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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과학기술이발달하고사회구조가복잡해짐에따라인간은

급격히변화하는사회현상에적응하는과정에서불안, 우울,

무력감, 무가치감등부정적인정서반응을일으킬수있다. 

불안은두려움, 긴장, 공포감, 좋지않은일이생길것같은

예감등으로정의되며거의예외없이신체적인증상과증후를

동반한다. 불안은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계와 중추신경계를

활성화시켜순환혈액중의카테콜아민과adrenocorticotrop-

ic hormone (ACTH)의농도를상승시키며(Gennaro & Hen-

nessy, 2003), 이에 따라 심혈관계에 과도한 활동성을 유발

하여 빈맥, 혈관저항 상승, 심실부정맥의 위험증가, 심근의

허혈과산소요구도를증가시킬수있다.

우울은정상적인기분변화로부터병적인상태에이르기까

지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근심, 침울함, 실패감, 무력감 및 무

가치감을나타내는정서장애이며, 우울의생리적증상으로는

피로감, 식욕상실, 체중감소, 성적 흥미 감소, 수면장애 등이

나타난다(Vaccarino, Kasl, Abramson, & Krumholz, 2001).

우울 환자에서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hypothalamic-

pituitary-adrenal axis, HPA axis)의활동이증가하고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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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to distinguish between markers and outcomes of depression and anxiety using physiological ma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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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우울 환자에서 포도당 이용도 감소와 상 적인 인슐린

저항현상이나타나혈당이증가됨을보고하 다(Lee, 1997).

간호학은인간과학이므로불안과우울을사정할때심리학

이나 사회학 같은 다른 분야에서 개발된 도구를 많이 도입하

여 사용해왔다. 우울을 연구한 67편의 간호학 학위논문을 분

석한Lee (1997)의연구에의하면우울측정은전부자가보고

식 설문조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가장 많이 이용된 도구는

Zung의 우울척도로 52.1%의 연구에서 이용하 고 Beck의

우울척도는 33.3%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 역시

많은간호학연구에서사회심리학적측정도구인Spielberger

의상태-기질불안으로측정되었다. 상태불안은유기체가긴

장이나위협을주관적이고의식적으로느끼는일반적인정서

상태로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강도가 변하고 유동적인

것을말하며기질불안은객관적으로위협적이지않는상황을

위협적인것으로지각하게되는행동적성향으로서잠재적인

성향을나타낸다(Martens, 1982). 

이러한자가보고식설문지를이용한측정방법의단점은그

당시자신의심경변화에따라자의에의해조작할수있어객

관성과 타당도 측면에서 정확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심리적 도구만이

아닌 생리적 지표도 활용한다면 더욱 타당성있고 객관화된

연구가가능해진다.

그러므로본연구에서는불안과우울을생리적지표로측정

한선행연구들을탐색하여생리적지표들의타당도를고찰함

으로써 향후 간호학 연구에서 불안과 우울을 측정할 때 적합

한생리적지표를활용하는데에도움이되고자시도되었다.

연구 방법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외 논문 중 불안과 우울을 생

리적지표로측정한논문을검색하 다. PubMed와한국교육

학술정보원(www.riss4u.net)에서‘anxiety’와‘depression’

으로검색한후생리적지표가사용되었는지확인하 다.

연구 결과 및 논의

1. 불안과 우울

1911년Cannon은짖는개에의해두려움을갖는고양이의

혈중에피네프린양이증가함을실험을통해확인한이래부신

수질이 교감신경계와 연결이 되어있으며, 정서적 각성으로

인해동공이완, 빈맥, 입모, 위장관기능의감소등의증상이

나타나는스트레스반응이나타난다고하 다. 불안과우울은

스트레스를유발하며이는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축(HPA

axis)과 뇌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노에피네프린(nore-

pinephrine)을 활성화시켜(Young, Abelson, & Cameron,

2005) corticotropin releasing hormone (CRH)의 분비를

자극시킴으로써 스트레스 반응과 유사한 반응이 나타난다.

따라서 불안과 우울을 스트레스와 같은 연속선에서 보고 에

피네프린, 노어에피네프린, 코티솔을 측정한 연구들이 부

분이었다.

