울증의 과소치료(undertreatment)의 요인으로는 우울증에 대한 인식 부족, 부정확한
진단, 부적절한 항우울제 처방 및 제한된 보험 적용 등이 있
다.9) 일반적으로 우울증 환자는 우울 증상보다는 소화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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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피로, 두통 등 다른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경향이 있으

Table 1. Factors in antidepressant selection*

며, 일부 환자는 정신장애라는 진단에 대한 거부감 또는 스

Psychiatric history

스로 다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치료 받는 것을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과소 치료의 요인이다.9)
우울증 치료가 부적합하게 되는 요인 중 항우울제에 대한
순응도 결여가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Pampallona
등10)은 문헌 고찰 연구를 통해 우울증 환자의 약 1/3이 처
방된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항우

Symptom profile
Severity
Suicidal ideas or attempts
Psychiatric comorbidity
Medication history
Helpful & problematic medications (patient & close
relatives)
Reason for stopping medications
Treatment setting (hospital or outpatient)

울제에 대한 약물순응도가 우울증 치료의 주요 문제점이라

Depression subtype

주장한 바 있다. 또한 Demyttenaere 등11)은 272명의 주

Medical history

요우울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의 추적 관찰을 통해
항우울제에 대한 약물순응도를 조사한 결과 4주간 약물을
유지할 확률은 0.88, 8주 후 0.77이었으며, 6개월 후 53%
의 환자가 약물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치료 중단의 가장 큰 이유는 기분 호전과 약물 부작용이었
다. 또한 약물 의존 혹은 약물 효과 저하에 대한 환자의 걱
정도 약물 조기 중단의 주요 이유였다. 이외에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낙인 또한 항우울제 투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12)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울증 치료 시 약물순응도를 증진

시키기 위해서는 환자와의 의사소통, 교육, 계획적인 약물
용량 조절 및 방문 날짜 조정이 필수적이다.13)

Medications & chronic illnesses
Screening labs：metabolic, cbc, thyroid
Personal preference
Medication +/- psychotherapy
Side effects desired or to be avoided
Family history
Diagnosis & best treatment responses of blood relatives
Drug factors
Effectiveness for comorbid symtpoms/illnesses
Tolerability
Interactions
Medical contraindications
Cost
*：Adopted from study of Zetin et al., 200616)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과거의 약물에 대

올바른 항우울제 선택

한 경험, 문헌 고찰, 제약회사 영업, 그리고 동료들에 의한
영향 등이다. 약물의 선택은 대개 출판된 연구 자료를 면밀

1950년대 삼환계 항우울제(tricyclic antidepressant,
TCA)인 imipramine이 사용된 이후 현재까지 SSRI 계열

히 검토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잘
알려진 약물들이 선택되는 경향이 있다.16)

인 fluoxetine, sertraline, paroxetine, 그리고 citalopram

항우울제 임상 시험에서는 약 80%에 육박하는 치료 효

과 새로운 계열인 bupropion, venlafaxine, mirtazapine 등

과를 나타낸다.9) 하지만 항우울제 투여의 적정 용량과 치

다수의 항우울제가 소개되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항우울

료 기간을 고려할 때 항우울제 투여 환자의 25%만이 효

제를 이용한 우울증 치료 효과는 다수의 임상 연구에서 입

과적인 항우울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8) 이

증되었다.14) 효과적인 항우울제 치료를 위해서는 효과가 입

는 임상 시험에서 나타나는 치료 효과만큼 실제 환자 진료

증된 용량을 투여하여야 하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

에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항

울증 회복 후에도 4~6개월 가량 치료를 계속 하는 것이 추

우울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 대한 이

15)

천된다.

즉 항우울제를 적절한 용량으로 적절한 기간 동

해가 필요하다.

