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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oxetine이 공황장애 환자의 증상 개선과 HRV 양상 변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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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Since autonomic nerve system dysfunction was known as the mechanism of panic disorder, 

many researchers used heart rate variability (HRV) as means of measuring autonomic nerve function of 
patients with panic disorder. We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paroxetine medication for 3 months on 
symptom improvement and change of heart rate variability of the patients with panic disorder. Methods：
The subjects were patients with panic disorder who visited the psychiatric outpatient clinic of Samsung 
Medical Center in Seoul. We included panic disorder patients who were aged from 20 to 50 and in normal 
BMI range (from 18 to 30) to minimize the effect of age and weight on HRV data. We excluded the patients 
with EKG abnormalities, hypertension or other major psychiatric disorders. They took 20-40 mg paroxetine 
medication a day for 3 months. Alprazolam was used only during the first month to control the acute panic 
symptoms and was tapered off after that. We measured the acute panic inventory (API), Hamilton rating 
scale for anxiety and depression (HAM-A & HAM-D), Spielberger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S, 
STAIT), and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in order to assess clinical improvement of the patients. And 
we measured time and frequency domain HRV in the resting, standing and cognitive stress states to assess 
the change of HRV. All measurements were done before and after paroxetine treatment. Result：After 
paroxetine medication, patients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all psychiatric scales. In time domain of 
HRV, standard deviations of all R-R intervals (SDNN)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all states. In frequency 
domain of HRV, the ratio of high frequency to total power (HF/TP) in the standing state was significantly 
increased. Conclusion：After 3 months paroxetine medication, panic disorder patients showed significant 
clinical improvement and change in HRV data such as SDNN in all states and HF/TP ratio in the standing 
state. This result suggests that paroxetine medication is effective for the improvement of autonomic nerve 
system dysfunction in panic disorder patients. (Anxiety and Mood 2006;2(2):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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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공황장애는 예측할 수 없는 공황발작이 반복해서 일어나

는 매우 독특한 질환이다.1 공황 발작 시에는 심계항진, 빈

맥, 발한, 호흡 단축 등 특징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들 중 대부분이 자율신경계와 명백히 관련되어 있다. 이러

한 공황 발작 시의 자율신경계 증상 발현의 원인을 규명

하기 위해, 공황장애와 자율신경계 기능의 관계에 대해 많

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2-4 이런 연구들을 통해 자율신경

계의 기능 이상이 공황장애 병태생리의 중요 요소라는 의

견이 대두되면서, 자율신경계 기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

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었다.  

심박 변이도(HRV：heart rate variability) 분석은 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공황장애 연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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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5,6 이 검사는 기본적으로 심전도를 이용하므로 쉽고 

비침습적이며, 자율신경계의 심장 조절을 역동적이고 민감

하게 반영한다.6 따라서 심박 변이도는 연구 초기에는 심

장 건강과 적응도의 중요한 척도로 이용되었다. 심장 박

동의 정상적인 변이는 심장이 체온 변화, 체위 변화, 정신

적 스트레스, 호흡, 운동 등과 같은 내외부적 자극에 적응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이러한 심박 변이도가 비정상적

으로 감소하면 심실 빈맥의 역치가 낮아지게 된다. 당뇨성 

자율신경병증,7 울혈성 심부전,8 요독성 신경병증, 다발성 

경화증, 태아 곤란증 등에서 심박 변이도의 저하가 나타나

는데, 이는 주요 심장 사건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6 

특히 급성 심근경색증 등 관상동맥 질환 이후 나타나는 심

박 변이도의 감소는 부정맥 발생빈도와 사망률을 예측하는 

독립적인 예후 인자로서 임상적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9 

이후 심박 변이도로 유추할 수 있는 임상 정보들이 심장

의 생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관점이 확산되면서 정신

적, 신체적 스트레스나 정신과 영역에서의 연구도 다양하

게 진행되고 있다.10 국내에서도 심박 변이도가 스트레스 

관련 부분에서 널리 이용되면서 심박 변이도 측정 장치를 

이용한 정상 성인에서의 규준을 탐색하는 대규모 연구가 

시행되었고,11 정신과 영역에서의 심박 변이도를 이용한 국

내외 연구들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이용 전망을 제시하는 논

문도 발표되었다.10 

연구자들은 심박동의 미세한 변화를 파형 분석한 심박 

변이도를 통해 자율신경계의 활동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현재의 건강 상태 및 정신생리학적 안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12 

