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xiety and Mood Vol 16, No 2 / pISSN 2586-0151 / eISSN 2586-0046
https://doi.org/10.24986/anxmod.2020.16.2.004

ORIGINAL ARTICLE

만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에서 심박변이도와 증상과의 상관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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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Heart rate variability (HRV) is known to reflect autonomic nervous system activity. Individuals with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are reported to have lower HRVs. We attempted to find HRV
indices with head up tilt position that reflect the symptoms well in order to evaluate PTSD symptoms.
Methods : Sixty-seven patients with PTSD and 72 patients without PTSD were assessed using the PTSD
Checklist for DSM-5 (PCL-5),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the Beck Anxiety Inventory and the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HRV was measured in the head-up tilt position. We collected data regarding
heart rate (HR), standard deviation of the NN intervals (SDNN), the square root of the mean squared differences of successive NN intervals (RMSSD), log low-frequency (LNLF) and log high-frequency (LNHF).
Results : The value of LNHF was different according to presence or absence of PTSD after head-up tilt
position. In the findings of the association between PTSD symptoms and HRV indices as based on head-up
tilt, LNHF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total score of PCL-5.
Conclusion : The reduction of the high-frequency component of HRVs in the PTSD group might reflect
more PTSD symptoms. (Anxiety and Mood 2020;16(2):83-90)
KEY WORDS :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Heart rate variability·PTSD Checklist for DSM-5.

서

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는 대단히 충격적이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사건들에 대

심리적 외상은 외부 환경의 변화들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한 반응 때문에 발생한 가장 잘 알려진 장애들 중에 하나이

새로운 징후들과 증상들을 유발하는 정신적 사건이어서, 외

다. PTSD의 평생 유병률은 미국 시민의 7%에서 9%까지 이

부적 충격의 크기나 심각도와 항상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하지만, 국립 베트남 참전용사 재

일부 사람들은 끔찍한 사건들을 견뎌내지만, 반면에 어떤 사

적응 연구(The National Vietnam Veterans Readjustment

람들은 어떤 사건의 외상에 고통스럽게 사로잡혀 괴로워한다.

Study, NVVRS)에서 남성의 30.9%와 여성의 26.9%에서
PTSD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2 한국 베트남 참전용사 연

Received : March 24, 2020 / Revised : August 28, 2020
Accepted : October 13, 2020
Address for correspondence
Sukhoon Kang, M.D., Department of Psychiatry, Veteran Health Service
Medical Center, 53 Jinhwangdo-ro 61-gil, Gangdong-gu, Seoul 05368, Korea
Tel : +82-2-2225-1483, Fax : +82-2-2225-3947
E-mail : sukhoon.kang@yonsei.ac.kr

구에서 퇴역군인들의 23%에서 PTSD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것과 같이 퇴역군인들에게 PTSD의 유병률은 더 높다.3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Hypothalamic-pituitary-adrenal axis, HPA axis) 그리고 교감신경-부신수질 축(Sympatho-adrenal medullary axis)의 두 경우에서 나타나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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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PTSD의 불안과 공포를 조정하는 스트레스 반응과 관
4

포함하여 다양한 외상을 경험한 자를 대상으로 안내하였으

계가 있었다. 침습적 사고와 과각성과 같은, PTSD의 일부 임

며, 대조군은 외상 경험을 포함하여, 어떠한 정신과적 질환력

상 증상들은 또한 자율신경계(Autonomic nervous system,

도 없는 자가 지원하도록, 환자의 보호자 등을 포함하여 일반

5

ANS)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부교감신경

인을 대상으로 안내하였다. 모든 참가자들은 2014년 10월부터

계(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 PNS)는 억제되고 교감

2015년 6월까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의 정신

신경계(Sympathetic nerve system, SNS)는 지속적인 방식으

건강의학과에서 모집되었다. 모집된 실험군에서 기질성정신장

로 활성화되어서, 혈관에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을 분

애, 조현병, 양극성장애, 현재 물질사용장애, 그리고 현재 주요

비하고,6 그 결과 혈관수축과 근경직이 나타나며, 혈압 상승과

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 MDD)를 포함해서, 다

7

심박변이(Heart rate variability, HRV)에 변화를 일으킨다.

른 정신질환이 있는 참가자들은 배제되었다. 고혈압(Hyper-

HRV는 단순하고 비 침습적인 방법으로 심박변이를 평가

tension, HTN), 고지질혈증, 당뇨병(Diabetes mellitus, DM),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일 진단군을 대상으로 시행한

또는 뇌혈관 질환(CVD)에 대해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피

연구마다 서로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

험자들은 약물치료 양성으로 분류되어 포함되었다. 조절되

어 PTSD를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는 대조

지 않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혹은 허혈성 심장질환, 부정맥, 또

8

군에 비하여 높은 LF 파워가 나타난다고 하였으나 다른 연

는 심부전과 같은 치료가 어려운 심혈관계 문제들이 있는 지

구에서는 낮은 LF HRV가 나타났다.9 결과값이 연구마다 상

원자들을 내과 자문 협진을 통해서 내과 전문의가 진료한 후

이한 이유는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을 텐데, 실험 대상군

에 HRV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자들은 배제하였다.

