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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우울증 환자에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가 우울증상,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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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effect of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SSRI) and Serotonin Norepinephrine Reuptake Inhibitor (SNRI) for mood symptoms, pain, and somatic 

symptoms in elderly depression patients with pain and somatic symptoms.
Methods：This study is a prospective open-label study conducted by a single institution. A total of 43 subjects 

diagnosed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 under the DSM-5 diagnostic criteria participated in this study (average 
age: 72.53, 58.1% women). The subjects were classified as SSRI and SNRI groups. Depressive symptoms, pain, 
and somatic symptoms were evaluated by Korean version of the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K-HDRS), 
visual analogue scale (VAS) and Patient Health Questionnare-15 (PHQ-15) respectively at baseline and six weeks 
later. Two-way repeated-measure ANOVA was performed to analyze changes in the KHDRS, VAS, and PHQ-15 
scores.

Results：In the SSRI and SNRI groups, K-HDRS, VAS, and PHQ-15 all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af-
ter 6 weeks compared to each baseline values.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rapeutic effect between the two 
groups. 

Conclusions：We found that SSRI and SNRI both improved somatic symptoms and pain in elderly depres-
sion pati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hought to help select antidepressants when administering medication 
to elderly depression patients who complain pain and somatic symptoms. Further research is needed on the long-
term effects of the SSRI and SNRI.

KEY WORDS :  Elderly depression ㆍSomatic symptom ㆍPain ㆍ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ㆍ  

Serotonin Norepinephrine Reuptake Inhib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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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노인 인구의 증가와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

령 인구 비중이 2015년에는 13.1%(세계 51위)였으며 2060년

에는 40.1%(세계 2위)에 이를 전망이다.1) 노년기에는 질병

이나 손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노인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정신질환은 우울증이다.2) 노인에서의 우울증은 정신 

건강 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의 악화를 초래하며, 이환율과 

사망률을 높이는 중요한 건강 문제이다.3)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 3,100만 명 중 약500만 명, 즉 1/6 정도가 임상적인 우

울감을 느끼고 있고, 약 100만 명이 주요 우울장애를 경험하

고 있다.4)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자료 분석

에 의하면 2007~2011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우울증 진료 환

자수가 연평균 60대에서 1.6% 증가하고 80대에서 7.8%로 

증가하여, 40대의 3.1%와 20대의 1.2% 증가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이로 인한 진료비 지급도 2007

년에 비해 2011년에는 60대 1.23배, 70대 1.55배, 80대 1.57

배가 증가하여,5) 우울증이 우리나라 노인의 중요한 정신건

강 문제이며, 의료 서비스 이용을 증가시켜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질환임을 알 수 있다. 

우울증 환자들은 다양한 신체증상 및 통증을 동반하는 경

우가 많다. 우울증은 정신장애에 속하지만 70% 이상에서 

피로, 수면장애, 식욕저하, 소화기 증상, 기타 여러 신체부위

의 통증 등 다양한 신체증상을 동반한다.6) 실제로 우울증 환

자들 중 69%가 기분증상보다 신체증상을 주소로 1차 의료

기관을 방문한다.7) 특히 한국인 우울증 환자는 정신건강의

학과를 방문하여 우울감보다 신체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8) 국내연구에 의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환자의 32~ 

45%가 통증, 신체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9,10) 외국의 경우

에도 통증이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 중에서 두 번째로 흔한 

증상으로 보고되었다.11) 노인 우울증 환자에서도 역시 신체

증상 및 통증의 호소가 흔하며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도 빈

번하게 보고되고 있다.12) 노인 우울증 환자들은 우울하다고 

호소하기보다 신체증상이나 건강 문제에 몰두하고 염려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울증 진단이 지연되고 단순 노화의 

과정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많다. 우울증은 우리나라 노인의 

중요한 정신건강 문제로 노인 우울증 진단에 있어 특히 신

체증상에 대한 세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우울증에 동

반되는 신체증상은 항우울제에 대한 낮은 치료반응, 우울증

의 심각도, 재발 및 치료저항성 등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는 치료에 있어서 중요하다.13,14)

