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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울증이란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정신질환으로, 어느 연령에서나

발병할 수 있다. 우울증은 높은 질병부담을 나타내지만 적절한 치료법을 통해

꾸준히 관리하여 증상을 완화할 수 있으며, 항우울제 복용은 우울증을 조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 의료기관에 방문한 우울증환자를

대상으로 우울증 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우울증 진료지침 및 관련제도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9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8년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청구자료를 이용하여, 전국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주상병에서 우울증(ICD-10:

F32, F33)으로 진단되고 최소 1번 이상 경구용 항우울제를 처방받은 환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항우울제의 보험코드를 통해 처방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성별, 연령, 진단명 등 환자정보와 성분명, 처방기간, 처방용량 등의

약물처방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 약물처방데이터를 이용한 후향적 약물사용평가 연구로써, 의료

기관을 내원한 전체 우울증환자에서 우울증의 진단 및 항우울제 처방양상을 인적

특성, 지역적 특성 및 시간적 특성별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우울증환자의 현황과

항우울제 처방의 월별사용 추이를 확인하였다. 단일약물요법에서 의료기관종별, 진

료과별, 기간별, 에피소드별 약물군 선택양상을 비교하였다. 또한 약물사용에 취약

한 미성년군과 노인군의 환자 특성, 지역별 비교, 약물군 및 약물사용 현황, 약효

군당 월별처방 추이, 다빈도 처방약물의 처방용량(mg/day) 등을 파악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245,120명이었으며, 전체 항우울제 처방은 82,557,411건이었다. 각

환자의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처방된 같은 성분의 항우울제 조합을 정리

한 처방건 단위의 데이터베이스는 31,044,760건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지역별 표준

인구를 기준으로 우울증으로 진단받고 항우울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분율을 비교

한 결과 지역간에 분포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타 항우울제인 트라조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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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18.5%로 가장 다빈도로 처방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전체 우울증환자에서

항우울제 처방건의 49.5% (15,370,141건)가 단일요법이었고, 전체 단일요법 처방건

의 73.9%에서 처방기간이 6주 이내로 나타나 진료지침에서 권고하는 치료지속기

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처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미성년우울증환자는 총 197,418명이었으며, 지역간에 분포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선택적세로토닌재흡수억제제인 에시탈로프람과 플루옥세틴이 전체의

28.7%과 26.1%를 차지하여 빈번히 처방되었다. 다빈도 처방약물인 에시탈로프람,

플루옥세틴, 파록세틴, 서트랄린의 처방용량(mg/day) 사분위수가 권고용량 범위

내에 있었으며, 저용량으로 처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트라조돈의 경우 미성

년군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에 관한 연구가 존재하지 않아 권고용량이 제시되지 않

는 것을 확인하였다. 노인우울증환자는 총 482,662명이었으며, 지역간에 분포의 차

이가 있은 것을 확인하였다. 삼환계 항우울제인 아미트립틸린이 전체의 23.0%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처방되었으며, 다빈도 처방약물인 티아넵틴의 처방용량

(mg/day)의 사분위수가 권고용량 범위 외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항우울제 처방양상을 통하여 심층적인 약물사용양상평가 및 미성년, 노인

우울증환자에서 항우울제의 선택과 약물유해반응의 발생, 사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약물역학연구의 수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자료

로 하여, 우울증환자에 대한 진료지침의 개정 및 활용이 필요하며, 건강보험급여기

준의 검토 등 처방의 질 향상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요구된다.

주요어: 우울증, 후향적 약물사용양상평가, 항우울제, 약물역학, 노인, 미성년자

학번: 2016-2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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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02%를 차지

하면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1]. 이렇듯 인구의 노령화와 최근 급속한 사회경제

적 발전으로 각종 스트레스성 질환과 만성퇴행성질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2].

우울증은 스트레스성 질환이자 자살과 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질병으로[3-5],

2015년까지 11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를 기록한 우리나라에서는 심각한

사회적 보건문제가 되고 있는 질병이다[6].

우울증이란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정신질환이다[7, 8].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V (DSM-V)의 진단기준은 우울증의 필수

증상으로 2주 동안 거의 매일 우울감을 느끼거나, 흥미나 기쁨을 느끼지 못함을 1

가지 이상 포함한다. 또한 체중의 증감 및 식욕의 증감, 불면 및 과수면, 정신운동

성 초조 혹은 지체, 피로를 느끼며 에너지의 상실, 무기력함 및 부적절한 죄책감,

사고력과 기억력 또는 집중력의 감소 및 우유부단함,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및 자살사고 혹은 자살기도 및 계획을 세움 등의 7가지 증상 중 4가지 이상을 포

함한다[9]. 우울증은 어느 연령에서나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이다. 우울증의 기본증

상은 무력감이 대표적이지만, 연령과 성에 따라 증상의 차이가 있다. 특히 우리나

라에서는 우울증이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산후우울증,

갱년기우울증 등 특정 시기에 우울증의 발생위험이 높아진다.

우울증은 노년기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정신과적 질병 중 하나로서, 삶의 질

을 심각하게 떨어트리는 요인이다[10-12]. 또한 불안, 정신운동지체, 인지기능 저

하, 신체증상, 동반질환의 악화, 불면증 등이 현저하게 증가된다는 점에서 다른 연

령층의 증상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장년층에서의 우울증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

러 국가에서 장년층의 자살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이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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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증이 사회경제적, 의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임을 입증하고 있다

[13-15].

우울증에 대한 치료법은 정신치료, 전기경련치료, 약물치료 등으로 분류되며, 이

를 통해 효과적으로 증상을 조절하여 삶의 질을 회복시키고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다[16-24]. 항우울제 복용은 우울증을 조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16],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항우울제는 삼환계 항우울제(Tricyclic

antidepressants, TCAs), 선택적세로토닌재흡수억제제(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SSRIs), 세로토닌노르에피네프린재흡수억제제

(Serotonin-norepinephrine reuptake inhibitors, SNRIs), 단가아민산화효소억제제

(Monoamine oxidase inhibitors, MAOIs) 등 대표적인 4개의 약물군과 그 외의 나

머지 약물군인 Others군으로 총 5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항우울제의 사용은 전세

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항우울제의 사용금액은 2010년 대

비 2014년 22%가 증가하였다[25, 26].

우울증의 증상을 확인하고, 우울증을 진단하여 환자의 임상양상에 맞는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국외에서는 다양한 임상상황에 대한 적절

한 치료전략의 적용순서와 비교 등을 제시하는 우울증환자 표준진료지침을 개발

하는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며[16-19], 국내에서도 임상에서의 경험과 과학

적 근거를 종합하여 개발한 표준진료지침이 존재한다[20-24]. 우울증은 장기치료

를 요하지만 치료가능성이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우울증환자를 적절하게 관리하

고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한 항우울제 사용양상 평가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 국

외에서는 우울증 환자의 유병률과 항우울제 처방양상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지속

적으로 수행되고 있다[27-32]. 국내 연구자가 아시아지역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항우울제 처방양상연구와 동아시아지역 항우울제 처방양상연구에 참여한 바 있다

[33, 34].