안 투여하면, 우울증 환자의 급성기 증상 횟수와 정도를 경
감시키며, 삶의 질과 기능을 호전시키며, 악화나 재발의 위
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상 연구 자료의 제한점
다수의 임상 실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양한 항우

올바른 항우울제 선택에서 고려할 요인은 항우울제의 효

울제가 개발되고 처방되어 왔지만 항우울제 계열 간 혹은

과 및 안정성, 순응도, 경제성 이외에 다양한 임상적 특성이

같은 계열의 다른 항우울제 간에 항우울 효과의 차이점은

포함되어야 한다(표 1). 우울증 환자의 대부분은 항우울제 처

없다는 것이다.14,17) 여러 연구 결과 중 가장 신빙성 있는

방을 받게 되는데, 실제적인 항우울제의 효과는 통제된 임

자료는 미국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

상 시험에서 증명되어야 하며 임상 실제에서 그 효과가 평

tion, FDA)의 신약 승인을 얻기 위한 위약 대조군 이중 맹

가되어야 한다. 임상의의 약에 대한 믿음과 선택은 다양한

검 통제 3상 연구(Placebo-controlled randomized d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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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blind multicenter phase III investigation) 자료이
다. 이외에 무작위 통제 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 연구 결과가 신빙성 있는 자료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러한 3상 연구 및 RCT 연구에서 입증된 약물의 효과는
복합적인 임상 진료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것
이 문제이다.18) 임상 시험과 임상 진료의 환경은 매우 차
이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 임상 치료 상황에서 필요한 자료
는 실제 상황에서의 약물 효과이다. 임상 시험은 통제되고
적정 환경에서 매우 선택적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명확
한 연구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시행되지만, 실제 치료 상황
은 환자의 선택이나 무작위 배정이 없으며, 처방 환경과 환
자 모두 매우 다양하다.19) RCT 연구의 결과는 항우울제 선
택에 중요한 요인이지만, 표준화된 적정 환경에서의 치료

B.J. Ham and C.H. Han

항우울제 치료 효과 정의：관해(remission)의 중요성
RCT 연구에서 항우울제 효과는 50%의 증상 완화를 기
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이다. 대부분의 연구 결과 모든 항
우울제는 치료 6~8주에 50~65%의 반응률을 나타낸다. 하
지만 불행히도 항우울제 반응을 나타낸 환자들의 경우에도
잔존 증상과 기능 장애 증상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Thase
등24)은 17항목 해밀턴 우울척도(Hamilton Rating Scale
for Depression, HAM-D) 점수 7점 이하로 정의되는 증
상 관해(remission)을 강조하였으며, 이들의 임상 연구 자
료 분석 보고에 의하면 velafaxine, SSRIs, 위약의 8주간
의 관해율은 각각 45%, 35%, 25%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
제 임상 진료에서의 항우울제의 효과는 장기간의 관해를 기
준으로 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효과를 알려주는 것뿐이다. 일반 정신과 진료에서 우울증으
로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3상 연구의 연구기준을 적용하
게 되면 약 86%의 환자가 포함기준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보고도 있었다.20) 결국 이러한 임상 시험 연구
결과는 임상 진료에 있어서 유용성이 제한된다. 따라서 임
상 실제에 유용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디자인의
연구가 필요하다.