노인 우울증 치료에는 일차적으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

수 억제제(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SSRI)가 

선호되고 있으며, SSRI 대신에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

에 모두 작용하는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

(Serotonin Norepinephrine Reuptake Inhibitor, SNRI)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15) 그 밖에 bupropion, mirtazapine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삼환계 항우울제(tricyclic antidepressants, 

TCA)를 고려하기도 한다. 특히, 심혈관계 질환 등의 내과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SSRI가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적어 

노인우울증에 널리 추천되고 있다.16-22)

통증에 대한 SNRI의 효과는 널리 알려져 있다. Duloxetine

은 섬유근육통(fibromyalgia), 당뇨병성 말초 신경증(diabetic 

peripheral neuropathic pain)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

고,23,24) milnacipran도 섬유근육통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SNRI의 경우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재흡수 

억제 작용에 의해 만성 통증과 신체 증상이 호전되는 것으

로 생각되고 있고, 특히 세로토닌보다 노르에피네프린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25) SSRI도 우울증 환자

에 동반된 통증을 호전시킨다는 보고가 있으며,26) fluoxetine

의 경우 섬유근육통에 대한 12주 무작위대조시험에서 효과

적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27) 두 약물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들도 있었는데, duloxetine과 SSRI의 비교연구에서 일

반적인 신체증상에 duloxetine이 2배 이상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28) 그러나 국외 연구 결과 보고에 

비해 국내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통증 및 신체증상 

호소가 많은 국내 노인 우울증 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비교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통증을 제외한 신체 증상

에 대한 SNRI의 효과를 평가하거나, 통증과 기타 신체증상

을 구분하여 두 약물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에 내원한 노인 우울

증 환자를 대상으로 통증 및 신체 증상과 기분증상에 대해 

SSRI와 SNRI 약물 간의 치료 효과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방       법

1. 대  상

본 연구는 2019년 7월~2020년 4월까지 인제대학교 일산

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내원한 사람들 중에서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장애 진단통계편람 제5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진단

기준에 의거해 주요우울장애로 진단한 60세 이상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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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의사의 판단에 의해 신체 증상 및 통증을 동반된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단일기관에서 시행된 전향적 개방 연

구로 무작위 배정에 따라 SSRI (escitalopram)와 SNRI (du-

loxetine) 약물을 1:1의 비율로 투여하였다. 제외기준은 다

음과 같다. 1) 조현병, 양극성 장애, 기질성 정신병 등 우울증 

이외의 다른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2) valproic acid, lithium 

등의 기분조절제를 복용하는 경우, 3) 경련성 장애 병력이 

있거나 그로 인해 항경련제를 복용한 적이 있는 경우, 4) 두

부외상이 있거나 뇌 병변이 있는 환자, 5) 류마티스 질환, 

혈액학적 질환, 급성 감염, 암, 급성 심혈관계 질환 및 신장

질환 등 신체 통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과적 문

제가 있는 경우, 6)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자가보고식 설문

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2. 방  법

대상자들은 본원 정신건강의학과 내원 시 무작위 배정에 

따라 1:1의 비율로 SSRI (escitalopram)와 SNRI (dulox-

etine) 약물을 투여 받았으며 SSRIs군(25명), SNRIs군(25명)

으로 나뉘어졌다. 치료 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척

도를 사용하여 증상의 변화를 평가하고 의사의 임상적 판

단에 따라 약물 용량을 조절하였다(escitalopram 5~20 mg, 

duloxetine 30~60 mg). 또한 필요한 경우 SSRI, SNRI 약물 

이외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lorazepam 기준 1 mg까지 허

용)을 병용하여 투여하였다. 

각 항우울제를 투여 받기 시작한 시점과 6주가 지난 시점

에 한국판 해밀턴 우울증 평가척도(Korean version of the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K-HDRS)를 평가하였

고 통증에 대한 시각적 비율 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와, 환자 건강 설문지(Patient Health Questionnare-15, 

PHQ-15)로 통증과 신체증상을 평가하였다. K-HDRS의 경

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 의해 평가되었고 VAS와 PHQ-

15는 환자의 주관적인 평가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인제의

대 일산백병원 임상연구 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2019-05-015)을 받았다.