심박 변이도를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시간 영역 분석(time 

domain analysis)과 주파수 영역 분석(frequency domain 

analysis)이 있으며 주파수 영역 분석은 교감신경과 부교

감신경의 활성도를 양적으로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주파

수 영역 분석은 두 개의 주요 성분을 가지는데, 0.15 Hz 

이하의 LF(low frequency)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활성도를 동시에 반영하나 주로 교감신경계의 활성도를 반

영하고 0.15~0.4 Hz 정도의 HF(high frequency)는 호

흡과 부교감신경의 활성도를 반영하므로 두 성분의 크기

가 심장에 대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양적 지표

가 될 수 있다.5 

공황장애 환자들이 심박 변이도의 저하를 나타낸다는 사

실은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다.5,13 Fleet 등은 공황장애 환

자에게서 나타나는 심박 변이도의 저하가 심장의 미주신경 

활성도 저하라는 공황장애의 병태생리의 증거가 된다고 주

장하였다.14 Thayer도 그의 논문에서 심박 변이도의 이상이 

미주 신경의 활성 저하와 교감신경의 과잉 활동으로 요약되

는 자율신경계의 균형 이상을 반영한다는 가설을 제안하였

다.15 그러나 이와는 다른 결과를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다. 

공황장애 환자들의 심박 변이도를 조사한 결과 일상 생활에

서는 오히려 교감신경의 활성이 낮아져있다는 보고가 있었

으며,13 53명의 공황장애 환자를 포함한 파워 스펙트럼 분

석 연구에서 공황장애 환자와 강박장애 환자, 정신인들 사이

에 심박 변이도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

다.16 저자들은 공황 발작이 없는 휴지기에는 자율신경계의 

변화가 없고 환자들이 불안을 경험하고 공황 발작이 있을 

때에만 자율신경계 기능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

명하였다.10,16 

공황장애 치료에는 imipramine과 같은 삼환계 항우울제, 

SSRI, alprazolam과 같은 고역가 benzodiazepine 등17 다

양한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는데,18 특히 항우울제는 신경전

달물질의 균형을 조절하여 궁극적인 증상의 소실을 가져온

다고 알려져 있다.19 따라서 항우울제 각각의 종류에 따라 

심박 변이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시

행되었다. Yeranagi 등은 12명의 우울증 환자와 6명의 공

황장애 환자에게 3주간 imipramine 70 mg을 투여한 연구

에서, imipramine의 항콜린 효과로 인해 심박 변이도가 감

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20 Rechlin은 TCA와 SSRI의 심박 

변이도에 대한 영향을 비교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2주간의 

연구에서, amitriptyline 150 mg/d과 doxepin 150 mg/d

을 사용한 그룹은 심박 변이도의 감소를 보인데 비해, pa-
roxetine 20 mg/d와 fluvoxamine 150 mg/d를 사용한 그

룹은 심박 변이도의 time domain에 큰 변화가 없었다.21 이

처럼 TCA는 강한 항콜린 효과와 그 외의 심독성 때문에 심

박 변이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

자들은 TCA보다 심장 부작용이 적은 SSRI에 주목하게 되

었다. 

공황장애 환자의 심박 변이도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어온 

paroxetine은 중추신경계에서 주로 serotonin reuptake

의 억제 작용을 하며 일부 norepinephrine reuptake에도 

약한 억제 작용이 있는 약물로서, 공황장애에서 분명한 치

료 효과가 있음이 이미 입증되었다.22,23 미국 정신의학회

에서는 공황장애의 급성기 치료에 최소한 약 3개월의 기간

이 필요하며 치료효과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데에도 대체로 

동일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권장한 바 있다.24 Yeranagi 등

은 10~30 mg/day의 paroxetine으로 성공적으로 치료된 

8명의 공황장애 여성 환자들의 심박 변이도 변화를 power 

spectral analysis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감

신경의 활성도를 반영한다고 알려진 LF는 감소하고 ULF 



 
 
 
 
 

안주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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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 low frequency)는 증가하였는데, 이는 심장 기능의 

호전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25 Turker 

등은 24명의 공황장애 환자와 17명의 정상 대조군을 대

상으로 paroxetine이 심박 변이도의 자율신경계 균형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기립 시의 반사적 변화

