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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이 동반된 뇌졸중 환자에서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요인들

Explanatory factors for the increased mortality of stroke patients with 
depression

목적: 뇌졸중 후 5년까지 우울증과 사망률 증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요인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법: 이 코호트 연구는 South London Stroke Register (1998~2013)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환자(n=3,722)는 뇌졸중이 발생

하였을 때 평가하였다. 기본 자료는 사회인구학적 자료와 뇌졸중 중증도를 포함하였다. 3개월째 추적관찰 시점에는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scores ≥7=우울증)을 이용하여 우울증을 평가하였다. 3개월째 우울증과 뇌졸중 후 5년 이내 
사망률의 관계는 나이, 성별, 민족, 그리고 뇌졸중 중증도에 대해 보정한 콕스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고 이후 이러한 관
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가능한 요인들에 대해 보정하였다. 기저점에서 동반질환, 흡연, 음주, 약물순응도, 선택적 세로토닌 재
흡수 억제제(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gitors, SSRIs) 치료, 사회적 지지, 3개월째 일상 생활 활동을 포함한 요인들에 대
하여 개별 모형을 도입하였다.

결과: 3개월째 총 1,354명의 생존자를 평가하였다: 435명(32.1%)은 우울증이 있었고 331명(24.4%)은 5년 이내 사망하였다. 우

울증이 있는 생존자는 사망의 위험도가 높았다(위험도[hazard ratio, HR] 1.41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 1.13~1.77]; 
P=0.002). 우울증과 사망률의 관계는 65세 미만의 젊은 환자들에서 더 강력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동반질환, 흡연, 음주, SSRI 
사용, 사회적 지지와 약물순응도에 대한 보정은 이러한 관계를 변화시키지 않았다. SSRIs를 뇌졸중 후 시작한 것은 3개월째 
우울증과는 독립적으로 높은 사망률과 관계가 있었다(HR 1.72 [95% CI 1.34~2.20]; P‹0.001).

결론: 뇌졸중 후 우울증은 특히 젊은 환자에서 높은 사망률과 관계가 있다. SSRIs를 복용하는 뇌졸중 환자는 사망률이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우울증과 사망률의 관계는 다른 개별적인 내과적 인자들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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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은 뇌졸중 후 장기적으로 약 30%의 유병률을 보이며, 대부분의 환자들은 급성기 직후 첫 증상이 발생한다.1,2 
뇌졸중 후 우울증은 중증의 뇌졸중, 장애, 인지장애가 있는 환자에서 더 잘 발생하며 높은 사망률과 독립적으로 
관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3,4 여러 내과적, 그리고 사회적 인자들이 우울증과 사망률의 관계의 기초로 제시되어 
왔다. 젊은 나이,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와 같은 생활습관 인자, 약물순응도의 부족, 당뇨나 심부전과 같은 동반질환, 
항우울제의 복용, 그리고 사회적 고립이 그러한 인자들이다.5-12 이러한 설명 요인들은 뇌졸중 생존자에서 특별히 
보고되거나5,6,8-11 뇌졸중 후 우울증과 사망 위험도에 대한 체계적인 리뷰에서 논의되지는 않았다.7,12

 우울증이 독립적으로 높은 사망률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우울제가 뇌졸중 환자의 장기적인 예후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항우울제가 뇌졸증의 위험도와 사망 위험도를 포함하는 부작용과 관련된다는 
사실이 보고된 바가 있다.7,13

 우울증과 사망률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인과관계의 증거를 강하게 하고, 감정 장애가 있는 뇌졸중 
환자의 치료를 개선시키며, 생존에 중요한 예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연구는 뇌졸중 후 3개월째의 우울증과 모든 원인으로 인한 5년 이내 사망의 관계를 조사하였고, 이러한 
관계에서 잠재적인 설명 인자들의 역할을 평가하였다.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SSRIs)가 사망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증과 사망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방 법

연구는 Strengthening the Reporting of Observational Studies in Epidemiology (STROBE)의 연구 디자인 
권고사항을 따른다.14

