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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xiety and anxiety disorders are related to many neurotransmitters, such as norepinephrine, serotonine, 

dopamine, glutamate, and Gamma-aminobutyric acid (GABA). GABA, the main inhibitory neurotransmitter 
of the CNS, is known to counterbalance the action of the excitatory neurotransmitters and control anxiety. 
GABA acts on 3 GABA receptor subtypes, GABAA, GABAB, and GABAC. GABAA and GABAc receptors 
are oligomeric transmembrane glycoproteins composed of 5 subunits that are arranged around a central 
chloride channel. GABAB receptor comprises two 7-transmembraneis-spanning proteins that are coupled 
to either calcium or potassium channel via G proteins. This article highlights neurobiological interactions 
between anxiety and GABA system. (Anxiety and Mood 2006;2(2):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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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불안의 발생은 신경해부학적, 신경화학적, 유전적, 그리고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여된다고 알려져 있다. 

신경화학적 요인으로는 노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도파민, 

GABA(Gamma-aminobutyric acid) 등의 신경전달물질의 

관련성이 밝혀져 있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본 논문에서는 GABA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즉 GABA 체계와 불안장애 발병의 관련성, GABA 체계

의 구조와 특성 및 치료적 응용 등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

과들을 정리하여 소개할 것이다.  

 

불안장애와 GABA 
 

GABA는 중추신경계의 대표적인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이

다. 모든 중추신경계 뉴런의 삼분의 일은 GABA와 연결되

어 있다고 한다. GABA는 글루타민산(glutamate)으로부터 

합성되어 척수와 뇌의 모든 영역에 고농도로 존재한다. 신경

활성에 대한 GABA의 억제 작용은 흥분성 신경전달물질인 

글루타민산의 작용과 역균형을 이룬다. 글루타민산과 GABA

의 상호적인 항상성은 중추신경계 활성을 조절하는 작용을 

한다. 이러한 균형은 신경의 과활성을 막음으로써, 경련성질

환과 병적 불안의 발생을 예방한다.1  

GABA 체계의 변화는 불안장애의 병태생리와 관련된다.2-6 

불안장애 환자는 여러 뇌영역에서 대조군에 비해 벤조디아

제핀 결합이 감소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GABA가 전체적

으로 하향 조절된 상태로 보이는데, 여러 연구들에서 공황

장애를 가진 환자에서 건강한 대조군보다 대뇌 GABA의 

농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이 발견되었다.2,3,5,6 그러나 불안

장애 환자의 혈장과 뇌척수액에서 GABA 농도를 측정한 

연구의 결과는 일치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4 Roy-Byrne 

등7은 벤조디아제핀에 노출되지 않은 18명의 공황장애 환

자, 13명의 범불안장애 환자, 20명의 건강한 대조군에서 혈

청 GABA에 대한 디아제팜 정맥주사의 급성 효과를 연구

했다. 모든 집단에서, 위약과 비교했을 때 디아제팜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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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청 GABA 농도의 유의한 감소가 있었으나, 집단 간 차이

는 발견되지 않았다. 저자들은 장기적인 알프라졸람 치료를 

받은 18명의 공황장애 환자 집단을 평가했을 때도, 유사

한 혈청 GABA 감소를 일으켰다. Balon 등8은 9명의 건강

한 피검자를 대상으로 락테이트(lactate) 주입에 의해 유도

된 공황발작 이전과 이후에 혈청 GABA 농도를 측정했다. 

혈청 GABA 농도는 소디움 락테이트(sodium lactate) 주

입 중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나, 덱스트로스(dextrose) 주

입 중에는 감소되지 않았다. Goddard 등9은 10명의 공황

장애 환자와 10명의 대조군에서 혈청 GABA 농도를 비교

했다.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매

우 다양한 공황장애 환자의 질병심각도 때문으로 생각되

었다. Rimon 등10은 이전에 알프라졸람으로 또는 이미프라

민으로 7개월간 치료 받은 11명의 공황장애 환자와 6명의 

대조군에서 뇌척수액 GABA 농도를 측정한 결과, 뇌척수액 

GABA 농도의 감소는 관찰되지 않았다. 뇌, 혈청, 뇌척수

액 GABA 농도가 중추신경계 GABA 활성을 어떻게 반영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위에서 열거한 연구의 결과는 공황

장애 환자와 건강한 대조군 사이에 혈청과 뇌척수액 GABA 

농도 기저 수준의 차이가 없음을 반영한다. 이것은 중추신경

계 GABA 체계는 불안장애 에피소드에서 저활성이 발생하

고, 기저수준에서는 저활성이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가설과 일치된다. 락테이트 주입은 혈청 GABA 농도의 감

소와 연관될 수 있을 것이다.8 락테이트 주입이 GABA 기

능을 감소시킴으로써 공황과 불안을 유발하는데 어느 정도 

관여했다고 볼 수도 있겠다. 