3. 평가도구 

1)  한국판 해밀턴 우울증 평가척도(Korean version of the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K-HDRS)29)

우울증상 평가를 위해 Hamilton이 개발한 척도로서 17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Yi 등30)에 의하여 표준화

되었다. 우울증상과 관련된 정신병리 및 심리 측정도구로서 

우울증의 신체화 증상을 포함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심한 

우울증을 나타낸다.

2) 시각적 비율 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31)

대상자들이 호소하는 통증의 정도는 VAS로 측정하였다. 

0~10 사이에서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인 통증의 정도를 표시

하여 통증이 없을 때는 0, 가장 심한 통증은 10으로 표시한다. 

3)  환자 건강 설문지(Patient Health Questionnare-15, 

PHQ-15)32)

주관적 신체증상은 Spitzer 등이 개발한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PHQ)를 Kroenke 등이 15문항으로 간추린 

도구를 한국어판으로 번안한 한국어판 Patient Health Ques-

tionnaire-15 (PHQ-15)를 통해 측정하였다. 지난 4주 동안 

신체 증상을 경험한 정도를 3점 척도(0=“전혀 시달리지 않

음”, 1=“약간 시달림”, 2=“대단히 시달림”)로 한다. 총 15문

항이며 총점은 0점에서 30점으로 신체증상의 심각성을 파악

하는데, 0~4점의 경우 최소 수준, 5~9점의 경우 경한 수준, 

10~14점의 경우 중등도 수준, 15~30점의 경우 고도 수준으

로 판정한다. 문항의 예로는 ‘위통’, ‘허리 통증’, ‘팔, 다리, 관

절(무릎, 고관절 등)의 통증뿐만 아니라 어지러움, 기절할 것 

같음, 심장이 빨리 뜀, 숨이 참, 메슥거림, 피로감 등이 있다. 

PHQ-15는 국내에서 신체증상의 심각도를 평가하기 위한 

적절성이 입증되었으며, 우울증과 신체증상의 평가, 신체형 

장애를 진단하는데 이용되고 있다.33)

4. 통계분석

우울감, 통증, 그리고 신체 증상에 대한 SSRI군과 SNRI

군의 약물의 효과를 확인하고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을 통해 

두 군 사이에 성별 분포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고, 정규

분포를 만족하여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를 통

해 두 군에서 나이, 투여 전과 6주 후 K-HDRS, VAS, PHQ-9

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을 시행하였다. 두 군의 투여 전 PHQ-

1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p=0.040), 집단간 

사전 측정치를 공분산으로 하는 공분산 분석(ANC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약물 군과 시점을 변인으로 한 이원배

치 반복측정 분산분석(Two-way repeated-measure ANO-

VA)으로 SSRI군과 SNRI 군에서 약물 투여 전과 투여 6주

후의 KHDRS, VAS, PHQ-15 점수 변화를 분석하였다. 통

계적 유의성은 p＜0.05를 기준으로 하고,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25.0 version, IBM Corp., Armonk, NY, USA)를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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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change in K-HDRS score for six weeks of treatment. 
Two-way repeated measure ANOVA, group effect : df=1 ; 
f=0.014 ; p=0.906, time effect : df=1 ; f=110.633 ; p=0.000, 
group×time effect : df=1 ; f=0.003 ; p=0.960. K-HDRS : Korean 
version of the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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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change in VAS score for six weeks of treatment. Two-
way repeated measure ANOVA, group effect : df=1 ; f=0.164 ; 
p=0.688, time effect : df=1 ; f=70.635 ; p=0.000, group×time ef-
fect : df=1 ; f=0.625 ; p=0.434. VAS : Visual analogu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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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인구통계학적 정보 및 임상적 자료 

본 연구에서는 총 50명의 연구 대상자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 중 7명의 환자가 약물 비순응(n=6), 약물 부작용(n=1) 등

