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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외래우울증 외래 1차 적정성 평가 결과 1차 적정성 평가 결과

□ 평가배경 및 목적

○ 우울증 유병률은 7.7%로 높고, 사회적 편견 및 적절한 조기 치료 부족 

등으로 인해 자살 등의 정신보건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우울증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요구 증대

○ 우울증 평가를 통해 근거 기반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진료 지속성을 향상

시키고자 함

□ 평가대상

○ 대상기간: 2021년 1월~ 2021년 6월(6개월) 외래 진료분

○ 대상환자: 만 18세 이상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의 조작적 정의
    평가대상기간 중 첫 방문일 6개월 이전 기간 동안 우울증 상병으로 항우울제나 정신요법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

○ 대상기관: 4,224기관 (상급종합병원 45기관, 종합병원 290기관, 병원 328기관,
요양병원 19기관, 정신병원 168기관, 의원 3,374기관)

     ※ 대상건수(483,078건): 상급종합병원 12,760건(2.6%), 종합병원 57,831건(12.0%), 병원 21,506건(4.5%), 

요양병원 579건(0.1%), 정신병원 16,988건(3.5%), 의원 373,414건(77.3%)

□ 평가결과

○ 지표별·종별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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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별·종별 평가결과 요약>                                                             (단위: %, %p)

구분 지표명 예비
(A)

1차 결과
증감

(B-A)전체
(B)

상급
종합

종합
병원

병원주) 요양
병원주)

정신
병원주) 의원

평가
지표

(과정 4)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

31.3 39.4 23.6 24.5 19.2 18.1 44.5 43.2 8.1▲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 14.3 21.5 10.2 8.6 4.8 4.1 22.4 24.9 7.2▲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13.8 31.4 24.3 20.1 9.0 12.8 34.1 34.6 17.6▲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 6.8 22.6 47.3 20.8 3.0 1.4 8.4 23.1 15.8▲

모니
터링
지표

(과정 2)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 지속률

22.9 25.8 56.6 32.9 17.4 30.7 29.4 24.2 2.9▲

항우울제 180일 이상 
처방 지속률

14.4 16.4 40.8 22.5 11.4 24.6 17.7 15.0 2.0▲

주) 정신병원 종별 신설(의료법 개정, 21.3.5 시행)

○ 우울증 평가대상과 기관의 종별 현황

<종별 평가대상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분 평가대상
종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기관수
4,224 45 290 328 19 168 3,374

(100.0) (1.1) (6.9) (7.8) (0.4) (4.0) (79.9)

환자수

전체
483,078 12,760 57,831 21,506 579 16,988 373,41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신건강
의학과*

291,546 5,030 19,510 3,027 182 16,950 246,847

(60.4) (39.4) (33.7) (14.1) (31.4) (99.8) (66.1)

이외 
진료과*

191,532 7,730 38,321 18,479 397 38 126,567
(39.6) (60.6) (66.3) (85.9) (68.6) (0.2) (33.9)

* 의원: 의료기관의 표시과목 기준, 병원급 이상: 청구명세서에 기재된 진료과목

○ 종합점수

- 산출방법: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한 후 종합점수를 산출하고, 평가 대상 

기관을 종합점수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

- 종합점수: 전체 평균 43.2점 (상급종합병원 64.0점, 종합병원 42.9점,

병원 31.4점, 요양병원 30.6점, 정신병원 48.6점, 의원 43.9점)

○ 평가등급

- 1등급 651기관(15.4%), 5등급 710기관(16.8%)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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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별 종별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대상기관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전체 4,224 (100.0) 45 (1.1) 290 (6.9) 328 (7.8) 19 (0.4) 168 (4.0) 3,374 (79.9)

1등급 651 (100.0) 18 (2.8) 30 (4.6) 2 (0.3) 0 (0.0) 12 (1.8) 589 (90.5)

2등급 461 (100.0) 10 (2.2) 29 (6.3) 8 (1.7) 1 (0.2) 39 (8.5) 374 (81.1)

3등급 830 (100.0) 11 (1.3) 77 (9.3) 46 (5.5) 2 (0.2) 83 (10.0) 611 (73.6)

4등급 1,572 (100.0) 6 (0.4) 142 (9.0) 230 (14.6) 12 (0.8) 34 (2.2) 1,148 (73.0)

5등급 710 (100.0) 0 (0.0) 12 (1.7) 42 (5.9) 4 (0.6) 0 (0.0) 652 (91.8)