한편 말초에서 GABA 감소는 중추신경계 GABA 기능의 

증가를 반영할지도 모른다. 뇌척수액과 혈청 GABA는 중추

신경계 GABA와는 다른 근원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표

본 크기가 작고, 다른 치료 방법들로 인한 영향을 받았으며, 

사용된 분석 방법의 차이 및 기타 방법론적 차이 등이 있었

던 점으로 볼 때 정확한 해석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모든 연구 결과들을 통해 볼 때, 불안장애 

발병과 GABA 사이에는 분명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향후 연구에서 위 발견들에 대한 재검증 및 고찰이 보완되

어야 하고, 혈청과 뇌척수액 GABA 농도간의 관계를 좀더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GABA 체계 
 

GABA는 GABA 수용체와 결합해서 작용을 나타내는데, 

GABAA, GABAB, GABAC라는 3종류의 수용체 아형이 밝

혀져 있다.11 이중 GABAA 수용체와 GABAC 수용체는 5개

의 소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이온채널 수용체로서,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클로라이드(chloride) 이온의 유입이 증가되고 

신경 억제를 야기한다. 특히, GABAA 수용체가 불안과 밀접

한 관련이 있으며 간질, 알콜 중독과도 관련된다. GABAC 

수용체는 최근 수면과의 관련성이 밝혀지고 있다. GABAB 

수용체는 G-단백결합 수용체로서 G-단백을 통해 칼슘 채

널이나 포타슘 채널을 통해 작용한다.12 최근에는 GABAB 

수용체도 불안과 우울에 관여된다고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다.12  

 

GABAA 수용체  

GABAA 수용체는 5개의 단백 소단위로 구성된다.13 GABAA 

수용체에는 벤조디아제핀이 결합한다. 5개의 단백질 소단

위가 둥그렇게 원형을 이루고 있고, 가운데로 클로라이드가 

통과한다. 각 소단위에는 아형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α, 

β, γ가 있으며, 이외에도 δ, π, θ, ε 등이 발견되었다. 

각 아형 내에서도 변형이 발견되고 있다. 대부분의 GABAA 

수용체는 2개의 α, 2개의 β, 1개의 γ 소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벤조디아제핀 결합부위는 γ와 α 사이에 있다.  

소단위 구성은 다른 리간드와 기능의 다양성에 대한 수

용체 민감도를 결정한다. α1 아단위를 가진 수용체는 우선

으로 졸피뎀과 같은 수면제에 높은 친화력을 갖고,13 벤조

디아제핀 치료 시 진정, 수면 효과와 관련된다.14 역으로, 

α2, α3, α5 아단위를 가진 수용체는 이러한 물질과 낮은 

친화력으로 보인다.13 α2 소단위를 가진 수용체는 벤조디

아제핀의 항불안 효과와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15 

α4와 α6 소단위는 디아제팜에 민감하지 않지만, α1, α2, 

α3과 α5 소단위는 디아제팜 뿐 아니라 다른 벤조디아제

핀에도 붙는다. 그러나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항불

안제는 수용체 아형에 대한 선택성이 거의 없다.13 이에 대

해서는 현재 동물의 유전자 조작을 통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GABAA 수용체의 아형별 선

택성이 있는 항불안제들이 개발되어 임상에서 활용될 것으

로 보인다.  