공존 질환(Comorbidity), 공존효과(co-effectiveness)
항우울제 효과에 대한 통계적인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문가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가
이드라인에는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가이드라인,21) Texas Implementation of
Medical Algorithms,22) 그리고 The Expert Consensus
Guidelines series23)가 대표적이다. APA 가이드라인은 모
든 항우울제의 효과가 같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물의 선택은 부작용, 안정성, 비용에 의거해서 이루어진
다. 하지만,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임상 실제의 현실적인 면
을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예를 들면, 우울증의 공존
질환(comorbidity)과 이에 대한 항우울제의 공존효과(coeffectiveness)는 현재의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잘 다루어
지지 않고 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에는 TCA가 효
과적이며, 월경전 불쾌기분장애에는 SSRIs, 주의력결핍 과
다행동장애 증상에는 bupropion이 효과적이며, 실제 우울
증 환자들은 다양한 공존질환을 가진다.16) 이렇듯 다양한
항우울제가 다양한 질환에 선택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사
실로 볼 때 단순히 다양한 항우울제가 우울증에 대해 같은 효
과를 낸다는 가정하에 처방 지침을 따르게 하는 것은 유용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임상의는 우울증 이외의 공존 질환을 면밀히
평가해야 하며, 이에 타당한 항우울제를 선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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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A vs. SSRI 혹은 새로운 항우울제
TCA 제재는 많은 통제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되었지만,
실제 항우울제 사용에 대한 다수의 역학 연구에서 TCA를
처방 받은 우울증 환자의 경우 치료 권장 용량보다 더 적
은 용량으로 치료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25,26)
TCA를 저용량으로 투여하는 요인으로는 부작용, 독성 측
면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이며, 약물 용량 조절
에서의 복잡성이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SSRI
의 경우 대부분의 임상 진료에서 효과적인 용량으로 처방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는 보다 개선된 부작
용과 안정성 및 용법이 보다 단순하기 때문일 것이다.27)
임상 진료에서 적정 치료 용량에 미치지 못하는 용량으로
항우울제를 투여하거나 충분한 기간 동안 지속하지 않게 되
는 것이 우울 증상 호전 기회를 잃게 되거나, 증상의 악화
나 재발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14) 우울증은 반
복적이며 만성적인 질환이다. 우울증 첫 삽화 이후 50%의
환자가 재발 삽화를 경험하게 되며, 10~20% 이상의 만성
화 단계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28) 항우울제의 초기 투여
기간은 재발이나 악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29) 즉 다
수의 연구에서 충분한 치료 기간이 증상 완화,30) 기능 회
복,31) 재발 방지32)에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임상 실
제에서 약물 투여 기간 또한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27) 스코틀랜드에서 시행된 한 연구에 의하면, 40만 명
이상의 항우울제 처방 환자 중 단 32%만이 90일 이상의 기
간 동안 항우울제를 처방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다.33) 치료
기간 역시 SSRI 투여 환자보다 TCA 투여 환자의 경우 조
기 중단율이 높았다.
따라서 항우울제의 부적당한 용량 및 조기 중단은 곧 우
울증의 악화 혹은 재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임상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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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SSRI가 우울증 치료의 일차 선택제제로 선택되는 이

능한 기존 약물보다 약가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

유 중의 하나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항우울제 계열 간 효과

우 1995년 35억 달러 가량의 전체 항우울제 시장에서 새

의 차이점은 없다는 관점에도 불구하고 이중 기전(dual-

로운 항우울제가 85%에 달하였으며, 이후 연간 25%씩 성

mechanism)을 가진 TCAs와 velafaxine 등의 serotonin-

장하고 있다.1) 따라서 SSRI가 과연 TCA보다 더 유용한 약

norepinephrine reuptake inhibitor(SNRI)가 단일 기전

물이냐는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SSRI와 TCA가 대략 유

SSRI보다 중증의 우울증에 더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다.34,35)

사한 효능과 부작용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하에 상용

따라서 약물 간의 효능 차이에 대한 연구도 향후 지속되어야

적으로 SSRI를 투여하는 것은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주장

할 것이다.