본 연구는 전국 약물처방데이터를 이용한 후향적 약물사용평가연구로서, 우리나

라 전체 우울증환자 가운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우울증으로 진단되고, 경구용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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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제를 한 번 이상 처방받은 환자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항우울제의 처방양

상을 평가하였다. 의료기관을 내원한 전체 우울증환자에서 우울증의 진단 및 항우

울제 처방양상을 인적 특성, 지역적 특성 및 시간적 특성별로 분석하였다. 항우울

제 처방양상의 월별 추이를 파악하였다. 단일약물요법에서 의료기관종별, 진료과

별, 기간별, 에피소드별 약물군 선택양상을 비교하였다. 또한 약물사용에 취약한

미성년군과 노인군의 환자 특성, 지역별 비교, 약물군 및 약물사용 현황, 약효군당

월별처방 추이, 다빈도 처방약물의 처방용량(mg/day) 등을 파악하였다. 항우울제

의 처방이 표준진료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에서 우울증의 진단 및 항우울제 처방양상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우울증 진료

지침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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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2.1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청구자료(심평원청구자료)를 이용하여 전국 의료기관

에 2009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8년 동안 우울증으로 방문하여 경

구용 항우울제를 한 번 이상 처방받은 전 연령의 우울증환자를 연구대상으로 하

였다.

심평원청구자료는 명세서, 원내진료내역, 상병내역, 원외처방내역 등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명세서는 청구명세서일련번호, 개인식별대체

번호, 환자의 연령 및 성별, 요양개시일자, 지역, 주상병코드, 부상병코드, 입원/외

래 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 부상병코드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제정한 제 10차 국제질병분류체계(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Problems 10th

Revision, ICD-10)를 골격으로 한 한국표준질병분류코드로 입력되어 있다[35]. 상

병내역은 청구명세서일련번호, 상병코드, 상병분류구분, 진료과목, 요양개시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원내진료내역과 원외처방내역에는 청구명세서일련번호, 처방약물의

보험코드, 투여용량 및 총 투여일수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환자 진단명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대상

자의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명세서를 이용하여 전 연령층의 환자

중 2009년 1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에 전국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우울증

(ICD-10: F32, F33)을 주상병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제

외기준은 연구기간동안 한 번도 경구용 항우울제를 처방받지 않은 환자로 정의하

였다[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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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대상약물

본 연구에서는 세계보건기구 해부학적 치료학적 화학적 분류(WHO 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Classification System, ATC)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연구기

간 동안 심평원에서 급여된 경구용 항우울제(antidepressant, N06A), 기타 정신신

경계용약(other nervous system drugs, N07)을 대상약물로 정의하였다[40, 41].

연구대상약물은 삼환계 항우울제(Tricyclic antidepressants, TCAs), 선택적세로

토닌재흡수억제제(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SSRIs), 세로토닌노르에

피네프린재흡수억제제(Serotonin-norepinephrine reuptake inhibitors, SNRIs), 단가

아민산화효소억제제(Monoamine oxidase inhibitors, MAOIs) 및 기타(Others)로

분류하였다. 경구용 항우울제는 모두 단일성분제제로 총 114개의 상품명을 포함하

고 있었으며, 약물군, 일반명, ATC 코드 및 용량으로 정의하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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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assification of oral antidepressant drugs by class, generic name,

ATC code, dosage

a, online drug library by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vailable from :

http://drug.mfds.go.kr/html/index.jsp#n.

Class Generic name ATC code Dosage
(mg/1 drug)a

TCA Amitriptyline N06AA09 5-50

Clomipramine N06AA04 10-50

Dothiepin - 25-75

Doxepin N06AA12 10-25
Imipramine N06AA02 25
Maprotiline N06AA21 10-75

Nortriptyline N06AA10 10-25

Quinupramine N06AA23 2.5-7.5

SSRI Citalopram N06AB04 20

Escitalopram N06AB10 5-20

Fluvoxamine N06AB08 50-100

fluoxetine N06AB03 4.475-90

Paroxetine N06AB05 10-37.5

Sertraline N06AB06 50-100

SNRI Desvenlafaxine N06AX23 50-100

Duloxetine N06AX21 30-60

milnacipran N06AX17 12.5-50

Venlafaxine N06AX16 25-150

MAOI Moclobemide N06AG02 100-150

Selegiline QN06AX90 5

Others Agomelatine N06AX22 25

Amoxapine N06AA17 50-100

bupropion N06AX12 100-300

hyperici herba N06AX25 0.25-300

Mianserin N06AX03 10-60

Mirtazapine N06AX11 7.5-45

Nefazodone N06AX06 50-200

Tianeptine N06AX14 12.5

Trazodone N06AX05 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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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항우울제 처방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대상자에게 처방된 모든 항우울제 처방건을 심평원청구자료의 원내진료내

역과 원외처방내역에서 추출하여, 제품함량, 1일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정보를 이

용하여 처방용량과 처방기간을 파악하였다. 전체 경구용 항우울제 처방전 데이터

베이스에서 청구명세서일련번호를 이용하여 연구대상에서 성별, 연령, 지역, 요양

개시일, 청구진단명, 처방약물의 보험코드, 처방용량, 처방기간을 포함하는 처방전

단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동일처방전에 포함된 성분명이 다른 항

우울제의 개수에 따라 단일요법(mono-therapy)과 병용요법(combination therapy)

으로 구분하였다. 처방시작일은 요양개시일자 정보를 이용하였으며, 처방기간은 총

투약일수로 파악하였다. 동일한 처방전에 같은 성분명의 약물이 두 번 이상 포함

된 경우에는 중복건을 삭제하고, 가장 긴 처방기간을 가진 한 건을 남겼다. 처방전

내 처방기간이 가장 긴 약물의 처방기간을 이용하여 처방기간의 분포를 확인하였

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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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atabase construction to analyze the patient with depression and

prescription pattern of antidepressants

DB =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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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우울증 유병률 및 항우울제 처방양상 분석

1) 연구대상의 특성, 우울증 유병률 산출 및 지역별 비교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을 만족하는 연구대상자의 성별, 연령군별, 본 연구에 마지막

으로 우울증을 진단받은 년도에서의 환자수와 분율을 파악하였다.

2009년, 2012년과 2016년 주민등록집계의 연앙인구에 대하여 우울증환자 유병률

의 지역별 분포를 확인하였고, 지역별 비교를 위하여 연령별 표준화법을 적용하였

다[42].

2) 전체 항우울제 처방양상

전체 항우울제 처방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항우울제 약효군별 및 성분별 처

방빈도와 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약효군별 처방양상의 월별추이를 비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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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방연속성을 고려한 항우울제 처방양상 분석

처방연속성을 고려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단일요법 처방건을 추출하였다.