하지만좀더세분화하면우울은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 활성화와 함께 동반되는 반면에 불안 장애에서는 시상하

부-뇌하수체-부신 축이 비교적 정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Young, Abelson, & Cameron, 2005). 스트레스는 시상하

부-뇌하수체-부신 축 기능을 자극하고 이 자극이 만성적으

로심한강도로나타나면HPA 활동이증가하며우울질환이

나타난다(Griffiths, Ravindran, Merali, & Anisman, 2000).

우울은 세로토닌과 노어에피네프린의 기능저하와 관련이 있

으며(Jung et al., 2007), 불안 장애는 뇌의 노어에피네프린

시스템의활성화와관련이있다고보고된바있다(Nutt, 1989).

ACTH는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축의빠른변화를나타내

므로급성스트레스를반 하는데비해시상하부-뇌하수체-

부신 축의 최종산물인 코티솔(cortisol)은 좀 더 오랜 기간 반

응하며우울과관련이있다. 즉, 우울증이있는환자에서cor-

ticotropin-releasing factor (CRF)가 증진되고결국 코티솔

을증가시키게된다. 

그러나 백내장 수술환자에게 손마사지 프로그램 적용 후

불안 정도를 측정한 연구(Cho, 1999)에서 불안의 생리적 지

표로혈중에피네프린, 노어에피네프린, 코티솔, 혈당을측정

하여 에피네프린, 노어에피네프린, 코티솔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불안과 코티솔이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 다. 교 근

무를 하는 114명 소방수들의 불안과 우울을 측정한 연구에서

경력이많은군이경력이적은군에비해혈장에피네프린(평

균 1.63 nmol/L)과 노어에피네프린(평균 9.75 nmol/L)이 유

의하게 높았고 도파민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에

서 정서적 스트레스는 혈장 에피네프린을 8배까지 증가시키

고 신체적 스트레스는 혈장 노어에피네프린을 증가시키지만

도파민은변화가없다고보고하 다(Ray, Basu, Roychoud-

hury, Banik, & Lahiri,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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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은스트레스에 한반응으로나타난다. 불안이높아질

때 혈장 노어에피네프린이 증가하고 수축기, 이완기 혈압도

증가하며 반응성 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형성도

증가한다(Yasunari et al., 2006). 불안과노어에피네프린증

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불안이 있을 경우 에피네프

린의증가는나타나지않았다고보고한연구도있다(Cameron

& Nesse, 1988).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 우울과 혈장 카테콜

아민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한 바 있다(Caeney et al., 1999).

운동선수들의 경기 전 불안에 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불

안 강도와 에피네프린, 노어에피네프린은 유의한 관계가 있

었으나 코티솔은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 다

(Thatcher, Thatcher, & Dorling, 2004). 특히 성별의 차이

가 있어 남성은 불안과 호르몬이 같이 상승하 으나 여성에

서는불안이증가할때에피네프린과노어에피네프린이감소

되는것으로보고되고있으나이연구의 상자수가12명밖

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상자 수를 확 하여 반복연구

를해야할필요가있다. 

몇몇연구에서관상동맥질환자의20%가불안이있으며불

안은 심장질환자들의 사망률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udisch & Nemeroff, 2003). 불안한 관상동맥질환자

들이불안하지않은관상동맥질환자에비해자율신경계의조

절부전으로심실빈맥이많이나타난다고한다. 과도한교감신

경활성화는부정맥을유발하고심정지에이르게할수있다.

또한, 우울증이있는관상동맥질환자에서소변노어에피네프

린배설량이증가되었다. 그러나도파민배설량이나에피네프

린 배설량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Otte, Neylan,

Pipkin, Browner, & Whooley, 2005). 노어에피네프린상승

은 죽상생성 지질의 증가와 혈소판 활성화와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관상동맥질환에서혈관에문제를일으킬가능성이커

진다(Anfossi & Trovati, 1996). 우울은 코티솔과 에피네프

린증가와상관관계가있으며불안은당화혈색소증가, 허리-

엉덩이비율증가, HDL cholesterol 감소와상관관계가있다

고보고하 다(Ryff et al., 2006). 