생애 첫 뇌졸중 환자들을 전향적 인구기반 코호트인 South London Stroke Register (SLSR)에서 모집하였다.15 
1998년부터 2012년에 SLSR에 등록되고 2013년 6월 30일까지 추적관찰한 환자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뇌졸중의 
정의는 WHO에서 제시한 것을 이용하였다.16 알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16개의 중복된 협력 센터를 이용하였다.15 
SLSR 현장 연구자들은 뇌졸중 급성기 동안 환자를 등록하였다. 나이, 성별, 민족(백인, 흑인 그리고 다른 민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15 뇌졸중의 중증도는 중증(3~8), 중등도(9~12), 경도(13~15)로 분류한 Glasgow Coma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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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S) 점수; 장애의 정도; 요실금; 마비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15 뇌졸중 전 복용하던 약물, 당뇨, 고혈압, 
울혈심부전,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심방세동을 
포함한 병력에 대한 자료도 수집하였다.
뇌졸중  후  3개월째  추적관찰은  우편  설문지나 

면담을  통하여  시행하였다 .  추적관찰을  할  때 ,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HADS)을 
이용하여 우울증에 대하여 평가하였다.17 HADS는 
뇌졸중 환자에서 비준되었으며, 면담시 사용되거나 
스스로 작성18하였을 때 모두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다 
(우울증을 진단하기 위해 HADS 우울증 하위척도 7점 
이상을 적용하였을 때 최적의 성적을 나타냄: 민감도 
0.82, 특이도 0.76).17 SLSR 현장 연구자들이 적절하지 
못한 자료를 줄 것으로 판단한 소통장애가 있는 환자의 
자료는 기록될 수 없었다. 장애는 뇌졸중 후 3개월에 
Barthel Index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19: 0~14점은 
중증의 장애, 15~19점은 중등도 장애, 20점은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흡연(흡연자 또는 비흡연자), 
주간 음주량(1 unit 이하, 14 unit 이하, 14~21 unit, 21 
unit 이상), 그리고 사회적 지지: 당신이 원하는 만큼 
친구들이나 친척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예/아니오)에 
대한 자료를 3개월째 수집하였다. SSRIs(복용한 적 
없음, 뇌졸중 전부터 복용, 또는 뇌졸종 후 복용하기 
시작), 항고혈압제와 당뇨약을 포함한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제에 대하여서도 3개월째에 평가하였다. 
뇌졸중 후 5년 이내 사망률은 SLSR 현장 연구자들이 
기록하였고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에서 
확인하였다.20

통계	방법

콕스회귀를 이용하여 3개월째 우울증과 뇌졸중 
후  5년  이내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모든 모형은 나이, 성별, 민족, 그리고 뇌졸중 
중증도(GCS, 실금, 그리고 마비)에 대해 보정하였다. 
이러한 관계의 잠재적인 설명 인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정한 또 다른 모형을 구성하였다. 첫 번째 모형은, 
기준점에서  동반질환(당뇨 ,  고혈압 ,  울혈심부전 ,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심방세동)에 대해 보정하였다. 
모든 다른 모형은 3개월째 잠재적인 설명 인자들에 
대해 보정하였다. 두번째 모형은 흡연과 음주량에 
대해 보정하였고 고혈압과 당뇨는 세 번째 모형에서 
보정하였으며 사회적 지지에 대해서는 네 번째 모형에서 
보정하였고, 장애에 대해서는 다섯 번째 모형에서, 
그리고 3개월째 SSRIs 사용에 대해서는 여섯 번째 
모형에서 보정하였다.

 우울증을 포함한 대부분의 설명 변수들은 자료가 

일부 누락되어 별도의 카테고리가 배정되었다(예: 
마비 0[없음], 1[있음], 그리고 2[누락]). 민감도 분석은 
누락된 자료를 포함했을 때와 포함하지 않았을 때의 
추정치를 비교하여 시행하였다. 대부분의 추정치는 
완전한 자료에 기반한 것과 일치하여 결과는 누락된 
자료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보고하였다 .  누락된 
자료 카테고리를 포함한 것과 포함하지 않는 추정치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것은 표기하였다. 예후로써 3년째 
사망률을 이용하여 결과를 확실하게 하는 추가적인 
평가를  시행하였다 .  3년째와  5년째  사망률과의 
관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보고하였다. 