GABAA 수용체는 양방향성을 보인다.16 즉 동일한 수용

체에 결합하는 물질에 따라서 전혀 반대되는 작용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벤조디아제핀 결합부위에는 동일한 부

위에 벤조디아제핀 같은 작용제(agonist), 플루마제닐과 

같은 길항제(antagonist), 베타 카르보린과 같은 역작용제

(inverse agonist)가 결합되고, 각각 전혀 다른 작용을 보

인다. 역작용제는 불안을 유발할 수 있고, 길항제는 작용제

와 역작용제의 효과를 막는다. 또한 작용제의 일부 효과만을 

나타내는 부분 작용제(partial agonist)가 있는데, 이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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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고용량에서도 안전하게 항불안 효과만을 유지하는 신

약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수용체의 양방

향성은 항불안제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 발생되는 내성의 

발생기전과도 관계된다.17  

GABAA 수용체는 작용제의 용량에 따라서 작용의 성상

에 차이를 보인다.18 이는 수용체 점유율에 따라서 수용체 

작용의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디아제팜은 수

용체 점유율 30% 정도에서의 소용량에서 항불안 작용을 주

로 보이지만, 수용체 점유율이 70% 정도에 달하는 고용량

에서는 진정효과를 주로 나타낸다. 따라서 앞으로 수용체 점

유율의 수준을 파악하고 조절하는 연구를 통해서 특정 작

용만을 강화하는 약물을 개발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18  

GABAA 수용체에는 벤조디아제핀, 알코올, 바비튜레이트, 

neurosteroid 등 수많은 물질들이 결합한다.19 이러한 약물

은 GABA를 매개로 하여 신경 과활성의 억제 및 조절을 통

해 치료적 효과를 나타낸다. 불안의 병태생리에서 GABA 

시스템의 중요성은 불안장애의 치료에 벤조디아제핀이 효과

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됨으로써 확립되었다.16 벤조디아제핀

은 GABA의 존재 하에서 GABA의 작용을 증폭시켜서 클

로라이드 채널을 열기 때문에 다른 약물에 비해서 비교적 

안전하지만, 다른 약물들은 직접적으로 GABA와 관계 없이 

클로라이드 채널을 직접 열고 닫는다.14  

불안의 발생에는 내인성 역작용제와 내인성 작용제가 중

요하리라고 보인다.16 내인성 작용제가 불안을 감소시키는

데, 내인성 작용제가 부족하면 불안과 불면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내인성 역작용제인 tribuline은 불안장애 환

자의 소변에서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다. 인간의 중추신경계

에서 발견된 endozapine-4와 neurosteroid 등의 알로스

테릭 조절제(allosteric modulator)가 관심을 받고 있다. 관

련 근거들이 몇 가지 주장되고 있는데, 월경과 분만 주기와 

관련하여 neurosteroid의 변동이 있고 이 변동과 관련하여 

불안 증상이 주기적으로 증가 감소되는 것이 관찰된다.16  

GABAA 수용체는 특정한 상황에서 수용체의 기능에 변

성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17 이는 불안의 발생 및 항불

안제 작용의 내성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수

용체 양방향성과 관련이 있는데, 항불안제를 오래 사용한 경

우 작용제가 부분작용제의 효과만을 나타내는 양상을 관찰

할 수 있다. 또한 건강한 사람에게서는 불안을 유발하지 않

는 물질이 불안장애 환자에서는 불안을 유발시킬 수도 있

다. 이는 불안장애 환자의 경우 GABAA 수용체의 기능에 

변화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특정 상황 하에서 수용체의 

활성(intrinsic activity)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는 

불안발생 및 항불안제의 내성과 관련되고, 항불안제 치료시 

약물 용량을 점점 더 고용량으로 사용하여야 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실제 벤조디아제핀을 장기간 사용하면 수용체

의 활성이 감소되는데, 이는 수용체의 아형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벤조다이아제핀을 투약하면서 

수용체 아형의 mRNA를 분석해본 결과 α1 아형은 감소되

고 α4 아형의 mRNA발현이 증가되는 것을 관찰하였다.20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변화가 대뇌 부위에 따라 시간적인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기억, 망각, 감각 중추 등과 관

련된 대뇌영역에서는 3일경부터 급격한 mRNA 변화가 관

찰되고, 불안, 감정 등과 관련된 파페츠 회로(Papez circuit) 

등에서는 약 2주가 지난 이후부터 이러한 변화가 관찰된다. 