우울 환자에서 IL-2과 IL-1 수준이 상승된 것을 발견하

다(Maes, 1999). IL-1은 세로토닌의 작용을 방해하여 결국

우울을초래한다. 우울질환에서IL-2의역할에관한연구는

아직 많지 않았는데 IL-2는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 기

능을자극하여우울증상을일으킨다. 뇌에있는IL-2 수용체

는 여러 병리적 상황에서 증가하며 뇌혈관장벽의 투과성을

변화시킨다. IL-2는 arginine vasopressin과 CRH의 분비

를 유발시키고 결과적으로 ACTH와 corticosterone을 증가

시킨다(Anisman, Kokkindis, & Merali, 2002). 우울로인한

코티솔 증가 시 코티솔은 T세포, 식세포, 자연살해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며, 림프구의 감소를 가져오는 반면 호중구의

증가를 가져온다(Cho, 1999). 또한 혈장 에피네프린과 노어

에피네프린의 증가로 말초 혈액에서 보조 T세포와 B세포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백혈구 증가 등 면역 기능이 변화

된다. 암환자나 C형 간염 환자에서 interferone alfa, IL-2

같은cytokine을투여했을때우울증상이나타났고(Meyers,

1999), 만성 바이러스 감염, 자가면역질환 등에서 우울의 빈

도가 높다는 것은 우울과 면역활성화가 접한 관련이 있다

는것을반 하는것이다(Yirmiya, 2000). 

Hernandez-Reif 등(2004)은유방암환자들을 상으로5

주간마사지를실시하여우울이감소하여소변코티솔이감소

하고 자연살해세포가 증가되었으며 소변 세로토닌과 도파민

이 증가하여 우울이 호전되었음을 보고하 다. 그러나 소변

에피네프린과노어에피네프린은변화되지않았다. 

우울증 환자인 경우 혈장 노어에피네프린, 소변 노어에피

네프린과 소변 코티솔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de Vil-

liers et al., 1987; Maas et al., 1987). 따라서 우울은 HPA

axis과 교감신경계의 과도한 흥분과 관련이 있다. 불안과 노

어에피네프린증가는관련이있지만에피네프린의증가는나

타나지 않았다(Cameron & Nesse, 1988). 그러나 비록 표본

크기가작지만Light, Kothandapani와Allen (1998)의연구

에서는우울과노어에피네프린이아무런관계가없다고보고

하 으며우울이있을때노어에피네프린기능이오히려저하

된다는주장(Jung et al., 2007)도있어우울과노어에피네프

린의관계는추가적인연구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 

심한 우울을 경험하는 환자들은 모든 미각에 한 민감도

가저하되지만특히단맛에 한민감도가27% 저하된다. 우

울은순환monoamine 농도를감소시켜미뢰에서맛을전달

하는 세로토닌의 작용을 감소시킴으로써 미각을 변화시킨다

(Heath, Melichar, Nutt, & Donaldson, 2006). 노어에피네

프린이 증가되면 쓴맛과 신맛에 한 민감도가 증가한다.

Spielberger 점수로측정한불안은쓴맛, 짠맛과정적상관관

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불안이높아지면맛의역치가

상승하여 맛에 한 감각이 둔해진다. 따라서 불안이나 우울

로노어에피네프린이증가하며맛의역치가높아지고식욕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정서적 변화와 맛의 관계는 지속적인

추후연구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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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파는 긍정적, 부정적 정서를 반 하는 지표로 이용되고

있으며특히우측전두 역의활성화는부정적정서의생성과

혐오자극에서철회를촉진하는것과관계가있다(Petruzzello,

Hall, & Ekkekakis, 2000). 우울증에걸린사람은좌측전두

뇌피질의 활동이 감소되고 우측 전두 뇌피질은 증가된

다. 여 생을 상으로 운동의 우울 호전효과를 연구한 Kim

(2006)의 논문에서는 운동이 우울과 우측 전두 뇌피질의

감소를 유발시켰다고 하 으며 뇌파가 정서변화를 측정하는

도구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하 다(Kim,

2006). 최근 우울증 현상을 접근하는 부분의 연구가 심리

적, 사회적 접근으로 상자의 자기보고식 방식과 현상에

해 개인이 경험한 것의 의미를 이해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

하여 우울을 해석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알아보기에 미흡하여 뇌파를 정서 변화의 새로운 지표로 활

용할것을제안하 다.

우울환자들을 상으로자기공명 상장치(MRI) 촬 을통

해 부신이 증 된다는 연구보고(Rubin, Phillips, Sadow, &

McCracken, 1995)가있다. 