단일요법 처방건에서 요양기관종별, 진료과별 약효군의 선택빈도와 분율을 확인하

였다. 또한 성분명별로 처방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약물군의 처방기간과 처방건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한 환자에 대하여 동일한 성분을 처방받았을 경우 총투약일수,

처방시작시점을 확인하고, 약물처방시작시점에서 총투약일수를 더하여 처방종료시

점을 계산하였다. 이어진 항우울제 처방으로 판단된 경우 연속된 처방기간으로 계

산하였다. 처방건의 연속성 판단기준은 처방종료시점과 다음 처방시작시점의 간격

이 이전 처방의 총투약일수의 절반보다 짧을 경우 이어진 처방으로 정의하여 처

방기간을 계산하였다. 처방종료시점과 다음 처방시작시점의 간격이 이전 처방의

총투약일수의 절반보다 긴 경우에는 두 처방건이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고

각각의 총투약일수로 분석에 포함하였다[43, 44](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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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efinition of treatment continuity in pres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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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성년·노인 우울증환자의 항우울제 처방양상

기존분석의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을 만족하는 연구대상 중 18세 이하를 미성년우

울증환자로, 65세 이상을 노인우울증환자로 한정하여 추출하였다. 각 연구대상자의

성별, 연령군별, 본 연구에 마지막으로 우울증을 진단받은 연도에서의 환자수와 분

률과 지역별 분포를 파악하였다. 항우울제 약효군별 및 성분별 처방빈도와 분률을

확인하였으며, 약효군별 처방양상의 월별추이를 분석하였고, 다빈도 처방약물에 대

하여 처방용량(mg/day)이 미성년·노인 우울증환자에서 권고하고 있는 용량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5) 통계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통계 분석은 SAS Enterprise Guide version 6.1을 이용하

였다(SAS Institute, Cary, NC, USA). 우울증환자 유병률의 지역별 분포를 확인은

Quantum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QGIS) program을 사용하였다. 항우

울제 약물요법 처방건의 대상자 특성, 지역별 및 처방기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

하여 카이제곱검정을 시행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001로 하였다.

2.5 연구윤리

본 연구의 계획서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았다(IRB No. 1705-057-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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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의 선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2009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전국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주상

병이 우울증으로 진단된 전 연령의 환자는 2,412,994명이었다. 이 가운데 우울증으

로 진단된 환자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높이기 위해 항우울제를 한 번도 처방받지

않은 환자 167,874명을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종 연구대상자는 2,245,120명으로 선

정하였다. 연구대상자에서 모든 항우울제의 처방은 82,557,411건 관찰되었으며, 처

방전은 31,044,760건이었다(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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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Flow chart of database among the Korean patients diagnosed

depression from Jan, 2009 to Dec, 2016 using Korea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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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대상의 특성

연구대상 2,245,120명 중에 여성이 67.0%를 차지하였고, 연령별로는 40세 이상

59세 이하가 35.8%, 60세 이상 79세 이하가 26.9%였다. 본 연구에 최근 우울증을

진단받은 년도는 2016년 30.9%, 2015년 12.2%, 2014년 10.8%, 2013년 10.4%, 2012

년 10.3%를 차지하였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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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depression in Korea from Jan,

2009 to Dec, 2016 using Korea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database

Characteristics No. of patients % p-value

Gender < .0001

Male 740,170 32.97

Female 1,504,950 67.03

Age (Mean±SD) (46.96±18.88) < .0001

<20 218,077 9.71

20 – 39 569,528 25.37

40 – 59 804,145 35.82

60 – 79 603,737 26.89

≥ 80 49,633 2.21

Year < .0001

2009 174,590 7.78

2010 190,933 8.50

2011 203,078 9.05

2012 230,785 10.28

2013 233,643 10.41

2014 242,834 10.82

2015 274,736 12.24

2016 694,521 30.93

Total 2,245,12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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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2009년, 2012년, 2016년 지역별 분포를 확인한 결과(Table 3), 모

든 지역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울증환자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016년의 경우 제주 1.74%, 부산 1.65%, 서울 1.64% 순으로 나타났다(Figure 4).

연령표준화를 적용한 지역별 분포는 2016년 제주 1.59%, 서울 1.49%, 대전 1.48%

순이었다(Figure 5). 또한 연령표준화 결과 전북과 부산지역의 우울증 유병률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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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number of total population and patients with depression by region in 2009, 2012, 2016

Crude PR = Crude prevalence rate, Stan PR = Direct standardized prevalence rate

Region 2009 2012 2016

Population Patients Crude
PR

S t a n
PR Population Patients Crude

PR
Stan
PR Population Patients Crude

PR
Stan
PR

Seoul 10,204,564.
5 129,202 1.27 1.28 10,062,309 147,746 1.47 1.42 9,811,038.5 161,337 1.64 1.49

Busan 3,553,803.5 38,434 1.08 1.03 3,503,507.5 49,686 1.42 1.29 3,467,418 57,263 1.65 1.42

Incheon 2,491,252.5 24,505 0.91 0.96 2,484,824.5 31,446 1.13 1.14 2,466,465 37,795 1.30 1.23

Daegu 2,701,637.5 27,641 1.11 1.12 2,793,503.5 34,562 1.39 1.34 2,905,551.5 37,988 1.54 1.38

Gwangju 1,428,171 17,676 1.24 1.36 1,456,949.5 18,870 1.30 1.33 1,461,531 21,185 1.45 1.37

Daejeon 1,482,537.5 20,210 1.36 1.47 1,508,418 23,627 1.57 1.60 1,505,374 23,511 1.56 1.48

Ulsan 1,113,636.5 7,496 0.67 0.75 1,134,133.5 10,416 0.92 0.96 1,166,314.5 12,215 1.05 1.02

Gyeonggi 11,376,437 102,574 0.90 0.96 11,911,181 126,989 1.07 1.09 12,509,483.5 140,761 1.13 1.08

Gangwon 1,510,722.5 16,085 1.06 0.99 1,523,578 19,917 1.31 1.18 1,536,275 22,227 1.45 1.22

Chungbuk 1,523,532.5 17,382 1.14 1.11 1,550,498 21,181 1.37 1.28 1,577,149 23,308 1.48 1.29

Chungnam 2,028,059.5 24,758 1.22 1.14 2,110,363.5 31,447 1.49 1.35 2,298,705 34,991 1.52 1.33

Jeonbuk 1,855,140 21,423 1.15 1.06 1,860,938.5 26,436 1.42 1.24 1,854,771.5 27,558 1.49 1.22

Jeonnam 1,916,002 12,378 0.65 0.57 1,897,994 15,899 0.84 0.71 1,893,147 19,049 1.01 0.80
Gyeongbu
k 2,671,903.5 23,289 0.87 0.80 2,680,452 29,629 1.11 0.96 2,683,477.5 32,652 1.22 1.00

Gyeongna
m 3,237,715.5 23,687 0.73 0.72 3,291,678.5 27,856 0.85 0.80 3,348,251.5 31,756 0.95 0.84