주. 1등급: 70점 이상, 2등급: 55점~70점미만, 3등급: 40점~55점미만, 4등급: 25점~40점미만, 5등급: 25점미만

    - 시도별 평가등급 현황 및 의원급 1·2등급 현황

<시도별 평가등급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대상기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전체 4,224 (100.0) 651 (15.4) 461 (10.9) 830 (19.6) 1,572 (37.2) 710 (16.8)

서울 933 (100.0) 272 (29.2) 111 (11.9) 156 (16.7) 257 (27.5) 137 (14.7)

경인
경기 905 (100.0) 151 (16.7) 105 (11.6) 169 (18.7) 310 (34.3) 170 (18.8)

인천 177 (100.0) 25 (14.1) 20 (11.3) 35 (19.8) 61 (34.5) 36 (20.3)

강원 116 (100.0) 5 (4.3) 14 (12.1) 18 (15.5) 56 (48.3) 23 (19.8)

충청

충북 141 (100.0) 8 (5.7) 8 (5.7) 27 (19.1) 66 (46.8) 32 (22.7)

충남 170 (100.0) 11 (6.5) 10 (5.9) 40 (23.5) 77 (45.3) 32 (18.8)

대전 142 (100.0) 21 (14.8) 16 (11.3) 45 (31.7) 36 (25.4) 24 (16.9)

세종 22 (100.0) 4 (18.2) 5 (22.7) 3 (13.6) 4 (18.2) 6 (27.3)

전라

전북 198 (100.0) 18 (9.1) 19 (9.6) 35 (17.7) 93 (47.0) 33 (16.7)

전남 183 (100.0) 8 (4.4) 6 (3.3) 33 (18.0) 107 (58.5) 29 (15.8)

광주 136 (100.0) 17 (12.5) 20 (14.7) 35 (25.7) 48 (35.3) 16 (11.8)

경상

경북 213 (100.0) 7 (3.3) 11 (5.2) 48 (22.5) 113 (53.1) 34 (16.0)
경남 235 (100.0) 14 (6.0) 20 (8.5) 43 (18.3) 113 (48.1) 45 (19.1)
부산 300 (100.0) 51 (17.0) 50 (16.7) 67 (22.3) 94 (31.3) 38 (12.7)
대구 239 (100.0) 28 (11.7) 29 (12.1) 52 (21.8) 94 (39.3) 36 (15.1)
울산 62 (100.0) 3 (4.8) 11 (17.7) 13 (21.0) 26 (41.9) 9 (14.5)

제주 52 (100.0) 8 (15.4) 6 (11.5) 11 (21.2) 17 (32.7) 10 (19.2)

<의원급 시도별 1·2등급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대상기관 1등급 2등급

전체 3,374 (100.0) 589 (17.5) 374 (11.1)
서울 815 (100.0) 253 (31.0) 101 (12.4)

경인 경기 729 (100.0) 134 (18.4) 82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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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30 (100.0) 19 (14.6) 15 (11.5)

강원 91 (100.0) 5 (5.5) 10 (11.0)

충청

충북 110 (100.0) 7 (6.4) 5 (4.5)
충남 129 (100.0) 8 (6.2) 6 (4.7)

대전 121 (100.0) 18 (14.9) 14 (11.6)

세종 21 (100.0) 4 (19.0) 4 (19.0)

전라

전북 168 (100.0) 18 (10.7) 15 (8.9)

전남 128 (100.0) 8 (6.3) 4 (3.1)

광주 99 (100.0) 15 (15.2) 12 (12.1)

경상

경북 158 (100.0) 5 (3.2) 8 (5.1)

경남 161 (100.0) 12 (7.5) 16 (9.9)

부산 230 (100.0) 47 (20.4) 42 (18.3)

대구 194 (100.0) 26 (13.4) 26 (13.4)

울산 46 (100.0) 3 (6.5) 9 (19.6)

제주 44 (100.0) 7 (15.9) 5 (11.4)

주. 종합점수 평균은 3등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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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정의와 세부기준(1차 평가)

지표 1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

정 의 첫 방문 후 3주 이내 외래에 재방문한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비율

선정 근거

⦁우울증의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정신요법 치료로 나뉘는데, 약물 치료는 
초기 단계적 증량 및 부작용 관리가 향후 약물효과나 약물 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며, 정신치료는 치료 초기에 빈도를 높일수록 우울증 개선에 도움이 됨

⦁초기 치료의 반응에 따라 관해에 이르는 비율이 달라지므로 항우울제 최초 
처방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초기 치료 반응과 부작용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른 약물 조정 필요

산출식
첫 방문 후 3주 이내에 외래 재방문한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수

× 100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수

세부 기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우울증 상병이 있는 환자에서 평가대상 기간 중 첫 방문일
로부터 6개월 이전 기간 동안 항우울제나 정신요법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