를 비롯한 자율신경계 기능 전반의 정상화를 보고하였다.26 

국내에서는 우종민 등이 공황장애 환자에서의 paroxetine 

치료 후 심박 변이도의 교감신경계 관련 변인인 LF, 정규

화 LF 등은 저하하고 부교감신경계 관련 변인인 정규화 

HF는 유의하게 상승하였음을 보고하였다.27  

그러나 앞서 언급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상 환자의 수가 

적거나25 치료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26,27 약물 치료가 심박 

변이도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황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에 필

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알려진24 3개월 간의 paroxetine 

약물치료를 시행한 후 환자의 증상 변화와 함께 심박 변

이도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또 이전 연구들에서 심박 변

이도가 자세 변화나 사소한 스트레스에도 쉽게 변화된다

는 사실을 간과하여 정확한 결과를 얻지 못했던 점을 고

려하여, 여러 조건에서의 심박 변이도를 측정하여 비교 분

석할 것이다.  

 

대상 및 방법 
 

대상 환자군 

본 연구는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삼성서

울병원 정신과 외래 방문 시에 DSM-IV(American Psy-
hiatric Association, 1994)에 의거해 만들어진 Anxiety 

Disorder Interview Schedule for the DSM-IV(ADIS-

IV)에 의해 공황장애로 진단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나이와 비만도가 심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들의 연령은 20~50세로, 신체 질량 지수(body 

mass index；BMI)는 정상값(20~25)의 전후 20%를 초

과하지 않는 18 이상 30 이하로 제한하였다. 

연구자들은 심박 변이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들을 

배제하기 위해 대상자들에 대한 병력 청취 및 이학적 검

사를 시행하고 12 전극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여 심근 경색

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와 심전도상 ST분절 상승이나 Q

파가 있는 환자는 제외하였다. 이 밖에도 심박 변이도에 영

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 당뇨병이나 심부전, 고혈압, 만

성 기관지염, 부정맥 등의 병력이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진단되지 않은 고혈압 환자를 배제하기 위해 모

든 연구 대상자에게 5분 간의 휴식 후 3회 반복하여 혈압

을 측정하고, 1주일 후 다시 같은 측정과정을 거쳐 최종적

으로 수축기 혈압/이완기 혈압이 140/90 mmHg 이하인 

사람들만을 연구대상자로 포함시켰다. 정신과적 병력 청

취 및 정신 상태 검사를 통해 공황장애 이외의 다른 불안 

장애, 주요 우울증, 정신분열증과 같은 주요 정신질환이 있

는 사람은 연구대상자에서 배제하였다. 또한 약물이 자율

신경계 활성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연구대상자들은 

연구에 참여하기 적어도 2주 전에 모든 종류의 복용 약물

을 중단하게 하였다. 또한 심박 변이도 검사 전일 24시간 

동안 술, 담배, 커피 등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호식품을 금하게 하였고, 심박 변이도는 오전 9시에 공

복 상태에서 측정함으로써 시간과 식사에 의한 영향을 최

소화하도록 하였다. 모든 대상자들은 참여 전에 임상연구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에만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삼성서울병원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진행되었다. 

 

방  법 

 

실험방법  

대상자들은 12주 동안 20~40mg의 paroxetine을 복용

하도록 하였다. Paroxetine은 10~20 mg으로 시작하여 

최대 40 mg/day까지 증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평균 약물 

투여량은 32.13±7.54 mg/day였다. 치료 초기 2~3주 간

은 paroxetine의 치료 효과가 완전하지 않으므로 첫 4주 

동안은 공황장애의 증상 조절을 위해 alprazolam을 한달 

간 보조적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4주 간 서서히 감량하여 

중단하였다. Alprazolam의 경우 최소 0.125 mg/day에서 

1 mg/day까지 병합치료를 하였는데, 총 21명의 대상자 

중 15명이 병합치료를 받았다. Alprazolam의 평균 약물 

투여량은 0.17±0.19 mg/day였다. 치료약물의 용량과 조

절 시기 등은 진료 의사가 대상자의 호전과 부작용 정도를 

고려하여 원칙 내에서 조절하도록 하였다.  

 

증상과 심박 변이도의 측정 

약물치료 전과 치료 후 두 차례에 걸쳐 대상자들의 증상

과 기분 상태에 대한 측정과 심박 변이도 측정을 실시하

였다.  

