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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ession is a frequent cause of suicide. Although there have been reports that SSRIs might increase 

suicidal ideations and behaviors, most studies found antidepressants are effective treatments of suicidal 

ideations and behaviors. Antidepressants have also been shown to have prophylactic effects in preven-
ting suicidal behaviors. Most double-blind studies do not suggest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ntidepressant 

and the increased suicidality. Our review results suggest that the undertreatments of depression are more sig-
nificant problems with the use of antidepressants in suicidal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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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05년 통계청 발표1)에 의하면 의하면 우리 나라의 

자살사망자는 일일 평균 33명에 이르고 있다. 10만명당 

사망률은 26.1명으로 사망원인 중 암, 뇌혈관 질환, 심

장 질환에 이어서 4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

며 이는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지난 20년간 연평균 5%로 증

가해 1995년의 11.8명에 비해 2.2배 증가했으며 이러

한 증가속도 또한 OECD국가 중 1위이다. 특히 20대, 

30대에서는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증

가는 다른 나라들과 대비되는 것으로 미국의 경우 1990

년부터 99년까지 꾸준한 감소를 보이며 14% 정도가 

줄었다.2) 

자살은 여러 가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원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행동 양상이다. 그 위험인자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이 과거 자살시도, 그리고 정신과 질환의 유무

이다.3-5) 사후 조사에 의하면 자살사망자의 90%에서 

정신과 I축 진단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을 하나이상 가지

고 있으며 이중 가장 흔한 진단(59~87%)이 주요우울 

장애이다.3)4)6)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심한 우울증 

환자에서 많게는 15%까지 자살을 시행한다.7) 이러한 

우울장애에서 자살은 안정(euthymia) 상태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8-10) 두번째로 흔한 요인으로는 알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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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의존이 있다. 자살시도 당시 자살자의 50% 정도가 

술에 취한 상태이고 18%정도의 알코올 중독자가 자살

로 사망한다. 이러한 우울장애와 알코올 의존장애를 동

시에 갖는 비율은 자살 시도 환자의 70~80%에 달한다. 

한편 자살 사망률은 봄과 초여름에 높고 겨울에는 낮

은 양상을 나타낸다.11) 이러한 계절에 따른 자살 사망률

의 차이는 계절변화와 관계된 우울증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계절에 따른 자살 사망률의 변화도 항

우울제의 사용이 증가되면서 사라지는 것이 관찰됐다.12) 

하지만 자살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2002

년 자살사망률의 계절성이 1990년과 비교해 크게 다르

지 않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13) 

본 연구는 계속적인 논란이 있는 항우울제 사용으로 

인한 자살 위험에 대해 조사해보고 임상의로서 항우울

제 처방시 고려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검색식과 선별기준 
 

Medline(1990~2006)을 이용하였으며 검색단어는

“antidepressant”와“suicide”의 조합으로 하였다. 이후

“ecological study”,“meta-analysis”,“randomized 

case controlled study”,“child”,“adolescent”, “SSRI” 

등으로 제한하여 검색하였다. 지난 10년간의 논문들을 

주로 선택하였으나 자주 인용되는 이전 논문들도 참고

하였다. 이러한 선택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가

적인 논문들을 참고하였으며 몇몇 종설들도 참고되었다. 

 

생태연구(Ecological study) 
 

선진국의 경우 자살로 인한 사망은 위험인자인 우울

장애에 대한 치료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우울장애에 대해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

던 1900~1939년과 ECT가 주로 이용되던 1940~ 

1959년, 그리고 항우울제가 주로 쓰이는 1960~1992

년까지 각각 환자 1,000명당 자살률이 각각 6.3, 5.7, 

3.3으로 감소되고 있다.14) 

1950년대에 삼환계 항우울제(tricyclic antidepress-
ant, 이하 TCA)가 1980년대에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

수 억제제(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nitors, 이

하 SSRI)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우울증의 약물치료가 

본격화 되었다. 스웨덴에서 시행된 연구에 의하면 스웨

덴에 SSRI가 도입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스웨덴

에서는 5배의 항우울제 사용 증가가 있었으며 동반해 

31%의 자살률 감소가 있었다(표 1).15) 