Jeju 561,640.5 7,522 1.34 1.34 574,995.5 9,309 1.62 1.55 628,019 10,925 1.74 1.59

Total 49,656,756 514,262 1.04 1.04 50,345,324.5 625,016 1.24 1.19 51,112,971.5 694,521 1.36 1.23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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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egional prevalence rate of depression among the Korean patients in

2009, 2012, 2016 using Korea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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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ge standardized prevalence rate of depression by region among the

Korean patients in 2009, 2012, 2016 using Korea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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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전체 항우울제 처방양상

항우울제 처방은 82,557,411건이었고, 그 중 TCA가 28.09%, SSRI 35.55%,

SNRI 6.53%, MAOI 0.14%, 기타 항우울제 29.69%로 나타났다. 트라조돈은 항우

울제 처방건 중 18.53%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성분이었고, 기타 항우울제 가운데

62.41%를 차지하였다. TCA인 아미트립틸린 17.23%, SSRI인 에시탈로프람

15.82%, 플루옥세틴 7.64%, 파록세틴 6.90% 순으로 관찰되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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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frequency and proportion of oral antidepressants by therapeutic

class and generic name in Korean patients with depression from Jan, 2009 to

Dec, 2016 using Korea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database.

Class Generic name No. of prescription %

TCA Amitriptyline 14,224,952 17.23

Clomipramine 537,908 0.65

Dothiepin 38,679 0.05

Imipramine 3,330,946 4.03

Nortriptyline 3,776,258 4.57

Quinupramine 1,285,370 1.56

SSRI Citalopram 78,049 0.09

Escitalopram 13,057,458 15.82

Fluoxetine 6,307,046 7.64

Fluvoxamine 785,078 0.95

Paroxetine 5,696,693 6.90

Sertraline 3,423,224 4.15

SNRI Desvenlafaxine 51,321 0.06

Duloxetine 2,228,473 2.70

Milnacipran 549,598 0.67

Venlafaxine 2,563,767 3.11

MAOI Moclobemide 78,344 0.09

Selegiline 33,621 0.04

Others Amoxapine 17,375 0.02

Bupropion 1,361,475 1.65

Hyperici herba 300,618 0.36

Mirtazapine 3,280,527 3.97

Tianeptine 4,253,269 5.15

Trazodone 15,297,362 18.53

Total 82,557,411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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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항우울제 처방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Figure

6). TCA는 아미트립틸린이 월별처방건수를 결정하였으며 2011년까지 증가하다가

2012년부터 감소하였고, SSRI는 에시탈로프람, 플루옥세틴, 파록세틴이 결정변수

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SNRI는 둘록세틴의 시판 후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으

며, 기타 항우울제는 트라조돈이 그래프 결정변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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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ime trend of the number of oral antidepressants by group of

therapeutic class in Korean patients with depression from Jan, 2009 to Dec,

2016 using Korea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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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처방연속성 고려한 항우울제 처방양상

처방연속성을 고려한 항우울제 처방전 단위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단일요

법의 의료기관종별, 진료과별, 처방기간별로 약물군 처방양상을 비교하였다. 전체

처방 15,370,141건 가운데 일차의료기관은 67.38%, 이차의료기관은 25.15%, 삼차의

료기관은 7.47%를 차지하였다. 일차의료기관과 이차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사용

한 약물군은 TCA였으며, 삼차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약물군은 SSRI였다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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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medical institution pattern of oral antidepressant classes as

mono-therapy prescription among the Korean patients with depression from

Jan, 2009 to Dec, 2016 using Korea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database.

Medical

institution
TCA

(%)

SSRI

(%)

SNRI

(%)

MAOI

(%)

Others

(%)

Total

(%)

Primary

care

4,267,19
2
3,316,01

5 355,352 10,682 2,407,394 10,353,324

(41.22) (32.03) (3.43) (0.10) (23.25) (100.00)
Secondary

care

1,166,83
4
1,247,70

7 307,493 5,462 1,138,150 3,865,646

(30.18) (32.28) (7.95) (0.14) (29.44) (100.00)
Tertiary

care
261,671 455,750 116,785 5,756 307,898 1,147,860

(22.80) (39.70) (10.17) (0.50) (26.82) (100.00)
Total 5,695,69

7
5,019,47

2 779,630 21,900 3,853,442 15,370,141

(37.06) (32.66) (5.07) (0.14) (25.07)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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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별 처방전 분포는 정신과 52.38%, 내과 17.68%, 신경과 7.26%, 정형외과

6.76%, 일반의 5.23%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과의사와 일반의는 SSRI를 가장 많이

처방하였으며, 이외의 진료과에서는 TCA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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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specialty pattern of oral antidepressant classes as mono-therapy

prescription among the Korean patients with depression from Jan, 2009 to Dec,

2016 using Korea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database.

Specialty TCA

(%)

SSRI

(%)

SNRI

(%)

MAOI

(%)

Others

(%)

Total

(%)
Psychiatry 1,949,746 3,999,497 470,894 10,643 1,620,313 8,051,093

(24.22) (49.68) (5.85) (0.13) (20.13) (100.00)
Intermal
medicine

1,316,570 308,068 77,026 1,409 1,014,034 2,717,107
(48.45) (11.34) (2.83) (0.05) (37.32) (100.00)

Neurology 619,062 172,188 36,494 7,846 280,533 1,116,123
(55.47) (15.43) (3.27) (0.70) (25.13) (100.00)

Orthopedics 643,966 48,270 89,294 335 257,532 1,039,397

(61.96) (4.64) (8.59) (0.03) (24.78) (100.00)
General
practitioner

259,978 308,793 31,384 362 203,531 804,048
(32.33) (38.40) (3.90) (0.05) (25.31) (100.00)

Others 297,103 63,815 17,711 265 176,264 555,158
(53.52) (11.49) (3.19) (0.05) (31.75) (100.00)

Neurosurge
ry

250,230 34,043 24,801 651 90,082 399,807
(62.59) (8.51) (6.20) (0.16) (22.53) (100.00)

Family
medicine

159,056 56,840 12,290 164 111,253 339,603

(46.84) (16.74) (3.62) (0.05) (32.76) (100.00)
General
surgery

116,449 24,736 7,595 219 67,584 216,583

(53.77) (11.42) (3.51) (0.10) (31.20) (100.00)
Anesthesiol
ogy

83,537 3,222 12,141 6 32,316 131,222
(63.66) (2.46) (9.25) (0.00) (24.63) (100.00)

Total 5,695,697 5,019,472 779,630 21,900 3,853,442 15,370,141
(37.06) (32.66) (5.07) (0.14) (25.07)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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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의 성분명에 따라 처방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에피소드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였고, 처방기간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처방기간에 따른 처방전 분포를 분석한

결과 1주 이내의 처방건은 27.3%로 가장 높았으며, 1주 초과 2주 이하의 처방건은

18.1%, 2주 초과 4주 이하의 처방건은 17.7%, 4주 초과 6주 이하의 처방건은

10.8% 순으로 짧은 처방기간의 처방전 건수가 73.9%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1주 이내의 처방건은 TCA 47.1%, 기타 항우울제 27.1%, SSRI 22.4%, SNRI

3.4%, MAOI 0.1% 순으로 나타났다(Figur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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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he duration pattern of oral antidepressant classes as mono-therapy

prescription among the Korean patients with depression from Jan, 2009 to Dec,

2016 using Korea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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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미성년우울증환자의 항우울제 처방양상

연구대상 197,418명 중에 여성은 56.3%였으며, 연령별로는 15세 이상 18세 이하

가 44.5%, 10세 이상 14세 이하가 41.8%였다. 본 연구에 최근 우울증을 진단받은

연도는 2016년 32.9%, 2015년 13.9%, 2014년 11.4%, 2013년 10.7%, 2012년 10.6%

를 차지하였다(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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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General characteristics of pediatric and adolescent patients with

depression in Korea from Jan, 2009 to Dec, 2016 using Korea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database.