대상자들의 공황 장애 증상 평가를 위해 정신과 의사와의 

면담과 급성 공황발작 척도검사(acute panic inventory：

이하 API)28가 시행되었다. 이때 기분 상태 측정을 위한 해

밀튼 불안29 및 우울30 척도 검사(Hamilton rating scale for 

anxiety and depression：이하 HAM-A 및 HA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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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함께 실시되었다. 자기 보고식 설문지인 스필버거 상

태-특성 불안 검사(Spielberger state-trait anxiety in-
ventory-State and Trait：이하 STAIS, STAIT)31와 

베크 우울척도 검사(Beck depression inventory：이하 

BDI)32도 함께 시행되었다.  

심박 변이도는 외래의 바이오피드백 치료실에서 바이오

피드백 기계(Procomp & Biograph model)을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먼저 환자가 10분간 앉아서 완전히 안정한 상

태에서의 basal HRV를 측정하였고, 환자를 기립시킨 직

후 standing HRV를 측정하였다. 이후 환자로 하여금 다

시 앉아서 휴식을 취하게 하였고, 스트레스 상태를 유발하

기 위해 환자에서 두 자리 수끼리의 암산 20문제를 풀고 

3분 간 1,000에서 거듭하여 17을 빼도록 한 후에 stress 

HRV를 측정하였다. 

 

심박 변이도의 분석 

측정된 값들은 시간영역 지표(time domain) 지표 및 주

파수 영역(frequency domain) 지표를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시간영역 지표는 SDNN(standard deviation of all 

R-R intervals：24시간 정상 심박 간격의 표준 편차), 

pNN50(number of R-R intervals differed by >50 ms 

from adjacent interval divided by the total number of 

all R-R intervals：전체 심박 간격 수에 대하여 이웃 심박 

간격이 50msec 이상 차이가 나는 간격수의 비율), RMSSD 

(root-mean-square of successive difference：이웃 심

박 간격 차이의 제곱 평균의 제곱근)을 분석하였다. 주파수

영역 지표는 총주파 영역(Total frequency power, TF： 

0.01~0.50 Hz), 초저주파 영역(very low frequency, 

VLF：0.003~0.50 Hz), 저주파 영역(low frequency, 

LF：0.05~0.15 Hz), 고주파 영역(high frequency, HF：

0.15~0.40 Hz)를 측정하였다.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살

펴보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상대적 활성도를 알아보

기 위하여, 교감신경의 상대적 활성도를 나타낸다고 알려

진 LF와 HF의 비(LF/HF ratio)와 부교감신경의 활성도

를 나타내는 전체 주파수강도에 대한 HF의 비(HF/TF 

ratio)를 계산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통계 처리 

모든 검사 결과들은 평균과 표준 편차로 표시하였다. 공

황 증상과 기분 척도, 심박 변이도의 실험 전후 변화를 비

교하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시행하였다. 모든 자료의 

통계 분석은 SPSS version 11.0을 이용하였고 통계적 유

의수준은 p 값을 0.05 미만으로 하였다. 

 

결     과 
 

대상군의 임상적 특성 

총 26명의 환자가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에서 5명

이 중도에 탈락하였다. 탈락자 중 3명은 증세 호전이 없

음을 이유로 들었고, 2명은 임의로 방문을 중단하였고 이

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 연구에 끝까지 참여한 21명의 연

령은 38.8±8.58세(범위 20~54세)였으며 남자 7명, 여

자 14명이었으며, 실험 전 평균 BMI는 24.16±2.16(범위 

21.1~29.4)였다.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의 평균 유병기간

은 23.2±14.3주로 비교적 급성 상태에 있었다. 탈락자들

과 끝까지 연구를 완료한 환자 사이에 인구학적, 임상적 

지표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대상군의 심리 지표 변화 

Table 1에서 보듯이 약물치료 후 공황장애의 주관적 증

상은 모두 치료 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호전되었

다. 우울 정도를 측정하는 HAM-D와 BDI, 불안 정도를 

측정하는 HAM-A, STAI-S & T 수치가 모두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또한 공황장애 증상의 주관적 정도를 나타내

는 급성 공황발작 척도 값도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Table1. Changes of psychological scales in subjects according to the treatment 

