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Hamilton 우울증 평가 척도
1. 우울한 기분 (슬픔, 절망감, 무력감, 무가치감)
0 없다.
1 물어보았을 때만 우울한 기분이라고 말한다.
2 자발적으로 우울한 기분이라고 말한다.
3 얼굴 표정, 자세, 목소리, 쉽게 우는 경향과 같은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 우울한 기분을 나타낸다.
4 오로지 우울한 기분만을,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나타낸다.
2. 죄책감
0 없다.
1 자책하거나 자신이 사람들을 실망시킨다고 느낀다.
2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던가 과거의 실수나 자신이 한 나쁜 행위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한다.
3 현재의 병을 벌로 여긴다. 죄책망상이 있다.
4 비난 또는 탄핵하는 목소리를 듣거나 위협적인 환시를 경험한다.
3. 자 살
0 없다.
1 인생이 살 가치가 없다고 느낀다.
2 차라리 죽었으면 하거나 죽는 것에 대한 상상을 한다.
3 자살 사고가 있거나 자살기도처럼 볼 수 있는 행동을 한다.
4 심각한 자살 기도를 한다.
4. 초기 불면증
0 잠드는 데 어려움이 없다.
1 간간이 잠들기가 어렵다(잠드는 데 30분 이상 걸린다).
2 매일 밤 잠들기가 어렵다.
5. 중기 불면증
0 어려움이 없다.
1 편하고 깊게 자지 못한다.
2 한밤중에 깨어 뒤척이거나 잠자리에서 벗어나는 경우 2점으로 평가한다(소변을 보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6. 말기 불면증
0 어려움이 없다.
1 새벽에 깨지만 다시 잠이 든다.
2 일단 깨어나면 다시 잠들 수 없다.
7. 일과 활동
0 어려움이 없다.
1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느낀다. 일이나 취미와 같은 활동에 대해 피로하거나 기력이 떨어졌다고 느낀다.
2 일이나 취미와 같은 활동에 흥미를 잃는다 - 환자가 직접 이야기하거나 무관심, 우유부단, 망설임을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낸다(일이나 활동을 억지로 한다고 느낀다).
3 활동 시간이 줄거나 생산성이 떨어져 있다. 입원 환자의 경우, 병동생활에서의 개인적인 자질구레한 일을 제외한
활동(원내 작업이나 취미)에 보내는 시간이 하루 3시간을 넘지 못한다.
4 현재의 병 때문에 일을 중단한다. 입원 환자의 경우, 병동생활에서의 개인적인 자질구레한 일 이외에는 전혀 활동을
하지 않거나 도움 없이는 병동생활에서의 개인적인 자질구레한 일도 해내지 못한다.
8. 지 체(생각과 말이 느려짐；집중력 저하；운동활성의 저하)
0 정상적으로 말하고 생각한다.
1 면담할 때 약간 지체되어 있다.
2 면담할 때 뚜렷이 지체되어 있다.
3 면담이 어려울 정도로 지체되어 있다.
4 완전한 혼미 상태에 있다.

9. 초 조
0 없다.
1 조금 초조한 듯하다.
2 손이나 머리카락 등을 만지작거린다.
3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몸을 자꾸 움직인다.
4 손을 비비꼬거나 손톱을 물어뜯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입술을 깨문다.
10. 정신적 불안
0 없다.
1 긴장감과 과민함을 느낀다.
2 사소한 일들에 대해 걱정을 한다.
3 얼굴 표정이나 말에서 염려하는 태도가 뚜렷하다.
4 묻지 않아도 심한 공포가 드러난다.
11. 신체적 불안 불안의 생리적 현상：
0 없다. 위장관계 - 입마름, 방귀, 소화불량, 설사, 심한 복통, 트림
1 경도. 심혈관계 - 심계항진, 두통
2 중등도. 호흡기계 - 과호흡, 한숨
3 고도. 호흡기계 - 빈뇨, 발한
4 최고도(기능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이다).
12. 위장관계 신체증상
0 없다.
1 입맛을 잃었지만 치료진의 격려 없이도 먹는다. 속이 더부룩하다.
2 치료진의 강요 없이는 잘 먹지 않는다. 하제나 소화제 등 위장관계 증상에 대한 약제를 요구하거나 필요로 한다.
13. 전반적인 신체증상
0 없다.
1 팔, 다리, 등, 머리가 무겁다. 등의 통증, 두통, 근육통. 기운이 없고 쉽게 피곤해진다.
2 매우 뚜렷한 신체증상이 있다.
14. 성적인 증상
증상：성욕 감퇴 월경 불순 등
0 없다. 증상：
1 경도.
2 고도.
15. 건강염려증
0 없다.
1 몸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2 건강에 대해 집착한다.
3 건강이 나쁘다고 자주 호소하거나 도움을 청한다.
4 건강염려증적 망상이 있다.
16. 체중감소 A 또는 B로 평가한다.
A. 병력에 의해 평가할 때
0 체중감소가 없다.
1 현재의 병으로 인해 체중감소가 있는 것 같다.
2 (환자에 따르면) 확실한 체중감소가 있다.

B. 매주 체중 변화를 측정했을 때
0 주당 0.5㎏ 미만의 체중감소.
1 주당 0.5㎏ 이상, 1㎏ 미만의 체중감소.
2 주당 1㎏ 이상의 체중감소.

17. 병 식
0 자신이 우울하고 병들었다는 것을 인식한다.
1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음식, 날씨, 과로, 바이러스, 휴식 부족 등이 이유라고 생각한다.
2 자신의 병을 전적으로 부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