Characteristics No. of

patients

% p-value

Gender < .0001

Male 86,345 43.74

Female 111,073 56.26

Age (Mean±SD) (13.44±3.46) < .0001

< 5 3,192 1.61

5 – 9 23,941 12.14

10 – 14 82,453 41.76

15 – 18 87,832 44.48

Year < .0001

2009 11,523 5.84

2010 13,257 6.72

2011 15,661 7.93

2012 20,957 10.62

2013 21,193 10.74

2014 22,577 11.39

2015 27,347 13.85

2016 64,992 32.92

Total 197,418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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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012년, 2016년 우울증환자의 지역별 분포는 모든 지역에서 2009년 대비

2012년과 2016년에 우울증 유병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하였으며, 지역별로 유

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Table 8, Figur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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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Pediatric and adolescents number of total population and patients with depression by region in 2009,

2012, 2016

Crude PR = Crude prevalence rate

Region
Year 2009 2012 2016

Population Patients C r u d e
PR Population Patients C r u d e

PR Population Patients C r u d e
PR

Seoul 2,055,042 7,421 0.36 1,864,440 8,295 0.44 1,606,395 6,963 0.43

Busan 703,006 1,639 0.23 633,160 2,193 0.35 558,513 2,069 0.37

Incheon 569,402 1,709 0.30 521,014 1,821 0.35 453,854 1,825 0.40

Daegu 634,208 1,153 0.18 597,632 1,848 0.31 548,883 1,488 0.27

Gwangju 373,005 573 0.15 352,976 746 0.21 311,318 821 0.26

Daejeon 364,335 841 0.23 343,320 1,072 0.31 301,813 964 0.32

Ulsan 281,833 350 0.12 260,859 662 0.25 235,406 518 0.22

Gyeonggi 2,811,377 5,895 0.21 2,718,649 7,078 0.26 2,537,034 6,068 0.24

Gangwon 325,264 586 0.18 303,544 887 0.29 268,836 728 0.27

Chungbuk 348,878 959 0.27 330,122 971 0.29 295,900 736 0.25

Chungnam 450,586 1,052 0.23 444,341 1,324 0.30 452,041 1,072 0.24

Jeonbuk 417,462 497 0.12 390,540 620 0.16 345,579 601 0.17

Jeonnam 410,850 323 0.08 379,549 438 0.12 336,957 480 0.14

Gyeongbuk 553,879 765 0.14 513,773 918 0.18 460,039 744 0.16

Gyeongnam 755,323 919 0.12 713,571 1,028 0.14 647,286 885 0.14

Jeju 140,966 419 0.30 135,148 479 0.35 131,490 455 0.35

Total 11,195,412 25,101 0.22 10,502,633 30,380 0.29 9,739,769 26,417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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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Regional prevalence rate of depression among the Korean pediatric

and adolescents in 2009, 2012, 2016 using Korea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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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울제 전체 처방건은 2,014,958건이었고, 그 중 TCA가 10.23%, SSRI

73.67%, SNRI 3.01%, MAOI 0.07%, 기타 항우울제 13.02%로 나타났다. SSRI인

에시탈로프람과 플루옥세틴은 각각 28.66%, 26.07%로 항우울제 처방건 중 가장

많이 처방된 성분이었고, SSRI 가운데 각각 38.90%와 35.38%를 차지하였다. SSRI

인 서트랄린 9.31%, 파록세틴 6.36%, 기타 항우울제인 트라조돈 6.34% 순으로 관

찰되었다(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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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he frequency and proportion of oral antidepressants by therapeutic

class and generic name in Korean pediatric and adolescent patients with

depression from Jan, 2009 to Dec, 2016 using Korea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database.

Class Generic name No. of prescription %

TCA Amitriptyline 68,477 3.40

Clomipramine 15,673 0.78

Dothiepin 129 0.01

Imipramine 95,979 4.76

Nortriptyline 12,826 0.64

Quinupramine 13,050 0.65

SSRI Citalopram 2,575 0.13

Escitalopram 577,466 28.66

Fluoxetine 525,253 26.07

Fluvoxamine 63,360 3.14

Paroxetine 128,092 6.36

Sertraline 187,691 9.31

SNRI Desvenlafaxine 1,363 0.07

Duloxetine 23,165 1.15

Milnacipran 4,094 0.20

Venlafaxine 32,004 1.59

MAOI Moclobemide 1,495 0.07
Selegiline 11 0.00

Others Amoxapine 51 0.00

Bupropion 77,461 3.84

Hyperici herba 2,758 0.14

Mirtazapine 28,796 1.43

Tianeptine 25,494 1.27

Trazodone 127,695 6.34

Total 2,014,958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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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항우울제 처방건은 증감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SSRI의 처방건에 따

라 전체적인 월별처방건수이 결정되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매년 상반기에

처방건수가 증가하고 하반기에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2016년에는 지속적으

로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Figur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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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Time trend of the number of oral antidepressants by group of

therapeutic class in Korean pediatric and adolescent patients with depression

from Jan, 2009 to Dec, 2016 using Korea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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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미성년우울증환자에서 다빈도로 처방되는 항우울제인 에시탈로프람,

플루옥세틴, 파록세틴, 서트랄린, 트라조돈에 대하여 처방용량(mg/day)이 권고용량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분석 이상치를 제거하기 위해 각 약물 처방

용량의 5-95%만을 포함하였으며, 평균값은 에시탈로프람 11mg, 플루옥세틴

23mg, 파록세틴 21mg, 서트랄린 67mg, 트라조돈 32mg으로 나타났으며, 아미트립

틸린, 에시탈로프람, 플루옥세틴, 서트랄린의 처방용량(mg/day)의 사분위수가 진료

지침의 권고용량 범위 이내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트라조돈의 경우 미성년

자에 대한 권고용량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Figur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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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Dose of the top 5 antidepressants compared with recommended

dosage in Korean pediatric and adolescent patients with depression from Jan,

2009 to Dec, 2016 using Korea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database.