불안과 관련된 지표로 간호학에서 주로 이용된 것은 활력

징후이다. 분만 불안에 관한 Lee (2003)의 연구에서는 맥박

을 측정하 으나 실험 전후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 불안을 나

타낸다고 하기 어려웠다. 제왕절개술 산모의 불안에 해 연

구한Lee 등(2004)의연구에서는혈압과맥박, 혈장코티솔을

측정하 으나 혈압 변화가 유의하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

단전호흡 수련이 불안에 미치는 향을 연구한 Pyo, Kim과

Choi (1997)의 연구에서는 기질불안과 상태불안, 심박수 및

혈압을 측정하 으나 실제 불안한 상태가 아닌 상자를 선

정하 기때문에불안의지표라고언급하기에무리가있다.

코티솔은 11-β-HSD 효소에 의해 cortisone으로 전환되

며 우울 환자에서 11-β-HSD의 증가가 나타나며 cortisone

의농도도증가한다고보고하 다(Weber et al., 2000). 따라

서 우울과 관련된 생화학 지표에 코티솔뿐만 아니라 corti-

sone도 사용할 수 있음을 주장하 다. 즉, 여러 연구에서 우

울은 코티솔 증가와 관련이 있는 반면(Jung et al., 2007;

Ryff et al., 2006) 불안은코티솔과관련이없는것으로나타

났으나 상반된 결과도 있어 추후 연구가 필요하며 우울은 면

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미각의 변화나

뇌파의 변화 등도 불안과 우울을 나타내는 새로운 생리적 지

표로활용할수있는지추후연구가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불안과 우울은 시상

하부-뇌하수체-부신축과교감신경계활성화와관련이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able 1에 선행연구에 나타난 생리적 지

표의 차이를 정리하 다. 이러한 생물학적 지표는 심리적 변

화를반 해주는거울이될수있다.  

2. 혈중 카테콜아민과 코티솔 측정

1956년Renton과Weil-Malherbe가수면중일때에비해

깨어있을 때 혈중 에피네프린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고한 이

래 혈중 에피네프린은 심리학 분야 연구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 실험에서 직접 정맥천자를 하여 2분 동안

혈액 채취를 하 는데 이 시술 자체가 환자에게 향을 주었

다. 실제로 정맥천자를 하면 사율이 증가하고 호흡수가 올

라가기 때문에 카테콜아민에 향을 준다는 사실이(Coppen

& Mezey, 1960) 밝혀진 후 정맥천자 자체가 매우 중요한 혼

동변수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고생각되어혈액채취는미리

혈관에 카데터를 확보한 후에 하는 것을 권장하 다. Cho

(1999)의연구는헤파린락을이용하여검체를채혈하여검체

만을 위한 정맥천자 자체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시킬 수

HPA: Hypothalamus-Pituitary-Adrenal; IL: Interleukin; NK: Natural killer;
EEG: Electroencephalography; SaO2: Saturation of oxygen; DHEA-S:
Dehydroepiandrosterone sulfate.

Physiological markers Anxiety Depression

HPA axis activity No change Increase
Serum epinephrine Controversial Increase
Serum norepinephrine Increase Controversial
Serum cortisol Controversial Increase
Serum serotonin Decrease
Serum glucose Increase
Urine epinephrine Increase No change
Urine norepinephrine Controversial
Urine cortisol Increase Increase
Urine serotonin Decrease
Urine dopamine Controversial
Saliva cortisol Increase
IL-1, IL-2 Increase
NK-cell Decrease Decrease
Taste threshold Bitter & salty increase Bbitter & sour increase
EEG Right frontal cerebral

Cortex: increase
Left frontal cerebral
Cortex: decrease

Blood pressure Increase/decrease
Heart rate Increase
Respiratory rate Increase
Skin temperature Increase/decrease
SaO2 Decrease
DHEA-S Decrease

Table 1. Physiological markers in the anxiety and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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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불안한 심부전 환자 76명을 상으로 애완동물요법

을 실시한 Cole, Gawlinski, Steers와 Kotlerman (2007)의

연구에서도 카테콜아민 수준을 측정할 때 체위가 향을 줄

수있기때문에모든환자들은머리부분을45도로올린반좌

위로누워서15분간안정을취한후환자가가지고있던폐동

맥카데터를 통해 샘플을 7 cc 채취하 다. 따라서 이런 경우

에도정맥천자를하지않았으므로혈액채취의스트레스가연

구 결과에 향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혈액 카테콜아민이나

코티솔을 측정할 때에는 직접 정맥천자가 아닌 미리 확보한

혈관통로를통해쉽게혈액을채취하도록준비해야한다. 