자살률이 높았던 덴마크, 헝가리, 독일,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스위스, 스웨덴, 슬로베니아 등에서는 1980 

년대에서 2000년대를 거치면서 자살률이 24~57%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 시기의 항우울제의 사용은 6~ 

8배 정도 증가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자살율이 낮았

던(10만명당 10명 미만) 호주,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이탈리아 등지에서는 항우울제의 사용의 증가가 자살률

의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16-18) 하지만 아일랜드 연

Table 1. Ecological studies of antidepressants and suicide 

Author Nation Years Result 
Isacsson et al(2005)15) Sweden 90-00 Five times increase in antidepressant usage lowers 

suicide rate 31% 
Isacsson et al(2000)16) Denmark 90-96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antidepressants usage and 

suicide rate(r=-0.94, p<0.01) 
Isacsson et al(2000)16) Norway 90-96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antidepressants usage and 

suicide rate(r=-0.87, p<0.05) 
Isacsson et al(2000)16) Finland 90-96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antidepressants usage and 

suicide rate(r=-1.00, p<0.01) 
Kelly et al(2003)19) Ireland 89-99 Inverse association between antidepressants usage and 

suicide rate(t=-2.90, p=0.02) 
Rihmer et al(2001)23) Hungary 84-98 Five times increase in antidepressant usage lowers suicide 

rate 30% 
Grunebaum et al(2004)20) U.S.A. 85-99 Four times increase in antidepressant usage lowers suicide 

rate 13.5% 
Lodhi et al(2004)63) England 85-96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antidepressants usage and 

suicid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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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항우울제 사용의 증가는 30대 이상의 자살률 감

소와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19) Grunebaum 등20)에 의

하면 1985년에서 1999년까지 미국에서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12.4명에서 10.7명으로 13.5%의 감소를 가

져왔는데 이 기간의 항우울제 사용량은 4배가 늘었다. 특

히 여성에서는 남성보다 두드러진 자살률의 감소(22.5% 

대 12.8%)를 가져왔는데 여기서도 여성들은 남성보다 

항우울제 처방이 2배 많았다. 

1980년부터 2000년가지 27개국의 자료를 모아 분

석한 결과 자살과 관련된 다른 요인들(실직, 경제수준, 

성별, 연령, 이혼)의 영향을 조절한 결과 1인당 SSRI 

사용이 1정씩 늘어날 때 마다 2.5%의 자살률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 밝혀졌다.21) 또한 SSRI 사용의 증가율

이 높은 나라에서 자살률 감소도 빠른 것으로 조사됐

다.21) 자살률의 감소는 다른 사회인구학적인 변화에 의

한 영향으로 생각될 수도 있는데, 실직이나 이혼 등의 문

제는 이전부터 자살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었다.22) 

하지만 이러한 사회인구학적 요인의 변화에 반하는 결

과도 있었다. 헝가리에서 시행된 연구에 의하면 1990년

에서 1998년까지 헝가리에서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

은 39.9명에서 32.1명으로 감소되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실직률은 6배가 늘었으며 알코올 의존의 비율은 25%, 

이혼의 비율은 21%가 늘었었다. 반면에 정신과 외래와 

항우울제의 사용은 급격히 늘었으며 스웨덴 연구와 비

슷하게 1984년부터 98년까지 5배의 항우울제사용 증

가는 30%의 자살사망률 감소를 가져왔다.23) 

이러한 생태학적 연구들은 발생률이 높지 않은 자살

을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관찰해 약물사용과의 관계를 

밝혀냄으로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되나 교란변수에 

대한 조절이 불가하여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24) 

적극적이고 적절한 우울증 치료가 자살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 세계 임상가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며 실제로 서구유럽에서는 우울증의 빠른 발견과 

치료로 자살사망률을 낮추고 있다. 실제로 스웨덴의 Go-
tland에서 시행된 1차 진료의을 대상으로 한 우울장애

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교육은 자살율의 유의한 감소를 

가져왔다.25)26) 