Baseline value Post-treatment value Paired t- test 
 

Mean SD Mean SD t values df p-values 

HAMD 11.90 5.30 05.43 3.56 5.000 20 .000 
HAMA 18.86 8.14 07.38 5.49 6.939 20 .000 
BDI 11.76 8.15 04.57 3.94 4.634 20 .000 
STAIS 42.86 9.71 34.24 8.72 3.422 20 .003 
STAIT 45.05 8.40 39.00 7.16 3.689 20 .001 
API 19.75 9.71 10.40 5.58 4.027 20 .001 
HAMD：Hamilton rating scale for depression, HAMA：Hamilton rating scale for anxiety,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STAIS：
Spielberger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te, STAIT：Spielberger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Trait, API：Acute Panic Inven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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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군의 심박 변이도 변화 

Fig. 1에는 심박 변이도의 약물치료 전후의 변화가 나타

나 있다. 시간 영역에서는 부교감신경의 활성도를 나타내

는 SDNN이 안정, 기립, 스트레스 시의 모든 조건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주파수 영역에서는 부교감신경의 활성을 반영하는 전체

주파수강도에 대한 HF의 비(HF/TF ratio)가 기립 시에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안정 시에는 유의하지는 않으나 증

가되는 양상을 보였다. 나머지 값들은 실험 전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3개월 이상의 paroxetine 투여가 공황

장애 증상의 객관적인 호전을 가져와, 공황장애 환자들의 

임상 증상에 대한 paroxetine의 효과를 살펴본 기존의 연

구22,23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심박 변이도 상에서도 몇 가지 주목할만한 변화가 나타

났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심박 변이도는 동결절의 교감신경 

및 부교감신경의 평형 상태를 나타내어 체내 자율신경계의 

활성도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시간영역 지표 중 SDNN은 

단시간 내 RR 간격의 변화를 주로 초래하는 미주 신경의 

활성과 아울러 일중 RR 간격의 변화에 강한 영향을 받는 

지표로 주파수 영역 분석 지표 중 총주파수 성분과 유의

한 관계를 보인다. 또한 RR 간격 차의 시간 영역 분석 지

표 중 rMSSD와 pNN50은 전체 심박 간격에 대한 이웃 

심박 간격의 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일중 미주신경의 상

태를 나타내며 주파수영역 지표 중 고주파 성분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 연구에서는 paroxetine 투여 후 안정, 기

립, 스트레스 시의 SDNN 값이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

다. 이는 치료 후 전반적인 부교감신경의 활성도가 증가하

였으며, 증가 양상이 기립에 의한 압반사 변화(baroreflex 

change)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것

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SDNN은 심박 변이도의 총괄

적이고 보편적인 지표로서 임상 현장에서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33 SDNN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심

장 질환 발생에 대한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아 심장 허혈 

질환 발생의 독립적 예고인자로 사용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34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paroxetine 투여 후의 

SDNN의 증가는 저하되었던 미주 신경의 회복과 더불어 

심장 질환 위험률의 감소도 시사하는 소견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 영역 분석 시에 LF/HF ratio, HF/ 

TF ratio와 같은 상대 지표를 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artifact에 의한 noise를 줄이고 같은 대상에서 다른 처치

를 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비

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34 결과 상에서 교감신경의 

상대적 활성도를 나타낸다고 알려진 LF와 HF의 비(LF/ 

HF ratio)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없었으나 약물 복

용 후에 일관되게 수치가 감소하는 변화를 보였다.  