⦁(첫 방문) 우울증 상병으로 평가대상 기간 내 처음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재방문) 첫 방문 다음날부터 3주(21일) 이내 우울증 상병으로 동일 요양기관 

외래를 방문하여 항우울제 처방 및/또는 정신요법이 이루어진 경우

지표 운용 평가지표

지표 2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

정 의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외래에 방문한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비율

선정 근거

⦁초기의 단계적 항우울제 증량 및 약물의 부작용 관리가 향후 약물순응도 및 
치료효과에 영향을 주며 정신치료도 초기 횟수를 높여야 우울증상 개선에 
효과적임 

⦁또한, 치료 초기에 정기적인 자살 위험성의 모니터링 필요

산출식
첫 방문 후 8주 이내에 3회 이상 외래 방문한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수

× 100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수

세부 기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우울증 상병이 있는 환자에서 평가대상 기간 중 첫 방문일
로부터 6개월 이전 기간 동안 항우울제나 정신요법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

⦁(첫 방문) 우울증 상병으로 평가대상 기간 내 처음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3회 이상 방문) 첫 방문 다음날부터 8주(56일) 이내 우울증 상병으로 동일 
요양기관에서 항우울제 처방 및/또는 정신요법이 이루어진 외래 방문이 3회 
이상인 경우

지표 운용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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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3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정 의 우울증상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우울증상을 초기에 평가한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비율

선정 근거

⦁우울증 초기에 우울증상평가척도를 이용하여 우울증의 심각도와 공존질환,
치료예후 등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환자 맞춤형 치료전략을 계획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우울증 치료가 될 수 있음

⦁치료 후 우울증상평가척도를 이용한 재평가를 통하여 객관적인 치료 정도를 확인 가능

산출식

우울증상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우울증상을 초기에 평가한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수 × 100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수

세부 기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우울증 상병이 있는 환자에서 평가대상 기간 중 첫 방문일
로부터 6개월 이전 기간 동안 항우울제나 정신요법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

⦁(초기평가 시기) 우울증 상병으로 외래 첫 방문한 날부터 1개월(30일) 이내
⦁(우울증상평가척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재 우울증상평가척도

지표 운용 평가지표

지표 4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

정 의
우울증상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 후 우울증상을 재평가한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비율

선정 근거
우울증 치료에서 환자 상태의 모니터링은 매우 중요하며 우울증상평가척도를 
사용하여 환자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함

산출식

분모 대상 중 우울증상을 재평가한 환자 수

× 100우울증상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우울증상을 초기에 평가한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수

세부 기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우울증 상병이 있는 환자에서 평가대상 기간 중 첫 방문일
로부터 6개월 이전 기간 동안 항우울제나 정신요법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

⦁(초기평가 시기) 우울증 상병으로 외래 첫 방문한 날부터 1개월(30일) 이내
⦁(재평가 시기) 우울증 상병으로 초기평가 한 날부터 2주 이후(15일)~ 첫 방문한 

날부터 4개월(120일) 이내
⦁(우울증상평가척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재 우울증상평가척도

지표 운용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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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5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 지속률

정 의 항우울제를 84일 이상 지속 처방받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비율

선정 근거
급성기 우울증 치료의 목표인 관해에 이르기 위한 급성기 치료 기간은 3개월 이내이

며 항우울제의 초기 반응을 위한 지속 복용 필요

산출식
84일 이상 항우울제 지속 처방받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수

× 100
항우울제 처방을 받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수

세부 기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우울증 상병이 있는 환자에서 평가대상 기간 중 첫 방문일로부터 6

개월 이전 기간 동안 항우울제나 정신요법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

⦁(항우울제 84일 이상 지속 처방) 우울증 외래 환자의 항우울제 첫 처방 다음날부터 

114일 이내(총 115일 동안) 동일 요양기관에서 항우울제 총 투여일수 합이 84일(12주)

이상

지표 운용 모니터링지표

지표 6 항우울제 180일 이상 처방 지속률

정 의 항우울제를 180일 이상 지속 처방받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비율

선정 근거

⦁우울증의 통상적인 1회 삽화기간은 평균 6개월 정도이며, 대부분의 임상진료지침에

서 유지치료 기간을 6개월 정도 권장함

⦁급성기 우울삽화의 증상 호전, 재발없는 관해 및 회복을 위하여 6-12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가 필요함. 180일 이상 항우울제 치료를 지속한 환자일수록 재발률이 낮아지