 나이와 우울증, 그리고 나이와 항우울제 사이의 
상호작용을 평가하였다. 유의한 상호작용이 관찰되면, 
주요 효과에 대한 모델의 결과와 상호작용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고하였다.

표준	프로토콜의	승인,	등록,	그리고	환자	동의서

환자나  환자의  친척은  등록시에  SLSR 현장 
연구자로부터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Guy’s and St. 
Thomas’ Hospital National Health Service Foundation 
Trust, King’s College Hospital Foundation, National 
Hospital for Nervous Diseases, Queen’s Square 
Hospital, St. George’s Hospital, 그리고 Westminster 
Hospital 의 윤리 위원회로부터 이 연구를 승인받았다.

결 과

1998년부터 2012년 사이 3,722명의 환자가 등록되었고, 
1,068명(28.7%)이  3개월  평가  전에  사망하였으며 
956명(25.7%)은  3개월  추적관찰에서  탈락하였다 . 
추적관찰한 1,698명(45.6%) 중 1,354명(79.7%)은 
HADS를 완료하였고 이들 중 435명(32.1%)은 우울증으로 
분류되었으며, 331명(24.4%)은 5년 이내에 사망하였다. 
우울증 환자 중 25명(5.7%)은 뇌졸중 당시 SSRIs를 
복용하고 있었고 67명(15.4%)은 뇌졸중 후 복용하기 
시작하였으며, 132명(30.3%)은 뇌졸중 후 5년 이내 
사망하였다 .  우울증의  유병률은  나이(<65/≥65)나 
성별 카테고리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기준점과 
추적관찰시의 환자 특징은 Table 1과 2에 나타내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5년  이내에  사망률이  더 

높았다(위험도[hazard ratio, HR] 1.41 [95% 신뢰구간 
(confidence interval, CI) 1.13~1.77]; P=0.002). 나이와 
우울증의 유의한 상호작용이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결과를  나이에  따라  계층화하였다 .  65세  미만의 
환자에서 우울증과 사망률의 관계는 65세 또는 그 
이상에서 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HR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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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CI 1.75~6.19]; P<0.001). 65세 또는 그 이상의 
환자에서  사망률은  여전이  높아졌지만 ,  우울증과 
우울증이 없는 환자에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HR 1.24 [95% CI 0.98~1.59]; P=0.074) (table 
3). 동반질환, 흡연, 음주, 고혈압과 당뇨조절, 사회적 
지지와 SSRIs 사용에 대한 보정은 우울증과 사망률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키지 않았다(table 3).
기준점에서  S S R I s를  복용  중이던  환자  중 

21명(38.2%)과 3개월 시점에서 복용 중이던 환자 중 
36명(37.5%)이 5년 이내에 사망하였다. 뇌졸중 발생 
전에 SSRIs를 복용하던 사람에서 유의한 사망률의 
증가는  없었다(HR 1.25 [95% CI 0.85~1.83]; 
P=0.250). 그러나 SSRIs를 뇌졸중 후 시작하는 것은 

than in those 65 years or over (HR 3.29 [95% CI
1.75–6.19]; p , 0.001). Among patients 65 or over,
mortality was still increased, but the difference
between those with and without depressio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HR 1.24 [95% CI 0.98–
1.59]; p 5 0.074) (table 3). Adjustment for comor-
bidities, smoking and alcohol use, management of
hypertension and diabetes, social support, and use
of SSRIs did not change the associations between
depression and mortality (table 3).