* Cheung, A.H., et al., Guidelines for adolescent depression in primary care

(GLAD-PC): II . Treatment and ongoing management. Pediatrics, 2007. 120(5): p.

e1313-e1326.

* Stahl, Stephen M. Prescriber's Guide: Antidepressants Adapted Vers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353-355.



- 42 -

3.6 노인우울증환자의 항우울제 처방양상

연구대상자 482,662명 중에 여성이 69.4%를 차지하였고,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74세 이하가 32.6%, 65세 이상 69세 이하가 23.6%였다. 본 연구에 최근 우울증을

진단받은 연도는 2016년 29.2%, 2015년 11.8%, 2014년 10.8%, 2013년 10.4%, 2012

년 10.4%를 차지하였다(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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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General characteristics of elderly patients with depression in Korea

from Jan, 2009 to Dec, 2016 using Korea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database.

Characteristics No. of patients % p-value

Gender < .0001

Male 147,501 30.56

Female 335,161 69.44

Age (Mean±SD) (71.99±5.42) < .0001

65 – 69 174,365 23.62

70 – 74 155,579 32.59

75 – 79 88.017 18.24

80 – 84 36,272 7.51

≥ 85 13,361 2.78

Year < .0001

2009 41,271 8.55

2010 44,255 9.17

2011 46,818 9.70

2012 50,095 10.38

2013 50,152 10.39

2014 52,288 10.83

2015 57,079 11.83

2016 140,686 29.15

Total 482,662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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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012년, 2016년 우울증환자 유병률의 지역별 분포는 대전과 광주를 제외

한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였으며, 대전(2009, 2012, 2016: 4.4%, 4.5%, 4.3%)에서는

2009년과 비교하였을 때 2016년에 우울증환자의 유병률이 감소하였고, 광주(2009,

2012, 2016: 4.9%, 4.7%, 4.4%)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별 우울증환자 유병률의 차이를 확인하였다(Table 11, Figure 11).



- 45 -

Table 11. Elderly number of total population and patients with depression by region in 2009, 2012, 2016

Crude PR = Crude prevalence rate

Region
Year2009 2012 2016

Population Patients C r u d e
PR Population Patients C r u d e

PR Population Patients C r u d e
PR

Seoul 912,905 32,174 3.52 1,043,490 40,329 3.86 1,237,366 48,727 3.94

Busan 372,705 10,810 2.90 422,575 14,606 3.46 515,918 18,850 3.65

Incheon 220,772 5,800 2.63 255,532 8,073 3.16 314,361 10,763 3.42

Daegu 237,432 7,143 3.01 264,175 9,447 3.58 318,955 11,605 3.64

Gwangju 121,268 5,985 4.94 139,288 6,518 4.68 167,882 7,406 4.41

Daejeon 121,871 5,406 4.44 138,141 6,247 4.52 166,990 7,236 4.33

Ulsan 71,648 1,621 2.26 82,340 2,351 2.86 105,034 3,302 3.14

Gyeonggi 942,402 24,812 2.63 1,089,851 33,457 3.07 1,328,018 40,932 3.08

Gangwon 213,576 5,052 2.37 234,727 6,540 2.79 260,576 8,110 3.11

Chungbuk 195,329 4,941 2.53 210,065 6,903 3.29 235,762 8,403 3.56

Chungnam 297,468 8,590 2.89 319,044 11,399 3.57 365,678 13,585 3.72

Jeonbuk 274,957 8,071 2.94 295,585 10,346 3.50 334,697 11,622 3.47

Jeonnam 341,134 4,361 1.28 359,182 5,976 1.66 392,528 8,173 2.08

Gyeongbuk 407,349 7,743 1.90 428,061 10,450 2.44 482,460 12,608 2.61

Gyeongnam 372,229 6,549 1.76 404,219 8,468 2.09 468,462 10,392 2.22

Jeju 65,449 2,250 3.44 73,521 3,195 4.35 86,475 3,895 4.50

Total 5,168,491 141,308 2.73 5,759,793 184,305 3.20 6,781,159 225,609 3.33



- 46 -

Figure 11. Regional distribution among the Korean elderly patients with

depression in 2009, 2012, 2016 using Korea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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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울제 전체 처방건은 28,391,369건이었고, 그 중 TCA가 33.9%, SSRI 27.3%,

SNRI 6.2%, MAOI 0.2% 기타 항우울제 32.4%로 나타났다. 아미트립틸린은 각각

23.0%로 항우울제 처방건 중 가장 많이 처방되는 성분이었고, TCA 가운데 67.7%

를 차지하였다. 기타 항우울제인 트라조돈 18.6%, SSRI인 에시탈로프람 14.4%, 기

타 항우울제인 티아넵틴 7.3%, TCA인 노르트립틸린 5.6% 순으로 관찰되었다

(Tabl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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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The frequency and proportion of oral antidepressants by therapeutic

class and generic name in Korean elderly patients with depression from Jan,

2009 to Dec, 2016 using Korea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database.

Class Generic name No. of prescription %

TCA Amitriptyline 6,519,278 22.96

Clomipramine 99,323 0.35

Dothiepin 17,040 0.06

Imipramine 929,399 3.27

Nortriptyline 1,574,408 5.55

Quinupramine 486,734 1.71

SSRI Citalopram 23,686 0.08

Escitalopram 4,093,746 14.42

Fluoxetine 877,142 3.09

Fluvoxamine 218,112 0.77

Paroxetine 1,473,413 5.19

Sertraline 1,065,866 3.75

SNRI Desvenlafaxine 13,401 0.05

Duloxetine 881,423 3.10

Milnacipran 215,168 0.76

Venlafaxine 652,703 2.30

MAOI Moclobemide 32,123 0.11

Selegiline 21,654 0.08

Others Amoxapine 7,424 0.03

Bupropion 294,083 1.04

Hyperici herba 140,925 0.50

Mirtazapine 1,414,134 4.98

Tianeptine 2,063,027 7.27

Trazodone 5,277,157 18.59

Total 28,391,369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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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항우울제 처방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2011

년까지는 TCA의 처방건이 가장 많았으나, 2012년 이후 기타 항우울제와 SSRI의

처방건이 TCA의 처방건보다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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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Time trend of the number of oral antidepressants by group of

therapeutic class in Korean elderly patients with depression from Jan, 2009 to

Dec, 2016 using Korea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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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우울증환자에서 다빈도로 처방되는 항우울제인 아미트립틸린, 에

시탈로프람, 노르트립틸린, 티아넵틴, 트라조돈에 대하여 처방용량(mg/day)이 권고

용량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이상치를 제거하기 위해 각 약물 처방용

량의 5-95%만을 포함하였으며, 평균값은 아미트립틸린 14mg, 에스시탈로프람

10mg, 노르트립틸린 15mg, 티아넵틴 27mg, 트라조돈 36mg으로 나타났으며, 티아

넵틴을 제외한 분석대상약물의 처방용량(mg/day)의 사분위수가 진료지침의 권고

용량 범위 이내에 있음을 확인하였다(Figur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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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Dose of top 5 antidepressant compared with recommended dosage in

Korean elderly patients with depression from Jan, 2009 to Dec, 2016 using

Korea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database.