또한 우울증으로 인한 입원과 병가의 감소 그리고 불

필요한 항정신병약물과 벤조다이아제핀의 사용량 감소

도 두드러졌다. 스웨덴에서 시행한 역학 연구27)에 의하

면 치료받지 않은 우울장애 환자에서 치료받은 우울환

자에 비해 두 배 정도의 자살 위험도를 보였으며, 이 연

구에서의 치료군에는 부적절한 치료와 비순응 환자들을 

포함되었던 것으로 실제로는 그 차이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메타 분석(Meta-analysis) 
 

최근 항우울제 사용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논쟁이 발생

하게 되는데 그것은 항우울제 복용직후 자살을 시도하

는 환자들이 늘었다는 보고들 이었다. 40년 전 TCA 사

용 후 회복기 시점에서 자살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기

록28)도 있었으며, 1990년 Teicher가 fluoxetine을 투

여한 6명의 우울증 환자에서 심한 자살사고가 발생됨을 

증례보고 하였다.29) 이후 이를 확인하기 위한 다수의 무

작위 대조시험(randomized controlled study, 이하 RCT)

가 시행되었다.30)31) 이러한 연구에서는 그 방법의 과학

성은 보장되었으나 관찰대상이 작고 관찰기간이 짧은 

점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다.24) 

Beasley 등32)이 1991년 fluoxetine 복용군 1,765명

을 성인 TCA 복용군 731명과 placebo복용군 569명

을 대상으로 시행한 무작위 대조시험에 대한 메타분석에

서 심각한 자살사고 발생은 fluoxetine에서 1.7%로 TCA 

3.6%에서의 placebo 2.6% 보다 적었고 일반적인 자살 

사고도 환자의 72%에서 감소되어 placebo 군에서의 

55% 감소보다 더 두드러졌다. 1985년에서 2000년까

지 시행된 FDA 임상시험연구를 종합한 연구에서는 우

울증 환자의 연간 자살률은 SSRI군에서 0.58%, 다른 

항우울제에서 0.76%, 그리고 위약 군에서 0.45%로 서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33) 이외의 몇몇 메타분

석 연구에서 연간 자살률은 항우울제 군에서 0.6~0.9%, 

위약군에서 0.3~0.5%이다.8)34)35) 

현재까지의 연구에서 실제 자살의 빈도는 차이를 보

이지 않으나 자살시도의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실제 연

구에서는 자살시도나 자살사고 등이 평가항목을 사용되

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기인된 것이라 볼 수 있다. 

Kahn의 메타연구34)에서 45개의 위약 대조군시험에서 

20,000명의 우울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

살 시도나 사망에서 약물군과 대조군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 77개의 단기 연구를 분석한 

결과 12,246명의 환자에서 자살시도나 자살사망률은 

각각 0.4%와 0.1%로 역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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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에 702 RCT를 누적메타분석한 Fergusson 

등의 자료에 따르면 SSRI군에서 위약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자살시도가 관찰되었다(표 2).31)(OR：2.28) 하

지만 사망위험이 높은 심각한 자살시도의 경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31) 

자살시도나 자살사고가 자살사망을 예측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 미국에서의 조사37)에 의

하면 1900~1992와 2001~2003사이 자살사망은 10

만명 당 14.8명에서 13.9명으로 6% 감소했다. 하지만 

자살사고는 2.8%에서 3.3%로 자살 계획은 0.7%에서 

1.0%로 증가했고 자살시도도 0.4%에서 0.6%로 증가

했다. 여기에는 적극적인 치료개입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

각되며 실제 자살시도를 시행한 사람들의 치료율은 49.6%

에서 79.0%로 늘어났었다. 

이렇게 자살사고, 자살시도가 과연 자살 사망의 위험

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RCT 

연구의 문제점이고 이런 점에서 생태학적 연구와의 불

일치가 고려되고 있다. 