으로 중도 탈락하였다. 최종분석에 포함된 환자들은 총 43명

이었고, 남성이 18명, 여성이 25명이었다. 모두 주요우울장

애로 진단 받았으며, 평균 연령은 72.53±7.30세이었다. 항

우울제의 종류에 따라 두 군으로 나누었는데 이 중 SSRI군

은 20명(평균연령 72.70±7.55세)이었으며, SNRI군은 23명

(평균연령 72.39±7.25세)이었다. 두 군간의 나이, 성별에 대

한 차이는 없었으며 약물 투여 전 K-HDRS, VAS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2. 약물치료 전후 효과 비교 및 약물군간 비교 

K-HDRS에서 SSRI 군은 약물 투여 전 19.80±4.66에서 

투여 6주 후 9.25±4.82으로, SNRI 군에서도 약물 투여 전 

19.96±3.98에서 투여 6주 후 9.30±4.12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감소를 보였다(F=110.633 ; df=1 ; p＜0.001). 두 군 간의 

효과의 차이는 없었으며(F=0.014 ; df=1 ; p=0.906), 약물 

군과 시점을 변인으로 한 양군간의 시점에 따른 K-HDRS 

점수의 유의한 차이도 없었다(F=0.003 ; df=1 ; p=0.960)

(Fig. 1). VAS는 SSRI 군에서 약물 투여 전 5.45±2.59에서 

투여 6주 후 2.75±1.89으로, SNRI 군에서는 투여 전 5.96±

1.64에서 투여 6주 후 2.70±2.44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

(F=70.635 ; df=1 ; p＜0.001), 역시 두 군 간의 효과의 차이

는 보이지 않았고(F=0.164 ; df=1 ; p=0.688), 약물 군과 시

점을 변인으로 한 양군간의 시점에 따른 VAS 점수의 유의

한 차이도 없었다(F=0.625 ; df=1 ; p=0.434) (Fig. 2). PHQ-

15의 경우 SSRI 군은 약물 투여 전 14.00±5.82에서 6.40±

4.95으로, SNRI는 약물 투여 전 10.87±3.76에서 투여 6주 

후 5.57±3.30으로 유의한 호전이 있었다(F=24.072 ; df=1 ; 

p＜0.001). PHQ-15 역시 두 군 간의 효과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F=0.160 ; df=1 ; p=0.691), 약물 군과 시점을 변인으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clinical data of patients 

SSRI (n=20) SNRI (n=23) p-value
Age, mean (SD) 72.70 (7.55) 72.39 (7.25) 0.137
Sex (M/F)† 7 (35.0%)/13 (65.0%) 11 (47.8%)/12 (52.2%) 0.395
KHDRS-baseline (SD) 19.80 (4.66) 19.96 (3.98) 0.906
KHDRS-6 weeks (SD) 9.25 (4.88) 9.30 (4.12) 0.968
VAS-pain-baseline (SD) 5.45 (2.58) 5.96 (1.64) 0.441
VAS-pain-6 weeks (SD) 2.75 (1.88) 2.70 (2.44) 0.936
PHQ-15-baseline (SD) 14.00 (5.82) 10.87 (3.76) 0.040*
PHQ-15-6 weeks (SD)‡ 6.40 (4.95) 5.57 (3.30) 0.691
The data represent mean (SD). * : Significant at p＜0.05 by independent-test, †: Chi-square statistics was used, ‡: Analysis of 
covariance (ANCOVA) statistics was used, Independent-test was used for the other variables. SSRI :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SNRI : Serotonin Norepinephrine Reuptake Inhibitor, K-HDRS : Korean version of the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VAS : Visual analogue scale, PHQ-15 : Patient Health Questionnare-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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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양군간의 시점에 따른 PHQ-15 점수의 유의한 차이

도 없었다(F=0.160 ; df=1；p=0.691) (Fig. 3, Table 2).