* Dong Young Lee, M., Guidelines for the drug treatment of geriatric depression,

Journal of Korean Geriatric Psychiatry, J Korean Geriatr Psythiatry, 2003. 7: p. 23-33.

* Won, W.-Y. and C.-U. Lee, Pharmacological treatment of psychiatric disorders of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2010. 53(11): p. 9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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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연구기간 동안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우울증으로 진단되고, 항우울

제를 한 번 이상 처방받은 환자의 지역간 차이가 나타났다. 제주, 서울, 대전지역

에서 전체적인 연령군에서 우울증으로 진단된 환자의 유병률이 높아 연령표준화

지역별 분포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반면 전남지역의 경우 전체적인 연령군

에서 우울증환자의 유병률이 낮아 연령표준화 지역별 분포에서 연령표준화 전후

2009년, 2012년, 2016년 모두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전북, 부산의 경우 연

령표준화시 가중치가 높은 20세 이상 40세 미만 이외의 연령군에서 유병률이 높

아 연령표준화 결과 유병률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미성년우울증환자의 유병률

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서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노인우울

증환자의 유병률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광주가 가장 높았으며, 2014년에는 광

주와 제주,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제주가 가장 높았다.

지역사회에서 수행된 역학조사에서 주요 우울증 장애 유병률은 연구마다 연구

기간, 우울증 진단도구의 상이함, 지역간 인구구조의 차이 등으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국외 연구와 비교하여 결과는 낮은 편이며[31, 32, 45, 46],

2015년 미국은 성인에서 6.7%, 미성년군에서 12.5%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47, 56].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전국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우울증으로 진단된 환

자는 1.28%(성인: 1.56%, 미성년군: 0.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대상의

선정 시 우울증을 주상병으로 진단받고 경구용 항우울제를 복용한 우울증환자로

제한하여 실제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우울증환자 및 노인인

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실제 우울증의 유병률에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

는지 표준화된 진단도구를 이용해서 전국규모의 지역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수행되었던 정신질환실태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의 정신의료서비스 이용실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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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고되었으며, 정신병적 장애를 경험했던 환자 중 22.2%가 정신과의사 등에게

상담 및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48]. 특히 노인환자는 여러 만성질환을 동반

하고 약물상호작용 등으로 내원빈도가 높은 인구집단이므로 모니터링을 주의깊게

하여 우울증의 진단 및 적절한 치료하여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또는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우울증환자의 월별 항우울제 사용양상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외 연구와 같은 양상을 보여준다[57, 58]. 약물군별 월별 항

우울제 사용양상에서 TCA는 201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SSRI의 사용량

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1년부터는 TCA의 사용량보다 더 많이 처방되기 시

작하였다. 기타 항우울제도 꾸준히 처방량이 증가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TCA 사

용량보다 더 많이 처방되기 시작하였다. 캐나다, 그리스, 아일랜드, 미국 등 국외에

서 또한 SSRI와 SNRI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TCA의 사용량은 점차 감소

하였다. 그러나 국외 연구와 비교할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TCA의 사용량은

높고, SSRI와 SNRI의 사용량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59].

미성년우울증환자에서 다빈도로 처방된 약효군은 SSRI로 에시탈로프람 28.66%,

플루옥세틴 26.07%, 세트랄린 9.31% 등 전체적으로 73.67%에 달하였다. 항우울제

및 SSRI는 다른 약물군과 비교하였을 때 약물유해반응이 경미하여 다빈도로 처방

되는 약물군이었으나, 미국식품의약국(FDA)에서 2004년 소아 및 청소년에게 투약

하였을 경우 자살생각 및 시도의 위험에 대해 경고했으며(black box warning),

2007년에는 24세 이하로 범위를 넓혔다[49]. 현재까지도 이와 같은 결정에 논란이

많으며, 최근 의학 주요학술지 중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투고된 국

외논문에서는 위약군과 비교하였을 때, 18세 이하에 서 자살생각 및 시도의 위험

을 유의하게 높이지 않고, 24세 이상과 비교하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위험도를 유

의하게 높이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50]. 그러나 이에 대한 위험의 가능성 또한 배

제할 수 없으므로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하다.

미성년우울증환자에서 다빈도 항우울제의 처방용량(mg/day)을 분석한 결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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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탈로프람, 플루옥세틴, 파록세틴, 서트랄린은 90% 이상이 권고용량 이내에서 처

방되고[51-53], 비교적 적은 용량으로 처방되는 경우가 다빈도인 것으로 관찰되었

다. 그러나 트라조돈의 경우 청소년 및 소아에서는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연구

가 없어 권고용량이 제시되어있지 않고, 또한 국내에서도 권고용량이 없는 실정이

다. 트라조돈의 경우 청소년우울증환자에서 불면증에 속효성이 있으며, 성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용량에서도 치명적인 유해반응을 일으키지 않아 미성년군에 저

용량으로 처방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대한 위험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54,

55].

노인우울증환자에서 다빈도로 처방된 약효군은 TCA로 아미트립틸린 22.96%,

노르트립틸린 5.55% 등 전체적으로 33.91%에 달하였다. TCA는 전통적인 항우울

제로서 다빈도로 처방되는 약물군이었으나 약물유해반응과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투여가 권고되고 있는 약물이다. SSRI의 시판 이후 더 이상 1·2

차 선택약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약가가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알려

져 있어 임상에서 다양한 적응증과 많은 환자들에게 사용되고 있다[18]. 그러나 시

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 TCA의 사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으며, 2012년

이후에는 기타 항우울제와 SSRI의 처방건이 더 많았다. 또한 국외 연구결과에서

도 노인우울증환자에게서 SSRI의 처방분률이 증가하고, TCA의 처방분률이 감소

하는 것과는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25, 32].

노인우울증환자에서 다빈도로 처방된 항우울제의 처방용량(mg/day)을 분석한

결과, 아미트립틸린, 에스시탈로프람, 노르트립틸린, 트라조돈의 사분위수가 권고용

량 이내에서 처방됨을 확인하였고, 비교적 적은 용량으로 처방되는 것을 확인하였

다. 그러나 티아넵틴의 경우 노인우울증환자에서 25mg/day이하의 양으로 권고되

고 있는 것에 반해, 사분위수가 성인권고용량만큼의 양의 처방이 관찰되었다. 이는

현장조사로 임상에서 실제 항우울제의 처방이 권고용량에 준수되고 있는지 검토

의 필요성과, 추후 교육 및 관리대책이 요구된다.