Twenty-one (38.2%) of those on SSRIs at base-
line and 36 (37.5%) on SSRIs at 3 months died
within 5 years. There was a not significant increase
of mortality among those who were on SSRIs
before stroke (HR 1.25 [95% CI 0.85–1.83];
p 5 0.250). However, SSRIs started after stroke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assessed for depression at 3 months

Baseline variables No. (%)

Age >64 y 847 (62.6)

Female sex 623 (46.0)

Ethnicity

White 902 (66.6)

Black 354 (26.1)

Other 82 (6.1)

Unknown 16 (1.2)

Glasgow Coma Scale score

3–8 33 (3.4)

9–12 103 (7.6)

13–15 1,174 (86.7)

Unknown 44 (3.2)

Paresis

No 240 (17.7)

Yes 657 (48.5)

Unknown 457 (33.7)

Incontinence

No 991 (73.2)

Yes 313 (23.1)

Unknown 50 (3.7)

SSRI use

No 1,082 (79.9)

Yes 55 (5.1)

Unknown 217 (16.0)

History of diabetes

No 1,032 (76.2)

Yes 276 (20.4)

Unknown 46 (3.4)

History of congestive heart failure

No 1,088 (80.3)

Yes 54 (4.0)

Unknown 212 (15.7)

History of hypertension

No 449 (33.2)

Yes 856 (63.2)

Unknown 49 (3.6)

History of ischemic heart disease

No 713 (52.7)

Yes 154 (11.4)

Unknown 487 (36.0)

History of atrial fibrillation

No 1,136 (83.9)

Yes 160 (11.8)

Unknown 58 (4.3)

Abbreviation: SSRI 5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Table 2 Characteristics at 3 months of patients
assessed for depression

Follow-up variable No. (%)

Smoker

No 999 (73.9)

Yes 343 (25.4)

Unknown 10 (0.7)

Alcohol consumption (units per week)

<1 765 (56.5)

<1–14 372 (27.5)

14–21 52 (3.8)

>21 78 (5.8)

Unknown 87 (6.4)

Antihypertensives

Hypertension on medication 597 (44.9)

Hypertension not on medication 242 (17.9)

No hypertension 498 (36.8)

Hypertension treatment unknown 17 (1.3)

Diabetes medication

Diabetes on medication 204 (15.1)

Diabetes not on medication 72 (5.3)

No diabetes 1,078 (79.6)

Unknown 0

Treatment with SSRIs

No 1,196 (88.3)

Yes, started before stroke 5 (4.1)

Yes, started after stroke 96 (7.1)

Unknown 7 (0.5)

Social support

Yes 920 (67.9)

No 210 (15.5)

Unknown 224 (16.5)

Abbreviation: SSRI 5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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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후 5년 이내 사망률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과 
독립적인 관계가 있었다(HR 1.72 [95% CI 1.34~2.20]; 
P<0.001). 나이와 항우울제 사이에 유의한 상호작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누락된  자료  없이  시행한  분석은  누락된  자료 

카테고리가 있는 것으로 시행한 추정치와 일치하였다. 
2개의 예외사항이 있었다: 65세 미만의 환자에서 
장애에 대해 보정한 우울증과 사망률 사이의 관계와 
3개월째 SSRI 사용에 대해 보정한 관계는 누락된 
자료  없이  분석하였을 때  유의하지  않게  되었다. 
3년째 사망률에 대한 분석은 5년째 사망률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고 찰

우울증은  뇌졸중  후  장기적인  사망률  증가와 
관련되는데 이러한 관련성은 젊은 뇌졸중 환자에서 더 
강력하다. 동반질환, 흡연, 음주, 고혈압과 당뇨조절, 
장애, 사회적 지지와 SSRIs 복용은 우울증과 사망률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SSRIs를 뇌졸중 
후 시작한 것은 급성기 이후 5년째 사망률이 높은 것과 
독립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이 연구는 강점과 제한점이 있다. 제한점 하나는 
추적관찰 누락인데, 이것은 노인 생존자의 뇌졸중 
코호트 연구이기 때문이다. 누락된 자료의 일부는 
추적관찰 설문에 응답하기에는 인지기능과 대화장애가 