불유쾌한사건뿐아니라유쾌한사건도카테콜아민수준을

증가시킨다. 또한 예상되는 사건보다 예상치 못했던 사건을

접했을때카테콜아민수준이현저히증가하 다. 소방수들의

불안과 우울을 측정한 연구에서 경력이 많은 군이 경력이 적

은군에비해에피네프린과노어에피네프린이유의하게높게

나타난것은흡연이혈장카테콜아민을증가시키는인자로알

려져 있으므로 화재 시 연기에 노출되는 것이 혈장 카테콜아

민을 증가시켰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Walker et al., 1999).

따라서 흡연자에서 카테콜아민을 검사할 때에는 흡연시간을

제한한후실시해야할것이다. 혈중카테콜아민측정을위해

서는 정맥 혈액 5 cc를 K3EDTA 항응고제가 들어있는 진공

튜브에 채혈하 으며 채혈 전 30분간 누워서 이완된 상태로

휴식을취한후채혈하는것이필요하다(Ray et al., 2006).

우울 환자에서 ACTH와 코티솔이 증가했다는 보고(Deu-

schle et al., 1997)가 있는 반면 반 의 연구 결과를 보고한

연구도 있다(Yehuda, Teicher, Trestman, Levengood, &

Siever, 1996). ACTH의 반감기는 4-18분 정도인 반면에 코

티솔의반감기는최 4시간이소요되므로(Maas et al., 1987),

따라서 ACTH는 급성기 정서 변화를 반 하는 반면 코티솔

은만성적인정서변화를반 한다고생각할수있다.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축은우울에서중요한연구분야

이고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축이일주기변동과초일주기

(ultradian) 주기성을뚜렷이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선행

연구들에서 측정시간을 고려하지 않았다(Posener et al.,

2000). 일반적으로코티솔의분비는아침에일어난직후20-

30분에 가장 최고 농도가 되며 정오에는 절반 정도로 감소되

고 밤에는 더욱 낮아진다. 아침에 코티솔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식욕과 인지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만약

아침 코티솔 농도가 정상보다 높으면 스트레스 상태임을 나

타내준다. 따라서 아침에 코티솔을 측정하는 것(morning

challenge)이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의 활성화를 반

하는지표가될것으로생각된다. 그러나일부연구가들은오

후에 코티솔을 측정하는 것(lunch challenge)이 만성 스트레

스를 반 하며 쿠싱 증후군 등 질병을 진단하는데 도움이 된

다고하 다. 즉코티솔농도그래프기울기가최고농도의절

반이하로줄어들어야함에도불구하고기울기가편평한상태

를 유지한다면 만성 스트레스나 쿠싱 증후군을 예상할 수 있

다(Schmidt-Reinwald et al., 1999). 저녁에 코티솔을 측정

하는 것(evening challenge)은 수면장애와 관련된 연구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이 시점의 코티솔이 높게 나타나

면수면을억제하는 향을주게된다. 따라서불안이나우울

과관련된연구에서는코티솔측정을아침에하는것(morn-

ing challenge)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며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오에 코티솔을 측정하는 것(lunch challenge)도

고려할수있을것으로생각한다. 

그러나불안과관련된연구에서코티솔혈액검체를언제채

취했는지에관해언급하지않은연구가있었으며Cho (1999)

는 호르몬의 일중 변동을 고려해 오후 1-4시 사이에 수술을

시작한사람을 상자로하 으나불안을측정하기에는코티

솔 검체 채집시간이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Kim과 Lee

(1998)의 연구에서는 개심술 환자에게 등마사지 적용으로 불

안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 는데 코티솔 채혈은 수술 전날

오전 8시 30분-9시 30분 사이에 이루어져 코티솔의일중변

동을반 한적합한검체수집시간이었으나수술 후 측정 시

점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아 사전 조사시와 동일한 시

점인지알수없었다. 활동이나음식섭취는코티솔을일시적

으로 상승시키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급성 스트레스와 관련

된 불안을 보기 위해 혈청 코티솔을 측정할 경우에는 오전 8

시-10시 사이의 정해진 시간에 채혈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

울과 관련된 코티솔 검체 시간을 언급한 논문이 없었으나 우

울과 코티솔 증가가 여러 연구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코티솔은 만성적인 정서 장애를 나타내주며 결국 만성 스트

레스와 관련이 있으므로 정오에 검체 수집을 하는 것도 적합

하다(Schmidt-Reinwald et al., 1999).  