　

고       찰

본 연구는 통증 및 신체 증상이 동반된 노인 우울증 환자

에서 통증과 신체증상에 대한 SSRI와 SNRI의 효과를 비교

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SSRI, SNRI가 우울감은 물론 통증과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 SSRI

군과 SNRI군에서 K-HDRS, VAS, PHQ-15 모두 투여 전에 

비해 6주 후의 측정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호전되었고, 

두 군 간의 효과의 차이가 없음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SNRI가 통증뿐만 아니라 신체증상 개선에도 효과가 있으

며, SSRI 또한 노인 우울증 환자의 통증과 신체증상에 유의

한 개선 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통증에 대한 항우울제 연구는 많이 시도되고 있으며, 기

존 여러 연구를 통해 SNRI의 신경병성 통증에 대한 효과가 

입증되었고 항콜린성 부작용이 적어 노인환자에서도 적합

한 것으로 밝혀졌다.34,35) 현재 SNRI 중 하나인 duloxetine은 

2008년 6월에 FDA로부터 섬유근육통에 적응증을 받았고 

국내에서도 2009년 12월에 적응증을 받았다.36) 또 다른 SNRI

인 milnacipran 역시 2009년 1월에 FDA로부터 섬유근육통

에 적응증을 받은 상태이다.37) 그러나 SSRI의 경우 우울증

에는 좋은 효과를 보이지만 신경병성 통증에 대한 효과는 

적다고 알려져 있으며, 만성통증 환자에서 SSRI 계열은 제

제 들마다 통증 개선의 차이를 보이며, 효과가 없거나 일부 

증례에서만 효과가 보고 되었다.38-40) 앞에서 SNRI의 통증에 

대한 효과를 언급할 때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재흡

수 억제, 특히 노르에피네프린의 재흡수 억제로 인한 통증 

개선효과를 설명하였는데, 실제로 신경통증에 효과가 입증

된 항우울제는 모두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차단과 관련이 

있었다.4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SNRI 뿐만 아니라 SSRI도 통증 개

선에 효과가 있어 기존 연구 결과들과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SSRI와 SNRI군 모두 우울 증상에 있

어 유의한 호전을 보였는데, 통증과 우울증이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 우울증의 호전이 통증을 간접적으로 개선시킨 것

으로 생각된다. 지난 몇 십년에 걸쳐 우울증과 만성통증 사

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만성 

통증환자에서 암, 당뇨병, 신경계 질환 등 다른 만성질환 환

자에 비해 우울증의 유병률은 50%로 매우 높은데,42) 지속적 

통증은 우울증을 유발하고 통증의 정도와 빈도가 높을 수록 

더욱 심한 우울증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우

울증은 통증의 역치를 감소시켜 진통제의 요구량을 증가시

킨다. 우울증과 만성 통증, 두 질환은 병태 생리학적 기전에

서도 많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43) 과거의 이론으로는 통증

에 대한 우울증이나 불안 등 심리적 요인의 영향에 대해 설

명이 어려웠으나 1960년 중반 Melzack에 의한 관문 조절 

이론44)부터 다차원적 개념으로 통증의 감각적 요소 외에 정

서적 요소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통증에 대한 심리적 영향이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관문 조절 이론은 뇌에서 내려오는 

하행성 억제계가 척수에서 오는 신경흥분의 유입을 조정한

다고 설명하며 대뇌피질에서 의해 매개되는 정서 및 인지 

Table 2. The comparison of K-HDRS, VAS, PHQ-15 score at base-
line and after 6 weeks in both groups