이는 벤조디아제핀 사용 시 망각(amnesia) 등의 효과는 비

교적 빠른 내성과 적응이 오지만, 항불안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내성이 오는 이유와도 관련이 있

을 것으로 보인다.17,18,20  

 

GABAB 수용체  

현재까지 GABAB 수용체의 역할은 명확하지 않다. 하지

만 계속해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GABAB 수용체는 

GABAB(1)과 GABAB(2) 소단위가 이질-이합체로 구성된 G-

단백 커플 수용체이다.21 선택적인 작용제와 길항제 연구들

을 통해서 GABAB 수용체의 역할이 밝혀지고 있는데, 주로 

GABAB 수용체가 결핍된 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1980년 Bowery 등은 second messenger system을 

통하여 작용을 나타내는 메타보트로픽 GABAB 수용체를 처

음으로 보고했는데, GABAA 수용체 길항제인 바이큐클린

(bicuculline)에는 민감하지 않으나 바클로펜(baclofen)에

는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수용체가 있다고 보고했다.22 시냅

스전(presynaptic) GABAB 수용체는 Ca+ 채널로의 Ca+ 

유입을 억제함으로써 신경전달물질 방출을 조절한다. 이는 

장기 강화(long-term potentiation)에 관여한다. 시냅스후

(postsynaptic) GABAB 수용체는 K+ 채널을 통해 느린 억

제 전위를 매개한다.23 GABAB 수용체는 중간 뉴런(inter-
neuron)과 신경아교세포(glial cell) 등의 다양한 형태의 신

경세포에 있으며, 뇌에 매우 풍부하다. 특히 변연계에 풍부

하게 있어서 감정 행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24 

Gabbr1 gene으로부터 두 종류의 이형체(isoform), 즉 

GABAB(1a)과 GABAB(1b)가 표현된다. 쥐의 뇌에서 관찰한 

바로는, GABAB(1a)는 태어날 때 풍부한 이형체이고 반면

에 GABAB(1b)는 성인 뇌 조직에 더 풍부하다.25-28 최근에 

GABAB(1a)과 GABAB(1b) 촉진제가 CREB, 활성조절인자 4, 

탈분극 활성화 인자에 의해 다르게 조절된다는 증거들이 있

다.29 비록 시냅스전과 시냅스후의 GABAB(1a)과 GABAB(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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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른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분포하는 뇌 영역에 

따라서 각각 작용하고, GABAB(2)을 통해서 시냅스 전과 시

냅스 후 수용체 형성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26 그러므로 

이형체인 GABAB 수용체의 두 가지 주요한 형태가 뇌에 존

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는 GABAB(1a)과 GABAB(2) 아

단위로 구성되고, 다른 하나는 GABAB(1b)과 GABAB(2) 아

단위로 구성된 것이다.  