이 있었다.42) 하지만 이후 다수의 연구에서 SSRI가 더 경
제적으로 효율적이라 주장되었다.43-45) 예를 들어 Simon

충분한 용량과 충분한 치료 기간
충분한 용량과 기간이 모든 항우울제 치료에 필수적인 요
소이다. Leon 등36)은 285명의 주요우울장애 환자를 대상
으로 20년간의 추적 연구를 통해 증상이 심한 환자의 경우
보다 높은 용량의 항우울제를 처방 받았으며, 이들이 재발
삽화에서 회복되는 경우가 증상이 경한 환자들보다 더 높
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낮은 용량으로 치료 받은 환자
들은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와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임상의가 우울증을 치료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항
우울제를 처방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등46)은 fluoxetine의 높은 가격은 TCA에 비해 적은 입원
비용으로 상쇄된다고 보고하였으며, Hosak 등47)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최근 보고된 RCT의 결과에서도 SSRI
를 초기에 선택할 경우가 TCA보다 비용면에서 더 효율적
임이 보고되었다.48) 새로운 항우울제 간에도 어떠한 약물이
더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최근 보고
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velafaxine이 SSRIs보다 더
우월하다는 보고,49,50) escitalopram이 다른 SSRIs나 velafaxine보다 더 경제적으로 이득을 가진다는 보고51-53) 등
이 있었다. 이러한 약물 경제학적 연구도 추후 보다 광범
위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조기 개입과 장기 유지치료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에서는 4~6주간의 항우울제 투여에
도 불구하고 반응이 부족할 경우 약물 용량을 증량하거나, 다
른 약물로 교체 혹은 타 약물의 병합 요법을 추천한다.21,22)
항우울제 치료 6주 후에 반응이 없는 환자도 12주간 지속
할 경우 31~41%의 환자는 관해를 보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37) 치료 2~4주 동안의 증상 호전이 이후의 반응을
80~90% 정도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 임상적으로 더 유용
한 것으로 판단된다.38) 따라서 임상의는 환자의 우울 증상
에 대해 매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초기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부작용이 문제가 된다면 치료 전략을 수정할 수 있
어야 한다.39) 또한 우울증 환자들도 6개월이 아닌 2년 이상
의 치료를 받게 된다면 보다 장기적인 관해 상태와 호전된
기분 및 신체 기능의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한 연구40)에
의하면 2년 이상 항우울제를 유지하였을 때 환자의 증상
과 기능 모두 호전되었으며, 74%의 환자가 관해 상태를
나타내었다.

우울증과 관련된 삶의 질과 기능의 손상, 그리고 비약물
적 치료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새로운 항우울제와 관련
되어 발생되는 긍정적 개선 효과는 그것의 높은 비용을 충
분히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54) 또한 우울증 치료가 증
가됨에 따라 적어도 두 가지 방향으로 전반적인 건강 유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우울증은 다양한 공존질환이 병행하
며, 항우울제의 공존질환에 대한 효과로 전체적인 치료 비
용이 절감될 수 있다. 또한 우울증은 많은 신체증상을 호소
하게 되는데, 우울 증상의 호전은 신체 증상을 감소시켜 이
에 대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55) 하지만, 약물
자체의 비용도 다수의 환자에게 중요한 문제이며, 항우울제
의 경제적 가치 또한 건강 유지 비용의 증가와 제한된 예
산에 대한 증가를 고려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다.9) 미국의 경우 1990년 전체적인 항우울제 자체 비용은
연간 50억 달러에 달하였다. 하지만, 이는 단지 전체 우울
증 치료 경비의 11%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항우울제 처방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장기적인 항우울제 처방에 대해 보
험 기관이 요양인정을 제한하거나, 투약 리스트를 작성해서

약물 투여의 경제성
우울증 치료 비용은 최근 급속히 증가되고 있다. 캐나다
의 경우 1981년과 2000년 사이에 모든 항우울제의 처방
이 32억 달러에서 145억 달러로 353%나 증가하였다.41)

항우울제 처방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 항우울제 처방 비용

이는 새로운 항우울제가 제네릭(generic) 약품이 이용 가

과 관련된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항우울제 비용 자체만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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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장기적
으로 입원 등의 비용과 진료 횟수를 증가시켜 결국 우울증
치료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16) 따라서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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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려는 접근은 합당한 것이 아니며, 우울증의 다양한 측면
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결

16)

론

17)

대부분의 항우울제는 4~8주간의 투여에 의해 우울증상을
호전시킨다. 항우울제 선택에는 약물의 효과, 안정성, 부작
용, 실제 효능(real-world efficacy), 그리고 경제적 측면
과 함께 개개인의 증상 및 면밀한 병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18)
19)

20)

실제 항우울제 처방에 충분한 용량과 충분한 기간이라는 원
칙을 지키며, 환자의 순응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21)

까지는 약물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실제적인 도구가 거
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항우울제의 선택은 결국 임상의
56)

개인적인 선호도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22)

따라서

임상의는 세심한 진단, 병력 청취와 함께 다양한 요인을 고
려하여 합리적인 약물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23)

것이다.
중심 단어：우울증·항우울제·최적 치료.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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