Baseline 6 weeks
KHDRS*

SSRI 19.80±4.663 9.25±4.822
SNRI 19.96±3.983 9.30±4.117

VAS†

SSRI 5.45±2.585 2.75±1.888
SNRI 5.96±1.637 2.70±2.439

PHQ-15‡

SSRI 14.00±5.822 6.40±4.946
SNRI 10.87±3.757 5.57±3.300

The data represent mean (SD). * : two-way repeated measure 
ANOVA , group effect ： df=1 ; f=0.014 ; p=0.906 , time effect ：
df=1 ; f=110.633 ； p=0.000, group×time effect ： df=1 ； f=0.003 ; 
P=0.960, †: two-way repeated measure ANOVA , group ef-
fect ： df=1 ; f=0.164 ; p=0.688, time effect ： df=1 ; f=70.635 ；
p=0.000, group×time effect ： df=1 ； f=0.625 ; p=0.434, ‡: two-
way repeated measure ANOVA, group effect ： df=1 ; f=0.160 ; 
p=0.691, time effect ： df=1 ; f=24.072 ； p=0.000, group×time 
effect ： df=1 ； f=0.160 ; p=0.691. K-HDRS : Korean version of 
the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VAS : Visual analogue 
scale, PHQ-15 : Patient Health Questionnare-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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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change in PHQ-15 score for six weeks of treatment. 
Two-way repeated measure ANOVA, group effect : df=1 ; 
f=0.160 ; p=0.691, time effect : df=1 ; f=24.072 ; p=0.000, 
group×time effect : df=1 ; f=0.160 ; p=0.691. PHQ-15 : Patient 
Health Questionnare-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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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통증을 증감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즉 우울

증은 통증 경험에 매우 중요하며 항우울제는 하향통증 억제

계에 작용하여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1999년 Melzack이 새롭게 제안한 neuromatrix이론45)에

서도 통증은 neuromatrix인 신경네트워크의 산물이며 유전, 

감각, 인지, 정서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통증이 우울증을 

포함한 정서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되고 있다.46) 

우울증과 통증에 공통적으로 연관된 신경전달물질의 이

상도 보고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norepinephrine, gamma-

aminobutyric acid, serotonin의 감소와 glutamate와 sub-

stance P의 증가이며, 그 외에 corticotropin-releasing factor 

(CRF), cytokine 등도 통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47) 우울증 환자에서 발견되는 해마, 편도 등 뇌 조직의 

기능장애가 만성 통증에서도 증명된 바 있다.48) 따라서 우울

증 환자에서 우울 증상의 호전은 통증의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우울증이 동반된 통증 환자에서 SSRI에 의

해 통증이 호전되었던 기존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며,49) SNRI

군 뿐만 아니라 SSRI군에서도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이는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SSRI의 통증에 대한 효과는 약물에 따라 차이를 보이

며 효과가 일관되지 않다. 또한 SSRI에서 감정 상태의 개선

에도 불구하고 통증의 개선 효과는 없는 결과를 보인 연구

도 있다.50) 항우울제가 통증치료에 광범위하게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통증을 호전시키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으며,51) 통증에 대한 항우울제의 작용 기전에 대해

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울증 환자에서 신체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는 흔하며 우

울증과 신체증상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고한 대규모 연

구들이 있다.52,53) 연구들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의 반 이상에

서 심리적 증상이 아닌 피로감, 식욕의 변화, 소화불량 등 신

체증상이 우세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신체증상에 따라 우

울증 치료의 부담이 증가되며 장애의 심각도도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에서의 신체증상은 중요한 문제이며, 이

에 대한 약물 치료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우울증에 동반

된 통증뿐만 아니라 식욕부진, 호흡곤란, 구역, 구토 등 다

양한 신체증상에 fluoxetine을 사용하여 치료 효과를 검토

한 연구에서 fluoxetine 20mg을 8주간 사용한 결과, 유의미

한 신체증상의 호전이 있었다.54) 그 외에 citalopram을 사용

하였을 때 전반적인 우울증상의 호전과 더불어 복통과 더부

룩한 증상이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55) 

SNRI인 venlafaxine으로 치료 하였을 때에도 전반적인 신

체증상 및 기분증상이 호전 되었다는 보고가 있다.56) 한편 

항우울제가 소화기 질환과 연관된 신체증상을 호전시킨다

는 연구결과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13개의 연구에 

근거한 1,71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에서 항우

울제는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치료에 효과적이었다.57) 최근 

SSRI에 대한 연구를 보면, fluoxetine의 경우 과민성대장증

후군(irritable bowel syndrome, IBS)의 증상을 호전 시켰고, 

우울증을 가진 기능성 소화불량(functional dyspepsia, FD)

환자에서도 효과적이었다.58) 기능성 위장관 장애(functional 

gastrointestinal disorder, FGID) 및 IBS와 같은 내과적 질

환에서 정신과적 장애의 공존 유병률은 매우 높으며59) 특히 

우울장애와 불안장애가 높은 연관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 증상에 대한 두 약물의 효과를 비교하였으며 기존에 

치료효과가 확인된 SSRI뿐만 아니라 SNRI에서도 신체증

상이 개선됨을 알 수 있었다. 