있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누락 자료 카테고리를 
포함한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에 대한 회귀분석은 
몇몇 사회인구학적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누락이 
많으며 이는 우울증과 사망률의 분석에 작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SLSR은 뇌졸중 환자를 
장기간 추적관찰한 대규모 인구기반 코호트이다. 
이것은 최소한으로 편향된 표본 구조와 우수한 통계 
검정력을 제공하며 뇌졸중 후 장기적인 사망률과 
우울증 사이 관계의 본질에 대해 심도 깊은 조사를 
가능하게 한다. 우울증을 진단적 방법이 아닌 선별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한 것은 제한점이 될 수 있다. 
최근  리뷰에서는  HADS보다  더  정확한  우울증 
척도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리뷰의 저자들은 또한 
제한된 숫자의 이질적인 연구가 평가 가능하기 때문에 
뇌졸중 후 우울증을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검사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17 이 연구는 뇌졸중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뇌졸중 이전 우울증을 참작하지 않았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 뇌졸중 이전  우울증은  또한  뇌졸중 후 
장기적인  사망률을  높이는  뇌졸중  후  우울증을 
예측하였다.21 몇몇 연구들은 다른 조건에서 우울증과 
사망률의 관계를 조사하였고,5,6,8-11 다른 연구는 뇌졸중 
후  사망률과  우울증의  관계를  설명하는  우울증-
실행기능장애증후군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22 이전 
문헌에서 제시된 근거에 더하여 이 연구의 강점 중 
하나는 뇌졸중 후 장기적인 사망률과 우울증 사이의 

were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a significant
increase in mortality within 5 years of stroke (HR
1.72 [95% CI 1.34–2.20]; p , 0.001). No signif-
icant interaction between age and antidepressants
was identified.

The analysis without missing data gave estimates
that were consistent with the ones obtained with
missing data categories. There were 2 exceptions: in
patients under 65, the association between depression
and mortality when adjusting for disability, and when
adjusting for SSRI use at 3 months, became not sig-
nificant in the analysis without missing data. The
analysis with mortality at 3 years as an outcome gave
results that were consistent with the ones obtained
when mortality at 5 years was used.

DISCUSSION Depression is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mortality in the long term after stroke and
this association is stronger among younger stroke sur-
vivors. Comorbidities, smoking and alcohol intake,
management of hypertension and diabetes, disability,
social support, and treatment with SSRIs do not affect
the association between depression and mortality.
SSRIs started after stroke were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higher mortality up to 5 years after the acute event.

This study has strengths and limitations. One limi-
tation is the loss to follow-up, associated with stroke
cohort studies of elderly survivors. Part of the missing
data were due to the inability of some patients with cog-
nitive or communication impairment to respond to the
follow-up questionnaires. The regression analysis with

and without categories for missing data suggests that
while some sociodemographic groups are more likely
to be missing than others, this had little impact when
analyzing the association between depression and mor-
tality. The SLSR is a large population-based cohort of
stroke patients with long-term follow-up. It provides
the least biased sampling frame, and good statistical
power, allowing for an in-depth investigation of the
nature of the association between depression and mor-
tality in the long term after stroke. The assessment of
depression with a screening scale instead of a diagnostic
tool may represent a limitation. A recent review sug-
gested that another depression scale could be more
accurate than HADS. However, the authors of this
review also reported that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confirm the optimal tool for identifying depression after
a stroke since a limited number of heterogeneous stud-
ies are available.17 This study did not take prestroke
depression into account, which can increase subsequent
stroke mortality.7 Nonetheless, prestroke depression
also predicts depression after stroke,21 which may be
what leads to higher mortality in the long term after
stroke. Some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depression and mortality in patients with
other conditions,5,6,8–11 and another one focused on
depression-executive-dysfunction syndrome to explain
the association between depression and mortality after
stroke.22 One strength of this study, adding to the evi-
dence presented by previous literature, is the observa-
tion of a range of clinical and social explanatory factors
for the association between depression and long-term

Table 3 Association between depression 3 months after stroke and mortality at 5 years

Mortality, all ages Mortality, patients under 65 y Mortality, patients 65 y or over

HR 95% CI p Value HR 95% CI p Value HR 95% CI p Value

Basic modela 1.41 1.13–1.77 0.002 3.29 1.75–6.19 ,0.001 1.24 0.98–1.59 0.074

Basic modela further
adjusted for hypertension,
diabetes, ischemic heart
disease, heart failure, and
atrial fibrillation

1.55 1.24–1.93 ,0.001 3.42 1.82–6.43 ,0.001 1.37 1.07–1.75 0.011

Basic modela further
adjusted for smoking and
alcohol consumption

1.35 1.07–1.69 0.010 3.06 1.63–5.77 0.001 1.18 0.92–1.51 0.183

Basic modela further
adjusted for treatment with
hypertension and diabetes
medication