그러나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하루 한번 측정하는 방식이 아

닌4-5회/일코티솔측정을실시하여하루의변동리듬을확

인하는 방법이며 이 방법을 추천하고 있다(Schmidt-Rein-

wald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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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액 코티솔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하고 15-30분 정도 지난 후 혈장 코

티솔 농도가 최고로 증가하고 2분 정도 더 있다가 타액에서

도코티솔이증가한다(Gunnar, Bruce, & Hickman, 2001). 

타액 코티솔 측정의 장점은 비침습적이기 때문에 검체 수

집방법이 스트레스가 없다는 점이다. 또한 시간과 장소에 구

애를받지않기때문에병원이아닌집에서도자가검체수집

이가능하다. 이러한장점은특히코티솔이일주기변동을가

지고 있어 아침에 눈을 뜬 후 45분 이내에 검체를 채취하는

것이가장적합하다는이론(Schmidt-Reinwald et al., 1999)

에 근거하여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집에서 쉽게 검체 수

집을할수있다는것이다.

그러나 타액 코티솔은 음식이나 음료의 향으로 구강 pH

의 변화가 생기는 것에 따라 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제품은호르몬을포함하고있어서타액코티솔농도를가성

으로높게나타나게할수있으며고단백질식품도일시적으로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축을자극하여타액코티솔을높게

만들 수 있다(Gibson et al., 1999). 타액을 채취하는 시간을

일정하게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음식이나 약물 등

향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카페인 음료는 2시간 전부터, 유제

품은15분전부터먹지말도록한다. 혹시부득이하게음료를

섭취했다면 물로 입안을 헹군 후 3-5분 정도 기다렸다가 타

액을 채취한다. 간혹 타액 배출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무설탕

껌을씹게하기도하는데이것은타액의pH을변화시키기때

문에 주의를 요해야 한다. 만약 껌을 씹을 경우에는 껌을 뱉

은 후 최소한 3분 후에 타액을 채취하도록 한다(Granger,

Schwartz, Booth, & Arentz, 1999). 타액검체는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20℃ 냉동시켜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해 검사실

로 옮긴다. 중간에 검체가 녹게 되면 코티솔이 더 낮게 나타

난다(Aardal & Holm, 1995).

타액 코티솔 채취 역시 코티솔이 일중 변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수차례 측정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Sch-

midt-Reinwald et al., 1999). 타액 코티솔 검사를 3회/일

시행한 Ryff 등(2006)의 연구에서 첫 번째 타액 수집은 아침

에 일어나서 깨어나서 아무 것도 먹지 않고 30분 지난 후에

양치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정오에

점심먹기전에시행했으며세번째는취침전양치질하기전

에실시하 다. 타액채취는혈액채취에비해간편하게할수

있으므로 가급적 하루에 수차례 측정을 하여 일중변동을 고

려한정확한측정이이루어지는것이더욱타당도를높인다.

4. 소변 카테콜아민과 코티솔

Euler와Lundberg (1954)는공군수송기항공사들의심리

적 상태가 소변 에피네프린과 노어에피네프린 양에 미치는

향에 해 조사하 다. 1-2시간의 비행을 한 후 오전 7-11

시까지 4시간 동안 소변을 수집하여 비행을 하지 않는 날의

소변과비교하여소변에피네프린양이증가하 으나노어에

피네프린 양은 거의 변화가 없었음을 확인하 다. 정상 소변

에피네프린농도는평균5 μg/day이고스트레스를받으면2-

3배 증가한다. 이것은 소변 수집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

는데급성스트레스인경우에는1-3시간소변을수집하게된

다. 하키, 아마추어 권투, 농구 등 운동 선수의 경기 직후 단

시간의소변에서에피네프린, 노어에피네프린양을측정하

다. 그 결과 공격적인 심리 상태에서는 소변 노어에피네프린

이증가하 고긴장되고불안하며수동적인심리상태에서는

에피네프린이증가하 음을발견하 다. 

Euler, Gemzell, Levi와 Strom (1959)은 잔인한 화를

보게 한 후 소변 에피네프린이 많이 증가하 고 소변 노어에

피네프린은약간증가하 다고하 다. 이연구는저녁6시부

터시작하여주간리듬(diurnal rhythm)의 향을받지않게

하 다.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실험에서 실험을 기다

리는 전, 실험 중, 실험 후 소변 에피네프린, 노어에피네프린

양을 측정하 는데 실험 중은 물론 실험을 기다리고 있던

기상태에서도소변에피네프린양이높게나타났다. 