바클로펜(β-p-chlorphenyl-GABA), GABAB 수용체 

작용제의 기본형은 CIBA의 화학자였던 Heinrich Keberle

에 의해서 처음으로 1962년에 합성되었는데, 강력한 근육-

이완과 마취 특성들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30 바클

로펜은 간질, 인지, 통증, 위식도 역류질환과 중독을 포함한 

몇몇 질환에서 GABAB 수용체의 역할을 설명하는 아주 귀중

한 약리학적 도구였다.22 더군다나, 바클로펜은 GABAB 수

용체가 규명되기 오래 전부터 임상적으로 30년 이상에 걸쳐

서 강직을 치료하는데 사용되어져 왔다.31 GABAB 수용체 작

용제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세대는 CGP27492와 CGP44532

가 각각,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나타났다.30  

Phaclofen, saclofen과 2-hydroxysaclofen은 GABAB 

수용체의 첫번째 선택적 길항제로서 1980년대 후반에 기

술되었다.32 GABAB-수용체 결합 위치에 대한 비교적 낮

은 친화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길항제들은 약리학적 그

리고 생리학적 GABAB 수용체의 관련성을 정의하는데 

중요한 도구였다.22 더 강력한 CGP36742, CGP55845A, 

CGP56433A와 같은 선택적인 GABAB 수용체 길항제는 

Bittiger 등에 의해 1990년대에 개발되었다.30 이러한 2세

대 GABAB 수용체 길항제는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어지고, 

몇몇은 전임상 행동 모델로서의 가망성을 보여주었다.22 최

근, CGP36742는 경한 인지장애와 경도-중등도 알쯔하이

머병의 인지-증진 활성을 위해 2상 임상시험 중에 있다.33  

메타보트로픽 수용체의 알로스테릭 양성 조절인자는 약

리학적으로 수용체 단백의 G-단백-커플 수용체를 다루는 

새로운 방식이다. 알로스테릭 조절인자는 리간드-관문 이

온 통로에 작용하는 조절인자로서 기존의 작용제와 비교하

여 몇 가지 잠재적인 약리학적 호전을 제공한다.34 GABAA 

수용체의 조절인자는 치료적으로 사용되어진다. 예를 들

면, 벤조디아제핀은 GABAA 수용체에서 내부의 신경조절

물질인 GABA의 작용을 증폭시킨다. 더 최근에, GABAB 

수용체의 새로운 알로스테릭 양성 조절인자, 즉 CGP7930

과 더 효과적인 합성물 GS39783의 작용이 시험관에서 규

명되고 있다.34,35 CGP7930과 GS39783은 GABAB 수용체

에 대한 GABA의 강도와 최고 효과를 증진시킨다. GS39783

과 같은 알로스테릭 양성 조절인자들은 GABA없이 조절

하였을 때, GABAB-수용체-관련 반응을 유도하지 않았

고, 그들의 효과는 CGP55845A와 CGP54626A와 같은 

GABAB 수용체 길항제와 경쟁하는데 민감하다.35 CGP7930

과 GS39783의 작용은 메타보트로픽 글루타메이트 mGLU2 

수용체와 관련하여 작용이 관찰되지 않는 한 선택적이다.35,36 

GABAB 수용체에서 CGP7930의 결합 위치는 GABAB(2) 

막영역에 국한되어 왔다.37 운동능력 시험에서 GS39783은 

바클로펜과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와 비교해서 인지손상과 

진정작용이 없다.38 그러므로, 치료적으로 GABAB 수용체

의 양성 조절인자는 진정이나 근육이완 같은 부작용없이 

질환을 치료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GS39783은 또

한 바클로펜과 달리 현저한 저체온을 유도하지도 않는다.38  

GABAB 수용체 녹아웃 쥐, 즉 GABAB 리셉터의 아단위

가 부족한 쥐(GABAB(1)-/-, GABAB(2)-/-)는 GABAB 수용

체 기능을 조사하는데 유용하다. 이를 통해서 GABAB 수용

체와 불안의 관련성이 밝혀지고 있다. 불안에서 GABAB 수

용체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쥐를 이용한 동물시험 

모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Light-dark box나 staircase 

시험 같은 몇몇의 불안 관련 시험에서 GABAB(1) 결핍 쥐

가 그들의 야생형 대조군보다 더 불안해 한다. GABAB(1) 

결핍 쥐는 미로 시험(elevated zero maze test)에서 공황 

관련 반응이나 재빠른 뜀뛰기 반응을 보인다. 벤조디아제핀

의 항불안 효과는 GABAB(1)결핍 쥐에서는 감소되어 나타

난다. 이러한 자료는 GABAB 수용체와 불안이 관련이 있

음을 암시한다. 이것과 일치하여, 바클로펜은 여러 전임상 시

험에서 항불안-유사 효과를 가진다. 바클로펜은 T-maze 

실험과 같은 쥐 실험에서 항불안 반응을 보였으며, 또한 만

성적인 디아제팜과 알코올 치료로부터 금단에 의해 유도된 

불안 반응을 역전시켰다. 임상적으로, 바클로펜은 알코올 

금단,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공황장애, 사고에 의한 척수장애

와 관련된 불안을 호전시킨다. 양성 조절인자 GS39783은 

elevated zero maze test 동물시험 등에서 불안에 대한 

효과를 보여준다. 또한 GS39783은 쥐에서 스트레스 유발 

고체온을 역전시킨다. GS39783의 21일간 지속되는 만성 

투여에도 불구하고 항불안 효과의 내성이 없고, 에탄올과 상

호작용이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이것은 벤조디아

제핀보다 우수한 부작용 프로파일을 가진 새로운 종류의 항

불안제로 각광받게 될지도 모른다.  

한편, 우울도 GABA 시스템의 장애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들이 있었다.21 예를 들면, CSF와 혈청에서 GABA 농도

는 단극성 우울증 환자가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더 낮다. 