지난 30년간 시행된 위약 대조 항우울제 임상 시험의 

경우를 종합해 보면 위약에 대한 반응률이 30~50%, 

항우울제에 대한 반응률이 45~70%으로 위약과 항우울

제에 대한 반응률의 차이는 18~25%에 이르고 있다. 항

우울제 복용환자들에서 위약보다 2배의 자살행위(대부

분 치명적이지 않은)을 보인다는 보고들이 있다.8)33-35)38) 

항우울제 복용 중에 발생하는 자살은“활성 증구군(ac-
tivation syndrome) ”으로 명명되는 기분의 호전 이전에 

발생하는 활동성 증가 시 나타난다.39) 대개 항우울제연구

에서 심각한 자살 위험 환자들은 배제되기 때문에 RCT

Table 2. Meta-analysis of antidepressants and suicide rate 

Author Patients Suicide rate 
Beasly et al(1991)32) Fluoxetine：1765 

TCA：731 
Placebo：569 

Fluoxetine：1.7% 
TCA：3.6% 
Placebo：2.6% 

Khan et al(2000)34) AD：3206 
Placebo：556 

AD：0.84% 
Palcebo：0.36% 

Storosum et al(2001)36) Short term 
AD：12,246 
Placebo： 4,302 

Long term 
AD：1,949 
Placebo：604 

Short term 
AD：0.1% 
Placebo：0.1% 

Long term 
AD：0.2% 
Placebo：0.0% 

Khan et al(2003)33) SSRI：26,109 
Other AD：17,273 
Placebo：4,895 

SSRI：0.58% 
Other AD：0.76% 
Placebo：0.45% 

TCA：tricyclic antidepressants, SSRI：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AD：antidepressants 
 
Table 3. Relation between antidepressant treatment and child adolescent suicide 

Author Method Results 
Whittingtion 

et al(2004)38) 
Meta-analysis of 5 RCT Risk benefit ratio 

Favorable：Fluoxetine 
Equal or weak positive：Paroxetine 

Sertraline 
Unfavorable : Citalopram 

Venlafaxine 
Hammad et al(2006)42) Meta-analysis of 23 placebo 

controlled study 
(4,582 patients) 

Overall risk ratio for suicidality in AD 1.95 
(95%CI=1.28-2.98) 

Simon et al(2006)41) Comparative study 
(5,107 AD episode) 

Suicide attempt 
Adult：78/10,000(95%CI=58-98) 
Children and Adolescent：314/10,000(95%CI=160-468) 

Olfson et al(2006)64) Matched case 
controlled study 

 

AD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uicide attemps 
(OR, 1.52；95% CI, 1.12-2.07) and sucide deaths 
(OR, 15.62；95% CI, 1.65-infinity) 

RCT：randomized controlled trial, AD：antidepressants, OR：odd ratio, CI：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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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살에 대해 실제의 임상가들이 경험하는 것과 일치

하기는 어렵다.33) 

 

소아 청소년에서 항우울제의 사용 
 

1991년 항우울제의 사용이 소아환자들에서 자살률을 

증가시킨다는 임상 관찰 보고가 있었다.40) 최근에는 소

아들에서 항우울제와 자살의 관계가 관심이 대두되고 있

는데 소아 외래환자 연구에서 항우울제 복용군의 3.2%

가 자살양상을 보여 위약의 1.7%보다 높게 나왔지만 실

제 자살 사망자는 없었다.38)39) 다른 연구에서도 소아 청

소년 환자들에서는 항우울제 사용후 자살 시도가 증가

된 경향으로 보였다(표 3).41) 

미국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서는 소아청소년에서 항우울제의 사용이 자살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다. 2006년 Hammad가 시행한 메타분석

에서도 항우울제 사용이 젊은층에서 자살위험을 어느정

도 증가시킨다고 발표하였다.42) 이 보고에 따르면 20개

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8개 연구에서 상대 위험도(risk 

ratio, 이하 RR)가 1.95 이었고 전체적으로는 자살사고

에서 1.74, 자살 행동에서 1.90의 RR 을 보였다. SSRI

를 사용한 우울장애의 경우에서는 1.66의 RR가 나왔다. 