소변에피네프린수집방법의단점은스트레스반응5분이

내에호르몬이증가하는등단시간의역동적인반응을미세하

게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제한점은 카테콜아

민이 주간 리듬의 향을 받기 때문에 아침에 소변을 수집하

지 말아야 된다는 점이다. 원숭이 실험에서 오전 7-9시 사이

의 소변 에피네프린 농도가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의 농도

보다2배높다는사실을보고한바있다. 이러한부분은많은

실험에서 오전의 샘플을 pre-stress 상태로 보고 오후의 샘

플을post-stress로수집하여비교하는오류를범할수있다.

따라서Euler 등(1959)의실험연구에서처럼오후시간이나이

른 저녁 시간에 실험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Otte 등

(2005)은오전8시부터다음날오전8시까지24시간소변을

수집하 다. 특히 소변 카테콜아민을 측정할 경우에는 요실

금이있는 상은제외시킨다. 

우울과 불안이 있는 91명의 중년 여성을 상으로 소변 카

테콜아민을 조사한 Watkins, Blumenthal Kuhn과 Sher-

wood (2004)의연구에서는우울과불안이24시간소변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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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네프린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 으나 24시간 소변 에피네

프린과는관련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우울점수가10점이

상인 상자의 24시간 소변 노어에피네프린이 우울 점수가

10점 이하로 나타난 상자보다22%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

는우울환자에서노어에피네프린이높게나타난여러연구들

과일치되는결과이다. 이러한사실은24시간이상소변을수

집하여 카테콜아민을 측정하는 방법이 현실에서의 일상적인

스트레스와우울을실제로반 해주는것이라볼수있다. 우

울과 불안 모두 24시간 소변 코티솔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울은 24시간 소변 노어에피네프

린을10.4%의변량으로설명할수있었다. 

소변에피네프린과우울이상관관계가없는것으로나타났

지만Dimsdale과Zieger (1991)의연구에서는혈장에피네프

린과심리적스트레스간에강한상관관계가나타났다. 이두

연구를통해볼때심리적스트레스로인해혈장에피네프린이

증가하지만신장의세뇨관에서의분비조절기능으로소변배

출이적게나타난것이라고설명할수있다(Hughes, Watkins,

Blumenthal, Kuhn, & Sherwood, 2004). 그러나 Hughes

등(2004)의연구에서중년여성들의우울과불안은의학적으

로 진단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건강한 상자들이었다.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을 상으로 한 Grossman과

Potter (1999)의 연구에서 소변 노어에피네프린 배출이 건강

한 상자에 비해 30% 정도 더 증가했다. 따라서 표본에 심

한 우울증 환자들이 포함된다면 실험결과가 변화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24시간 이상 채집한 소변에서 카테콜아민을 측정

하는 것은 실제 생활 스트레스를 반 하는 민감도 높은 방법

이다(Dimsdale & Zieger, 1991). 즉 스트레스 당일과 다음날

까지 교감신경계의 반응을 반 해주기 때문에 향후 불안과

우울을반 하는생리적지표로사용하기에적함하다.

5. 행동 검사

우울과불안은쥐를 상으로이루어진연구에서도측정되

었다. 불안 행동검사로는 고위십자미로검사(Elevated plus-

maze test)를 이용하여 2개의 열린 arm과 2개의 닫힌 arm

으로 구성된 장치에 쥐를 놓고 비디오로 측정하여 6분중 마

지막 5분간 열린 arm에 머문 시간이 짧을수록 불안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Jung et al., 2007). 또한 Jung 등(2007)은

우울의 행동학적 검사로 강제수 검사(Forced swimming

test)와 미현수검사(Tail suspension test)를 실시하 다. 강

제수 검사는 깊이 12 cm의 실린더에 6분간 쥐를 두고 수

을 멈추거나 움직임없이 떠있기만 할 때를 부동상태로 판단

하여 6분 중 마지막 4분간 부동시간을 측정하여 우울의 지표

로 사용하 다. 미현수검사는 50 cm 높이에 꼬리를 고정하

여 매달아두고 6분 검사 중 마지막 4분 동안 총 부동시간을

측정하 다. 꼬리가 묶인 상태에서 의욕없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을 측정하여 우울 정도가 높다고 보는데 이러한 행동 검

사는우울증모델에서많이사용되는방법이다. 