그리고 부교감신경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전체주파수 강

도에 대한 HF의 비(HF/ TF ratio)는 약물 복용 후 기립 

상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공황장애 

환자에서 저활성 되어 있던 부교감신경 특히 미주신경의 

활동이 약물치료로 인해 회복되는 양상을 반영하는 결과

라 하겠다. 그 동안 여러 연구에서 교감신경의 양적 지표

로 HF를 사용하였으나, 이는 심박이나 호흡수에 따른 편

차가 심하여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TF와의 비 등을 통해 

정상화(normalization)시켜 사용하는 방법이 권장되고 있

다.3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부교감신경의 

활성도 증가에 대한 안정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

는 시간 영역 분석 상에서 SDNN의 증가 양상과도 일맥상

통하는 것으로, 앞서 언급하였듯 심장 질환 위험도 등에 대

해서도 중요한 임상적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또한 주

파수 영역 분석의 전체 결과는 공황장애 환자에서는 교감

신경의 과활성보다 심장 미주신경의 저활성이 더 두드러지

게 나타나며, 또한 약물치료에 의해 이런 불균형이 유의하

게 호전된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공황장애 환자들은 심박 변이도 상

에서 교감신경이 과활성 되고 부교감신경이 저활성 되어 자

율신경계의 평형이 깨져 있는 특징적 소견을 보인다. 이 연

구에서는 3개월 간의 paroxetine 투여 후 비정상적으로 증

가되어 있던 교감신경 관련 값들이 낮아지고 저하되어 있

Fig. 1. Changes of heart rate variability according to the treat-
ment. *：if the difference between baseline value and post-
treatment valu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SDNN：standard de-
viation of all R-R intervals, RMSSD：root-mean-square of succes-
sive difference, LFHF：LF/HF, the ratio between low and high
frequency, HFTF：HF/TF, the ratio between high and total fre-
quency, -A：basal HRV, -B：standing HRV, -C：stress H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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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부교감신경(미주신경) 관련 값들이 높아져 정상적인 자

율신경계 평형을 회복하는 방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paroxetine이 심박 변이도 양상을 개선시킨 기전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이 가능하나, 우선 serotonin의 작용

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serotonine은 항불안 효과와 관련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독립적으로 중추신경계를 통하여 직

접 심박수와 심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것이 심

박 변이도의 변화를 가져왔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paroxetine은 공황 증상과 예기 불안을 경감시킴으로

써 간접적으로 교감신경 활성도를 낮추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Paroxetine은 약한 항콜린성 성질을 가지는

데, 여러 연구를 통해 이것이 심박 변이도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한편 심박 변이도 저하는 독립적으로 심실 세동 등 치명

적 심발작의 발생률과 심장 사망률 증가를 반영하는 독립

적 지표가 된다.9 또한 심박 변이도 저하가 반영하는 자율

신경계의 불균형, 특히 심장 미주신경계의 저하는 공황장애

와 심혈관 질환의 공통적 원인으로, 이 두 질환의 관련성

을 설명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주장14도 있다. 이러

한 주장은 공황장애가 심각한 심혈관 질환의 발생과 악화

에 기여하는 인자가 될 수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근

거가 된다. 또한 최근에는 우울증에 이어 공황 장애 환자

들의 치명적인 심장 허혈질환 발생률이 유의하게 높다는 

보고들36,37이 있어, 공황 장애 환자의 경과와 치료가 심장 

건강과 심장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다. 이에 최근 paroxetine 치료가 공황장애 환자들의 

심박 변이도를 호전시켰다는 연구,26 paroxetine이 심질환 

환자들의 심박 변이도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27,38들

이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도 paroxetine 투여 후 심박 변

이도가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paroxetine 등 

SSRI를 통한 공황장애의 적절한 약물치료가 심박 변이도 

개선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낮추고, 

심장의 자극 반응성과 적응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

다는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공황장애 치료제로 사용되는 paroxetine이 심

박 변이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공황장애의 약

물 치료가 자율신경계와 심장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임상적 고찰을 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의의라

고 하겠다. 또한 공황장애 치료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인 3개월 간의 약물 치료 하에서도 6주 이내로 진행된 선

행연구25,27에서 보고되었던 심박 변이도의 호전 양상이 지

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한 것도 의미 있는 결과라 

하겠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우선 심박 변이도에 영향을 주

는 모든 요소를 다 통제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심박 

변이도는 신체 내외의 상태에 매우 민감한 지표이기 때문

에 저자들은 혈압, 당뇨 등 심장기능과 자율신경계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신체 질환과 기립, 단기 스트레스 등의 

상황을 통제하였다. 그러나 심박 변이도 검사 2주일 내의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 사건과 대상자들의 분노나 적

개심 같은 심리적인 요소를 평가하고 반영하지 못했고, 향

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연구 대상자들 중에서 과거에 공황장애 치

료 경험이 있어 심박 변이도 값이 이미 개선된 경우가 문

제가 될 수 있다. 저자들은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해 약물 복용 환자들에게는 2주 간의 중단 기간을 두었으

나, 대상자 선정 시에 보다 면밀한 면담과 검사를 통해 공

황장애에서 회복된 군을 미리 배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

였으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20여 명의 환

자들에게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어 약

물의 장기 효과를 검증할 수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향

후 좀더 많은 규모의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장기간 연구

가 이루어진다면 앞에서 제시한 결론과 추정들이 좀더 명

확하게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중심 단어：공황장애·심박 변이도·파록세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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