Sanacorra 등은 양성자 자기공명분광법을 이용하여 우울한 

환자에서 후두엽에서 GABA 농도 감소를 발견하였고, SS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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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전기충격치료 후에 다시 증가됨을 발표하였다. 최근에

는 동물실험을 통해서 GABAB 수용체 길항제가 항우울제로

서 사용될 가능성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지만, GABAB 수

용체의 우울에 대한 역할은 여전히 불분명하다.21  

 

GABAC 수용체 

최근에 GABAC 수용체는 수면-각성의 조절에 중요하다

고 알려지고 있다.39 특히, 길항제인 TPMPA(1, 2, 5, 6-

tetrahydropyridine)는 서파 수면(slow wave sleep)과 역

설 수면(paradoxical sleep)을 줄여서 안정적이고 빠른 각

성을 유도한다고 밝혀지고 있다.39,40  

GABA에 대한 GABAC 수용체의 민감도는 GABAA와 

GABAB 수용체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것들은 매우 낮

은 농도에서도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존에 사용된 약물들

보다 더 적은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 GABAC 수용체 작

용제와 길항제는 임상 상황에서 불면 및 기면 치료에 있어

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40  

 

불안장애의 치료에 사용될  
새로운 GABAergic 약제들 

 

GABAergic 신경전달은 GABA의 합성과 방출을 증가시

키거나, GABA의 재흡수를 억제함으로써 증진될 것이다. 

이와 관련되는 약제들은 향후 불안장애의 치료제로서 기대

된다. Gabapentin, tiagabine, viagabatrin, pregabalin 등 

여러 약제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겠다.  

 

GABA 방출 증가：Gabapentin  

Gabapentin은 주로 glia로부터 GABA를 증진시킴으로써 

GABA 활성을 증진시킨다. Gabapentin의 구조는 GABA와 

유사하나, GABA 수용체에 작용할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Gabapentin은 양극성장애, 간헐적 폭발성 장애, 통증 장애, 

각종 불안 장애 등 다양한 정신과적 질환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41-45  

연구자들은 69명의 사회공포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로 gabapentin과 위약을 14주 동안 투여하였다.46 gaba-
pentin으로 치료한 환자에서 사회공포증의 증상의 유의한 

감소(p<0.05)가 위약과 비교하여 나타났다.  

다양한 정신질환과 불안장애가 공존하는 18명의 환자

들에게 gabapentin이 38개월까지 투여되었다. 연구자들은 

gabapentin의 항불안 효과가 수개월 동안 용량 증가나 의존 

및 금단의 문제점이 없이 지속됨을 보고하였다. 초기에 졸리

움, 어지러움이 있었으나, gabapentin은 일반적으로 잘 견

딜만 했다.1  

 

GABA 재흡수 억제：Tiagabine  

Tiagabine은 GABA 재흡수를 억제함으로써 GABA 농

도를 증가시키는 선택적 GABA 재흡수 억제제(SGRI)이다. 

공황장애 등의 불안장애 환자 중 치료에 반응이 좋지 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tiagabine을 사용하여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들이 있다.47  

4주 동안의 증례 연구48에서 다른 항불안제의 치료에 반

응하지 않았던 중등도 이상의 불응성 불안장애 환자 10명

을 대상으로 하루에 tiagabine을 2 mg에서 8 mg으로 사용

하였는데, 모든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모두가 내약성이 좋았고, 효과는 9개월 이상 지속되었다. 

Gruener49는 tiagabine을 치료저항성 불안장애를 가진 7

명 여성과 3명 남성에서 사용한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이

중 6명이 신경병성 통증을 가지고 있었다. 불안장애 진단은 

5명은 공황장애, 5명은 범불안장애를 포함하였다. 마지막 

평균 용량은 12 mg/day(2 mg bid에서 부터 8 mg bid까지 

사용함)였다. 환자들 대부분이 지속적인 4주 치료 후에 치

료적 효과를 나타냈다.  

Tiagabine은 GABA의 정상적인 분비에 영향을 주지 않

고 정상적인 생리적 조절 하에서 작용한다. 따라서 CNS의 

GABA 전체양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CNS GABA 농도

에 기인한 다른 부작용은 더 적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     론 
 

현재까지의 결과들을 종합해보건대, 불안과 GABA의 관

련성은 명확해 보인다. 몇몇 연구 결과들 사이에 불일치가 

있지만, 이는 GABA 체계의 복잡함과 다양성을 암시한다. 

앞으로 유전학, 신경영상학, 동물실험 및 임상실험 등 다양

한 연구방법과 접목하여 보다 자세한 기전과 효과가 규명

되기를 기대해본다.  

지난 반세기동안 벤조디아제핀이 항불안제의 대명사처럼 

사용되었지만, 내성과 의존성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SSRI

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의 극

복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GABA 체계가 보다 자세히 밝

혀져서 GABAB, GABAC 등에 대해서도 개발이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불안에 대한 GABA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중심 단어：불안·GABA·신경전달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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