간호학연구의 부분에서불안과우울은사회심리학적측

정도구로 측정되었다. 이 경우 자가보고이므로 이중맹검과

무작위 배정이 되어 있는 연구 설계가 아니라면 결과를 증거

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연구 상자가 자신에게 중

재가가해진것을알기때문에자가보고시오차가발생할수

도있다고생각한다. 따라서어떤현상을설명하기위해사회

심리학적 도구뿐 아니라 생리적 지표도 이용하는 등 복합적

인수치가사용될수있다. 

생리적 지표 활용의 장점은 객관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

이다. 즉 자가보고에 의한 사회심리적 측정방법보다 훨씬 객

관적이며 측정방법의 오차가 없는 한 신뢰도가 높다. 자가보

고에 의한 방법은 상자가 자기 생각 로 조작이 가능하지

만생리적지표는조작하기어렵기때문이다. 

생리적 지표는 비교적 높은 타당도를 가지고 있지만 본 연

구에서탐색한불안과우울이라는개념이스트레스라는개념

과 같은 생리적 지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향후 생리적 지표와

불안, 우울, 스트레스라는 정서적 상태의 관계를 좀 더 특정

화시킬수있는많은연구가필요하다고본다.  

물론IL-1, IL-2가우울의직접적인원인이된다고말하기

는 어렵지만 우울로 인한 생리적 반응으로 인한 면역 변화가

우울 발생과 동시에 나타나는지 혹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

요된 후 나타나는지에 따라 지표(markers)가 될 수도 있고

결과변수(outcomes)가될수도있다고본다.

결론적으로 스트레스는 불안과 우울을 야기시키고 이러한

불안과우울은교감신경계를자극하여카테콜아민분비를촉

진시키고,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축을따라코티솔분비도

상승시킬수있다. 따라서불안과우울을반 하는생리적지

표로 에피네프린, 노어에피네프린, 코티솔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불안과 우울에서의 생리적 지표가 차이나는지에 관해

서는논란이있으므로추후반복연구가필요하다고본다.



생리적 지표를 이용한 불안과 우울 측정에 한 고찰 191

결론 및 제언

불안과 우울은 자율신경계의 각성으로 일어나는데 심리적

상태 측정은 기존 설문지를 이용한 도구들을 이용하여 주관

적인 표현과 신체 반응을 자가보고하는 방식에 의해 나타난

다. 생리적상태를나타내는생리적지표로는혈액내코티솔,

카테콜아민을 주로 측정하 다. 이렇듯 불안과 우울 측정은

자가보고적, 생리적 반응, 행동적 반응 등 세 가지 방법에 의

해 측정이 가능하나 자가보고법은 상황에 따라 급변할 수 있

고 행동반응의 관찰은 조사자의 편견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불안과 우울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측정하기위해서는자가보고법과함께생리적지표

를 같이 이용해야 된다. 불안 측정에는 노어에피네프린이 더

적절하며우울에는에피네프린과코티솔증가가지표로적절

하다는선행연구들이있었으나반 의결과도있었기때문에

향후더많은연구결과가제시되어야된다. 

또한 불안이나 우울증상이 면역에 향을 주지만 면역 저

하가 직접적으로 불안이나 우울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결

국 정신심리적인 상태를 거울과 같이 비춰주는 생리적인 지

표는‘동시에’일어나야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지

표(marker)와 결과변수(outcome)는 상관성은 있으나 두 가

지 용어를 구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정의되지 않았다

(Jones & Agusti, 2006). 진정한 지표는 상태를 직접적으로

반 해야 한다. 지표는 관련성(relevant)이 높아야 되고 특이

적(specific)이어야한다. 

본연구결과를토 로다음과같은제언을한다.

첫째, 상자 수를 확 하여 자가보고 형식의 불안과 우울

점수와생리적지표인혈액, 타액, 소변의카테콜아민, 코티솔

을동시에측정하여어떤생리적지표가정서상태를가장잘

반 하는지규명할필요가있다. 

둘째, 우울의 생리적 증상인 피로감, 식욕상실, 체중감소,

수면장애 등의 신체적 증상과 생리적 지표인 카테콜아민, 코

티솔과의관계를규명하는연구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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