1.38 1.11–1.73 0.004 3.34 1.78–6.29 ,0.001 1.21 0.95–1.54 0.123

Basic modela further
adjusted for social support

1.34 1.07–1.68 0.011 3.14 1.67–5.90 ,0.001 1.21 0.95–1.55 0.117

Basic modela further
adjusted for disability

1.07 0.85–1.35 0.548 2.44 1.29–4.62 0.006b 0.94 0.74–1.21 0.660

Basic modela further
adjusted for treatment with
SSRIs

1.38 1.100–1.72 0.005 3.04 1.61–5.73 0.001b 1.22 0.96–1.56 0.107

Abbreviations: CI 5 confidence interval; HR 5 hazard ratio; SSRI 5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a Basic model: adjusted for age, sex, ethnicity, and stroke severity.
b This result could not be confirmed in the analysis without missing data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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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대한  다양한  임상적  그리고  사회적  설명 
인자들에 대해 조사했다는 것이다. 사회적 지지는 
검증되지 않은 단일 설문으로 평가되었다. 이 설문이 
이전에 사용되었고 그럴듯한 결과를 제공하였지만,23,24 
이것이 검증되고 사회적 지지를 더 정확히 평가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우울증과  높은  사망률의  관계는  이  문헌에서 
분석한  내과적  요인과는  독립적이었다 .  우울증 
환자에서  관찰되는  신경학적 ,  사회적 ,  심리학적 , 
내분비적, 면역학적 그리고 염증성 질환을 포함한 
다른 요인들6,7은, 뇌졸중 후 사망률과 우울증의 관계를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측정되지 않은 사례 
혼합변수들은 이러한 결과의 일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울증과 사망률의 관계는 다원적이며 하나로 
완벽히 설명되지 않는다. 

 S S R I s와  사망률  증가의  관계는  S S R I s를 
복용하는 환자가 더 심각한 우울증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7,10  또 다른 설명은 3개월째 SSRIs를 복용하는 
것은 뇌졸중 직후 우울증과 관계가 있으며 이것은 
장기적으로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우울증의 재발성 
삽화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 . 4,24 다른  가능성은 
장기적으로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SSRIs의 부작용의 
가능성이다. 항우울제는 신체질환이 있는 환자와 
특히 뇌졸중 환자에서 감정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25,26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항우울제의 
비심리적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급성 심혈관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SSRIs와 사망률 
감소의 관계를 보고한 두 개의 체계적인 리뷰가 있고,27 
제한적이지만 유의하게 뇌졸중 후 첫 몇 년 동안의 
의존, 장애, 그리고 신경학적 장애를 개선시켰다.28 이 
리뷰에 포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추적관찰 기간이 
짧았다; 따라서 장기적인 SSRIs의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았을 수 있다. 영국에서 보고된 60,000명 이상의 일차 
진료기관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는 
SSRIs가 낙상, 뇌졸중, 허혈성 심장질환, 자해, 골절, 
그리고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의 증가와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13 SSRIs와 사망률의 관계는 약물을 
처방받은 시기의 영향도 받을 수 있다. 우리 연구에서 
뇌졸중 후 SSRI를 복용한 것은 장기적인 사망률과 
관계되어 있었지만, 다른 연구는 뇌졸중 이전에 SSRI를 
사용한 것과 급성기 이후 일년 이내 사망률의 증가가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29 SSRIs가 뇌졸중 환자에서 
유용하지만, 장기적인 안전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임상의사는  우울증이  있는  뇌졸중  환자 ,  특히 

젊은 환자에서 예후가 좋지 않으며, 개별적인 의학적 

요인이 이러한 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울증과 심혈관질환과 같은 특정 원인으로 
인한 사망과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SSRIs를 복용하는 사람에서 유의한 
사망률의 증가는 뇌졸중 환자에서 우울증을 치료할 
때 고려되어야만 한다. 우울증과 이와 관련된 예후는 
뇌졸중 후 장기적으로 효과나 안전성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임상적 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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