거나 사회적 기능 회복의 가능성이 높아짐

산출식
180일 이상 항우울제 지속 처방받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수

× 100
항우울제 처방을 받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수

세부 기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우울증 상병이 있는 환자에서 평가대상 기간 중 첫 방문일로부터 6

개월 이전 기간 동안 항우울제나 정신요법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

⦁(항우울제 180일 이상 지속 처방) 우울증 외래 환자의 항우울제 첫 처방 다음날부터 

231일 이내(총 232일 동안) 동일 요양기관에서 항우울제 총 투여일수 합이 180일(6개월)

이상

지표 운용 모니터링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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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울증 외래 2차 평가 세부시행계획

 1. 평가대상  

○ 대상기간: 2023년 1월 ~ 2023년 6월(6개월) 외래 진료분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의

전체 진료과(한방, 치과 제외)
* 평가대상 15명 미만 의료기관 및 평가대상 기간 중 폐업기관 제외

○ 대상환자: 만 18세 이상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의 조작적 정의

    평가대상기간 중 첫 방문일 6개월 이전 기간 동안 우울증 상병으로 항우울제나 정신요법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

 - (상병 코드)

     ․ F32 우울에피소드*                        ․ F33 재발성 우울장애*

     ․ F38 기타 기분[정동]장애*                 ․ F39 상세불명의 기분[정동]장애

     ․ F341 기분이상(지속성 우울장애)           ․ F348 기타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 F349 상세불명의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 F412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 상병 하위 코드 포함 

 - (상병 범위) 주상병 ~ 부상병 2번째까지

 - (제외 환자) ① 우울증 입원이 있는 우울증 외래환자

               ② 조현병(F20~F28)·조증(F30)·양극성장애(F31)로 입원·외래 우울증 환자 

               ③ 상세불명의 비기질성정신병(F29, 주상병만) 입원·외래 우울증 환자

               ④ 2개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회송이 발생한 우울증 외래환자

               ⑤ 사망환자

 2. 평가기준 및 방법

○ 전체 6개 지표: 평가지표(4개), 모니터링 지표(2개)

구분 평가지표(4개) 모니터링지표(2개)

과정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 지속률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항우울제 180일 이상 처방 지속률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

* 세부기준 변경: 동일기관에 한해 첫 방문일 전 14일 이내 초기평가를 시행한 경우도 인정

** 산출식 변경: (분모대상) 첫 방문 30일 이내 초기평가 시행한 경우 → 전체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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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자료

- 청구명세서, 행정안전부 사망자료

○ 평가방법

- 청구명세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 선정

○ 평가결과 산출

- 평가지표별 결과 및 종별·기관별 결과 산출

- 요양기관별 종합점수 산출 및 평가등급 부여

 3. 종합점수 산출

○ 평가결과를 산출하고 각 가중치를 곱하여 종합점수 산출

○ 종합점수 산출에 따른 5등급 구분하여 공개

※ 지표별 가중치 및 평가등급 구간 등은 2차 평가결과 산출 후 논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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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울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출처: 국민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우울증) 평가도구 (한글판 PHQ-9)

* 본 설문은우울한정도를스스로알아보기위한것입니다. 이질문들이확정된진단을위한것을아니지만높은점수가

나왔을경우에는우울증가능성이높으므로, 더정확한평가를위해서병원에서진료를받아볼것을추천합니다.

○ 지난 2주 동안, 아래 나열되는 증상들에 얼마나 자주 시달렸습니까?

문항
전혀 

아니다
여러 날 
동안

일주일 
이상

거의 
매일

1. 일하는 것에 대한 흥미나 재미가 거의 없음 0 1 2 3

2. 가라앉는 느낌, 우울감 혹은 절망감 0 1 2 3

3. 잠들기 어렵거나 자꾸 깨어남, 혹은 잠을 너무 많이 잠 0 1 2 3

4. 피곤함, 기력이 저하됨 0 1 2 3

5. 식욕 저하 혹은 과식 0 1 2 3

6. 내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느낌 혹은 나 자신을 실패자
라고 느끼거나 나 때문에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느낌

0 1 2 3

7. 신문을 읽거나 TV를 볼 때 집중하기 어려움 0 1 2 3

8. 남들이 알아챌 정도로 거동이나 말이 느림. 또는 반대로 
너무 초초하고 안절부절 못해서 평소보다 많이 돌아다니고 
서성거림

0 1 2 3

9.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등의 생각 혹은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를 자해하는 생각들

0 1 2 3

점수 / 27

○ 총점이 10점 이상으로 주요 우울장애가 의심되거나 또는 9번 문항을 1점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 가까운 병·의원(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방문, 정신건강복지센터(또는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에서 상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