전반적인 상대 차이(relative difference)는 자살시도와 

사고에서 0.01, 유사 자살시도와 사고에서 0.02로 환자 

100명중 1~3명에서 우울증 자체로 인한 자살위험을 

넘어서는 자살 위험성을 보였다. 

한편, 1993년부터 98년까지 자살한 18세 이하 66명 

청소년들의 사후연구에서도 2명에서 imipramine이 2명

에서 fluoxetine이 검출되어 항우울제의 사용이 자살률

을 높인다는 사실은 확인하지 못하였다.43) 

소아 청소년에서 항우울제 사용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RCT 연구들은 성인대상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짧

은 관찰기간(4~16주), 연구 방법상 심한 우울증이나 

심한 자살사고 환자들이 배제되는 점, 약물의 지속복용

여부에 대한 확인의 어려움 등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또한 연구에서 낮은 자살사망률로 인해 

실제 자살 사망자가 아닌 자살시도나 자살사고를 평가

한다는 점도 한계이다. 일반적으로 성인에서보다 소아청

소년의 연구에서 항우울제 사용에 대한 자살 위험성이 

더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소아 관련 연구로서의 특성이 

반영된다. 

소아들의 경우 항우울증의 사용으로 불안수준이 감소

하고 자기표현자체도 증가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증세 

호전의 일면으로 자살사고에 대한 호소들이 더 늘어나

게 되는 점들이 있고, 항우울제 군에서 발생하는 다른 

부작용으로 인해 부모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자살에 대

한 면들도 면밀히 관찰되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할 부분

이다. 더욱이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5~19세 

남자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1992년 10만명당 17.6명에

서 2002년 12.2명으로 줄었다. 또한 이러한 감소가 항

우울제 사용의 증가와 관련된다는 보고도 있다.44) 

 

논     의 
 

항우울제의 사용과 자살유발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고, 이에 관한 연구가 계속 진행 중에 있

지만 연구 기법에 따라 몇가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RCT에 관한 것인데 그 과학적 방법에도 불

구하고 항우울제 사용과 자살유발가능성에 대해서는 연

구 방법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으로 실

제 자살 위험성이 가장 높은 군이 연구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사실이다. 연구시작 시점에 명백히 자살 위험성

이 높은 사람에게 위약을 주는 것 자체가 윤리적으로 문

제가 있고, 또한 자살의 위험 요인의 하나인 심각한 신

체 질병의 상태45)도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결국 

연구 자체가 경도나 중등도의 자살 위험성을 가진 환자

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치우침(bias)을 가져올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항우울제의 처방 대상의 진단에 관한 

문제이다. 대개의 항우울제 연구에서 I축 진단의 I형 양

극성 장애를 제외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30%의 양

극성장애 환자에서 초발 양상이 우울증이어서 연구에 

포함되게 되면 항우울제 사용으로 인한 자살의 위험성

을 높이게 되고 발생빈도가 적은 자살의 경우 그러한 

몇몇 사례들이 결과의 해석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항우울제인 maprotiline과 위약의 차

이를 본 Rouillon의 연구에 의하면 I형 양극성 장애 환

자만 배제된 상태에서 약물 복용환자의 자살 삽화의 비

를 보면 각각 1.8% 대 0.3%로 위약 군에서 현저히 낮

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8) 

즉 항우울제의 RCT연구에 포함되게 되는 역치하 경

조증(subthreshold hypomania), 양극성 스펙트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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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증(bipolar spectrum depressive), 초초성 우울증

(agitated depression)이 문제이다.46) Akiskal은 TCA나 

단가아민억제제(monoamine oxidase inhibitor, MAOI)

로 치료받는 외래 우울장애 환자들에서 불응성 초조 상

태, 공황, 자살 경향성 등을 관찰하였으며 이러한 상태

에는 리튬이나 항정신병약물이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

다.47) 또한 다른 연구에서도 이중 우울증(double depre-
ssion)을 갖는 환자를 fluoxetine으로 치료한 경우에도 

불안정한 기분이나 자살경향이 나타났다.48) 이러한 환

자는 주로 양극성 장애의 가족력이 있었고 리튬에 반응

했다. Akiskal은 항우울제 치료 후에 자살경향을 보이는 

4%의 환자들을 조발 양극성 장애 환자로 생각했다.49) 