노인 우울증환자들은 우울증상을 직접적으로 호소하기보

다는 우울에 수반된 건강염려증, 피로, 식욕상실, 수면의 어

려움 및 신체 증상 등을 먼저 호소하는 경향이 있어 신체 증

상(Somatic complaints)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60) 이러한 노인 환자들의 신체증상 호소로 인해 우울증

의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노인 우울증을 적

절히 치료하지 않을 경우 심리적 손상, 경제적 손실, 신체적 

질환 등이 유발되어 더욱 심각한 상태로 진행될 수 있기 때

문에 적절한 중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SSRI, SNRI 두 군 모두에서 노인 우울증 환자의 

통증 및 신체 증상이 유의하게 호전됨을 확인하였다. 노인

은 약물 역동이나 신체 생리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부작

용이나 약물 상호작용에 민감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사

항이 많으며 더욱 신중한 약물 선택이 중요하다.61) 본 연구 

결과는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노인 환자들에게 적절한 항우

울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 임상실제에서 실질적인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불안제 등의 

병용약물의 효과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였다. 신체증상 및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는 불안이 기저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불안제가 증상의 호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통증 및 신체 증상에 대한 평가를 상당부분 환

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고령의 환자도 포함되어 있어 신

체증상이나 통증의 정도를 주관적으로 보고할 때 정확성이 

저하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연구에 모집된 환자들이 

모두 하나의 기관에서 모집되었고 집단의 크기가 크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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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이 6주로 상대적으로 짧았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편향되었을 수 있다. 넷째, 약물 투약 및 평가에 있어 눈가

림을 시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구자의 편견이 결과에 영

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 SSRI, SNRI가 통

증과 통증 이외 전반적인 신체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

하여 비교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특히 신체화 증상

이 두드러지는 노인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통증에 

대한 SNRI의 효과가 널리 알려져 있지만 노인 우울증 환자

에서 SNRI 만큼 SSRI도 통증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항우울제의 경우 대부분 장기적으로 투약하는 경우

가 많으므로 향후에는 위에서 언급한 제한점들을 보완하여 

약물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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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통증 및 신체증상이 동반된 노인 우울증 환자에서 기분증상 및 통증, 신체 증상에 대한 선택적 세

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SSRI)와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

제제(Serotonin Norepinephrine Reuptake Inhibitor, SNRI)의 치료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방  법

본 연구는 단일 기관에서 시행된 전향적 개방연구로 DSM-5 진단기준에 의해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은 총 

43명의 대상자들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평균연령 : 72.53세, 여성 58.1%). 대상군은 SSRI, SNRI 두 군으로 

분류되었고 우울, 통증 및 신체증상은 각각 한국판 해밀턴 우울증 평가척도(Korean version of the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K-HDRS), 시각적 비율 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 환자 건강 설문지(Pa-

tient Health Questionnare-15, PHQ-15)를 사용하여 평가되었다. 이원배치 반복측정 분산분석(Two-way 

repeated-measure ANOVA)으로 약물 투여 전과 투여 후 6주의 KHDRS, VAS, PHQ-15 점수 변화를 분석하

였다.

결  과

SSRI군과 SNRI군에서 K-HDRS, VAS, PHQ-15 모두 약물 투약 전에 비해 6주 후의 점수가 유의하게 호전

되었으며, 두 군 간에 호전 정도의 차이는 없었다. 

결  론

노인 우울증 환자에서 SSRI, SNRI 모두 통증 및 신체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통

증 및 신체증상을 호소하는 노인 우울증 환자에게 약물치료를 시행할 때 선택할 수 있는 항우울제 처방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약물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심 단어： 노인 우울증·신체증상·통증·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