의 약물 사용 여부, 정신 및 의학적 동반 질환을 포함한 요소

211명의 참가자들 중에 141명은 포함되고, 70명의 피험자들

들, 혹은 작은 표본 크기 등은 혼란 변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은 의학적 문제들(n=47 ;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4, 조절되지

것이다.10-12 무엇보다 24시간 HRV 분석 방법이 아닌 단시간

않은 고지혈증=1, 조절되지 않은 당뇨병=12, 허혈성 심장 질

검사는 생리적 상태의 급격한 변화들과 관련된 심박의 일시

환=8, 부정맥=10, 협심증=4, 심근 경색=5, 그리고 경도 인지 장

13

적 변화들을 충분히 평가할 수 없는 한계점도 있을 것이다.

애=3), 베타 차단제 또는 칼슘 채널차단제의 사용(n=5), 그리

신체의 예민성을 극복하고 질환에 따른 HRV의 민감도를 높

고 HRV 측정과정에서 환자의 움직임, 혹은 장비의 오작동에

이기 위해서 혈역학적 부하검사가 시도되기도 하였다.14 대표

의한 결함들이나 측정 후에 발견된 원시 측정값의 결함들

적으로 기립자세를 이용한 방법인데, 이는 심혈관계에 혈류역

(artifacts)(n=18)로 인하여 배제되었다. 모든 참가자들에게 서

학적 응력을 유발하고 상대적으로 심실의 직경이 축소되어

면동의서를 제공했다. 본 연구의 프로토콜은 한국보훈복지의

14

결과적으로 심장으로 유입되는 정맥혈은 감소한다. 교감신경

료공단 중앙보훈병원의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계의 활동에서 이런 순간적 상승은 심실 수축력의 증가를 초
래하는데, 그것은 PTSD에서 관찰된 것과 유사한 반응으로
14

절 차

볼 수 있다. 한편, 전(前) 고혈압 범위에서 휴지기 혈압이 증

모든 피험자들에게 임상적 검사, 정신적 평가, 그리고 HRV

가할 때 PTSD 환자에서 뇌혈관 질환(Cerebrovascular dis-

측정을 시행하였다. 모든 정신장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ease, CVD)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15 기립 경

가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5판(The Diagnostic and Sta-

사 검사를 시행할 경우 혈압이 상승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

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DSM-5)16

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CVD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

을 이용해서 진단하고 평가하였다. 또한 모든 피험자들에 대

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본 연구는 만성

해 우울증과 불안 장애의 과거 병력을 조사하였다. 항우울제

PTSD 환자에서 자율신경 기능의 질병 특이적 변화를 평가하

(4개의 SSRI=32, 3개의 SNRI=11, 1개의 삼환계 항우울제=1)

기 위해 경사 테이블을 사용하여 기립 경사 후, 혈액학적 스트

및 수면제(졸피뎀=46, 벤조디아제핀=23)와 같은 현재 복용중

레스를 준 상태에서 심박변이도를 측정하고 이 지표와 PTSD

인 정신과 약물도 조사하였다. DSM-5 진단기준에 따른

증상의 관계를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PTSD 검사항목(The PTSD Checklist for DSM-5, PCL-5)
은 PTSD의 증상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되었고, 벡의 우

대상 및 방법

울척도 검사(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는 우울
증상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으며, 벡의 불안척도 검

피험자들
광고를 통해서, 실험군은 베트남전 참전과 관련된 외상을

84

사(The Beck Anxiety Inventory, BAI)는 불안 증상들을 평
가하기 위해서 사용되었고, 그리고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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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등

(The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는 주관적인 수

용한 HRV 평가에서 시간 영역 분석은 주파수 영역 분석보다

면의 불편함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피험자들은 다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기록에서, 주파수 영역의 방법

른 사람의 도움 없이 병원 내의 면담실에서 설문지를 작성하

들은 대개 생리적 조절에 대해서 더욱 쉽게 해석 가능한 결과

도록 요청 받았다. 그리고 7일 후에 심박을 측정하였다. 마지

들을 제공할 수 있다.13

막으로, 141명의 피험자들을 두 그룹[: Non-PTSD(n=73), 그
리고 PTSD(n=68)]으로 분류하였다.

HRV 검사는 그 절차를 설명한 후에 안락한 온도(22~24℃)
의 조용하고 어두운 조명이 있는 고요한 실내에서 내과의사
가 시행하였다. 센서들이 부착되었고 참가자들에게는 단기

측 정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영향들도 최소화하기 위해 환
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이 제공

임상적 변수들(Clinical variables)

되었다. HRV는 AFT-800(메디코아, 서울, 한국)을 이용해서

임상적 변수들은 표준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수집되었다.