이러한 양극성 경향 환자들의 배제와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보조 약물들(항조증약물, 항불안약물, 항정신병약

물)의 사용이 제한되는 RCT의 상황에서 자살률의 증가

는 실제 임상에서와는 다른 자살 위험도를 보여주는 것

이라고 판단된다.50) 

소아에서의 우울장애 양상은 성인과는 다르게 나타나

는데, 한 연구에서는 SSRI를 복용하는 우울장애나 강박

장애 소아에서 약물복용 이후 7%가 조증증세를 보이고 

10%가 정신병적증세를 보였다.51) 다른 연구에서는 양

극성 장애의 청소년의 58%가 항우울제나 자극제(sti-
mulant) 약물로 인한 조증 증세를 보였고 4~9%의 환

아에서 공격성, 자해행동, 타해사고 등의 증세들도 관찰

되었다.52) 또한 한 연구에서는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된 

청소년에서 혼합 상태(mixed state)가 70%로 성인에 

비해 높은 비율로 존재했다.53) 결국 우울장애 환자 중에

서 불안정(labile)하고 초조 상태 혹은 혼합 상태에 있

는 환자들의 경우 항우울제 단독처방으로 인한 위험성

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양극성 장애의 경향이 

자살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로 양극성 

경향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군에서 확인된 환자군에 비해 

과거 자살 시도의 빈도가 3배정도 높다고 확인됐다.54) 

우울증의 기전에는 뇌내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및 

도파민의 결핍이 있지만 조증 상태에서는 노프에피네프

린, 도파민의 과활성과 관련이 있다.55)56) 이러한 양상에 

대한 연구에서 항우울제 중에 노르에피네프린의 재흡수

를 차단하는 기능이 큰 maprotiline, venlafaxine, TCA등

에서 SSRI나 다른 위약에 비해 자살 경향이 높다.8)33)38) 

보고가 있었고, Isacsson의 연구에서도 자살률의 위험

도는 상대적으로 SSRI에서 낮고 TCA에서는 평균이며 

venlafaxin, mirtazapine에서는 높았다.57) 하지만 다른 

연구들에서는 자살률에 대한 약물간의 차이는 없는 것

으로 나왔다.31)58) 

이러한 자살위험성은 치료초기에 주로 발생하는데 정

신운동지연의 호전이나 환자의 에너지, 동기의 호전이 

기분의 호전보다 상대적으로 일찍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59) 또한 항우울제로 인한 좌불안석증

(akathisia)도 자살의 위험을 높이며60) 환자의 유전형

에 따른 항우울제의 대사속도 차이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생각된다.61) 실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SSRI

의 사용직후 30일 동안의 자살사망률이 다른 항우울제

의 사용에 비해 5배 높았다.62) 따라서 노인 환자에서는 

우울증 치료 초기에 자살위험성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주의관찰이 필요하다 하겠다. 

 

결     론 
 

항우울제에 대한 연구에서 자살의 위험에 대한 보고

들은 서로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메타분석 결과 항우

울제의 사용으로 인한 자살사망률은 그 빈도가 작아 분

명히 알기 어려우나 자살 사고는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

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연구 설계상의 여러 문제점들이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고려되어야 함으로 연구결과

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렴다. 생태연구에서는 항우울

제 사용과 우울장애에 대한 치료가 늘어나면서 자살률

은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찰은 여러나라에서 일관

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자살의 원인이 되는 우울증

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는 자살률 감소에 필수적인 것으

로 생각된다. 물론 여기에는 정확한 진단과 함께 적극적

인 항우울제의 사용도 중요하다. 다만 소아에서는 항우

울제의 사용이후 자살시도나 자살사고의 위험이 높아지

는 경향을 보임으로 치료 초기에 보다 주의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중심 단어：우울 장애·항우울제·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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