국외에서는 우울증과 관련된 진료지침 및 항우울제 처방지침이 1994년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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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근거중심적 치료가 정립되어 효과

적이고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즉, 우울증은 장기치료 및 꾸준한 치료를 요하

지만 치료가능성이 매우 높은 질환이다. 국외 표준진료지침의 경우, 우울증환자의

치료전략의 적용순서의 비교 등을 제시하는 치료지침 및 항우울제의 초기선택, 안

전성과 유효성 평가 등 약물학적 치료지침[17-19, 36, 37] 뿐만 아니라, 소아, 청소

년, 노인 우울증환자의 치료지침 및 권고용량의 제시 등 약물학적 치료지침을 제

시하고 있다[12, 16, 60]. 국내에서도 가이드라인 및 처방지침이 개발되었지만, 개

정판 등 지속적이고 활발한 노력이 필요하며, 한국인 대상의 연구는 여전히 상대

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심평원청구자료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우리나라 대부분

의 국민의 약물처방자료를 포함하기 때문에 대표성이 확보되었다는 장점을 가지

고 있다. 연구대상약물인 항우울제는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약물처방정보

가 상대적으로 정확한 것으로 판단되고, 회상비뚤림 등의 가능성이 낮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를 경구용 약물을 한 번 이상 복용한 우울증환자만을 포함하여

연구대상의 동질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항우울제의 처방지속성이 낮은 수준이 문제라고 판단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처방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임상의의 판단 하에 이루어지므로, 처

방건에 대한 의무기록자료를 이용하는 등 임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

집하여 이를 고려한 심층평가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항우울제 처방

양상의 지역별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관한 심층연구 및 진료의 표준화가 필

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우울증 진단의 정확성, 항

우울제 약물치료의 지속성, 처방용량, 약물투약 순응도 등이 보험청구자료로 확인

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수행과, 질환의 중증도, 약물유해반응의 발

생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약물역학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기

초자료로 이용하여 우리나라 우울증환자에서 진료지침의 개정 및 활용이 필요하

며, 건강보험급여기준 검토 등 처방의 질 향상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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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론

전국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한 우울증환자에서 항우울제의 사용양상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전 인구에서 의료기관을 통한 우울증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우울증 진료

지침 및 관련제도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수행한 본 연구의

대상은 2,245,120명이었으며, 전체 항우울제 처방은 82,557,411건이었다. 연구대상자

의 지역별 표준인구를 기준으로 우울증으로 진단받고 항우울제를 처방받은 우울

증환자의 유병률을 비교한 결과, 지역간 분포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기타 항우울제

인 트라조돈이 전체의 18.5%로 가장 다빈도 처방으로 관찰되었으며, 전체 우울증

환자에서 항우울제 처방건의 49.5% (15,370,141건)이 단일요법이었고, 전체 단일요

법 처방건의 73.9% 이상에서 처방기간이 6주 이내로 나타나 진료지침에서 권고하

는 치료지속기간보다 단기간으로 처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미성년우울증환자는 총 197,418명이었으며, 지역간 분포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SSRI인 에시탈로프람과 플루옥세틴이 전체의 28.7%과 26.1%를 차지하여 가장 많

이 처방되었으며, 다빈도 처방약물인 트라조돈은 권고용량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에시탈로프람, 플루옥세틴, 파록세틴, 서트랄린의 처방용량(mg/day)의 사분위수가

권고용량 범위 내에 저용량으로 처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우울증환자는 총 482,662명이었으며, 지역간 분포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TCA인 아미트립틸린이 전체의 33.91%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처방되었으며, 다빈

도 처방약물인 티아넵틴을 제외한 아미트립틸린, 에시탈로프람, 노르트립틸린, 트

라조돈의 처방용량(mg/day)의 사분위수가 권고용량 범위 내에 있는 것을 확인했

다. 반면 티아넵틴의 경우 노인우울증환자에서의 처방약물의 사분위수가 권고용량

범위 외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항우울제 처방양상을 통하여 심층적인 약물사용양상평가

및 미성년, 노인우울증환자에서 항우울제의 선택과 약물유해반응의 발생, 사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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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에 대한 약물역학연구의 수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결

과를 기초자료로 하여, 우울증환자에 대한 표준진료지침의 개정 및 활용이 필요하

며, 건강보험급여기준의 검토 등 처방의 질 향상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요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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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scription pattern of antidepressants

among the Korean patients with

depression

Seonji Kim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ression is a mental disorder that causes various cognitive, mental, and

physical symptoms resulting in deterioration of daily function, can occur at any

age. It is associated with a high burden of disease but it can be relieved by

steady management through appropriate medical treatment. Oral antidepressants

are known to treat depression most effective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depression and prescription patterns of

antidepressant for patients with depression and to provide basic data necessary

to improve the guidelines and related systems for managing depression in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the clains data from Jan, 2009 to Dec,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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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8 years by the Korea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Inclusion criteria of our study were patients diagnosed depression

(ICD-10: F32, F33) as a primary disease code, and prescribed at least one oral

antidepressant at any medical institutions. Antidepressants were identified by

prescribing ATC code (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Classification; N06A).

This study constructed patient database including information on sex, age, and

diagnosis and drug database and prescription database included information on

ingredient name, prescription period, and prescription dose of antidepressants.

It was retrospective drug utilization review (DUR) study, to identify the

prescription pattern of antidepressant treatment among total depression patients

visited medical institutions by personal characteristics,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emporal characteristics. We analyzed the morbidity, geographical

distribution, prescription patterns including frequency, proportion, duration, daily

dose (mg/day), time trend by month, physician specialty, type of medical

institution.

The study subjects were 2,245,120, and total antidepressant prescriptions were

82,557,411. The proportion of women was 67.0%, and the patients aged 40 to

59 years were most frequently prescribed. The proportion of patient who were

diagnosed with depression and prescribed antidepressants were relatively high

in Chungnam, Jeju, and Seoul. SSRI accounted for 35.6%, and trazodone was

the 18.5% of the total prescriptions. Monotherapy was 49.5% (15,370,141 cases)

of total prescriptions. Over 73.9% of all monotherapy prescriptions were within

6 weeks of prescription which was confirmed to be prescribed shorter than

recommended treatment period in the guidelines.

The pediatric and adolescent patients were 197,418. SSRI had occupied 73.7%

and escitalopram and fluoxetine were the most prescribed, accounting for 28.7%

and 26.1%. The quartiles of prescription doses (mg/day) of escitalop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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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oxetine, paroxetine, and setraline were within the recommended dosage range

but prescribed at low doses. However recommended dose of trazodone did not

exist. The elderly patients were 482,662. TCA had occupied 33.9% and

Amitriptyline accounted for 23.0%, but it continuously have decreased. The

quartiles of prescription doses (mg/day) of amitriptyline, escitalopram,

nortriptyline, and trazodone, excluding tianetine, were within the recommended

dosage range.

The finding of our study would be helpful to revise the existing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to improve quality of care for depression patients in Korea.

It will be needed to conduct further well-designed pharmacoepidemiological

studies for evaluating clinical outcomes according to the result of DUR study

with detailed patient information.

Keyword: depression, drug utilization review, antidepressant,

pharmacoepidemiology, pediatric and adolescent,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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