5분 동안 편안하게 바로 누운 자세로 측정되었다. 30분 휴식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체중(kg)을 신장의

에 이어서, HRV는 70도 각도의 경사 테이블 위에서 10분 동

2

제곱(m )으로 나눈 값으로 규정하였다. 고혈압은 수축기 혈

안 유지된 기립 경사 자세(Head-up tilt, HUT)로 측정되었다.

압≥140 mm Hg, 이완기 혈압≥90 mm Hg, 또는 현재 항고혈

HRV 결과들은 광범위하게 사용된 시간 영역 그리고 주파수

압 약물의 사용으로 정의하였다. 고지질혈증은 저밀도지질단

영역 분석들에 근거해서 평가되었다. 시간 영역 분석에서, 5분

백질(Low-density lipoprotein, LDL) 콜레스테롤≥160 mg/

동안 측정한 NN 간격들의 표준편차의 평균(The mean of

dL으로 정의하였다. 당뇨병은 공복혈당 수치≥126 mg/dL 또

the 5-minute standard deviation of NN intervals, SDNN)

는 현재 항 당뇨병 약물의 사용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허혈성

과 연속적인 NN 간격들의 차이에 대한 제곱의 합을 평균하

뇌졸중과 뇌출혈의 병력을 포함하여, 뇌혈관 질환(CVD)에 관

여 제곱근을 한 값(The square root of the mean squared

한 정보를 얻었다. 흡연은 현재 흡연자로 분류되었다. 와인(148

differences of successive NN intervals, RMSSD)이 단기

mL), 맥주(355 mL), 증류주(44 mL)는 2~4회/월, 1잔 이상/회

HRV에 대해서 추출되었다.13 주파수 영역 분석은 파워 스펙

로 확인되었다. 커피와 차 소비량은 컵/일로 측정되었다.

트럼 분석을 통해서 세 가지의 주기 성분들로 분류될 수 있다.
고주파 성분(High frequency, HF)은 0.15~0.4 Hz 범위에서
부교감신경계 기능과 관련된 지수이다.17 0.05 Hz와 0.15 Hz

심박변이도(HRV)
심장 박동과 박동 사이의 간격은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에

사이의 저주파 성분(Low frequency, LF)은 교감신경계와 부

도 항상 변화하는데 이러한 시간에 따른 심박동의 주기적인

교감신경계 모두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주로 교감신경계의

변화를 심박변이도라고 한다. 심박변이도의 분석 방법은 크

활성을 반영한다.17 초저주파 성분(0.003~0.05 Hz)은 5분 측

게 시간 영역 분석과 주파수 영영 분석이 있다. 시간 영역 분

정 주기 때문에 그 측정의 부정확성으로 인하여 분석되지 않

석은 심박변이도를 분석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연속된

았다.18 원래의 파워는 관련된 분포들을 정규화 하기 위한 분

심전도에서 QRS complexes의 정상 R 지점으로부터 다음 정

석을 시행하기 이전에 로그-변환되었다. 따라서 HF, LF 각각

상 R 지점까지의 간격을 의미하는 NN 간격(normal to nor-

은 모두 자연로그(Natural Logarithm, Ln)값으로 변환되어

mal interval, NN interval)과 특정 시간에 순간적인 심박을

로그 저주파 성분(log low frequency, LNLF)과 로그 고주파

측정한다. 즉, NN 간격 또는 순간 심박은 연속적으로 기록된

성분(log high frequency, LNHF)으로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심전도(ECG)에서 동방결절의 탈분극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연속적인 정상 QRS 복합체 사이에서 계산된다. 파워 스펙트

심리적 변수들(Psychological variables)

럼 분석은 주파수의 함수로서 파워의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제

PTSD 증상들은 자가보고 평가 척도인 PCL-519를 사용해

공하고 자율 신경계의 균형을 정량화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서 평가되었다. PCL-5는 4가지 요소들, 즉 5개 항목의 B 영

또한, 자율 신경계의 교감 신경계 및 부교감 신경 가지를 반

역(침습), 2개 항목의 C 영역(회피), 7개 항목의 D 영역(인지

영하는 저 주파수 및 고 주파수의 그래프를 작성하여 자율

및 기분의 부정적 변화), 그리고 6개 항목의 E 영역(과각성)

신경계의 기능을 정량화하고 분석할 수 있다. 전통적인 HRV

으로 구성된다. 피험자들은 “1점=전혀 아니다”에서 “5점=매

분석 방법들은 장기 심전도(ECG) 기록(12~24시간) 또는 단

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개별적으로

13

기 심전도(ECG) 기록(2~5분)이다. 장기간 기록하는 동안 심

사용해서 지난 달 동안 자신의 증상들을 평가했다. 총점은 0점

박을 변조할 때 안정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장기 기록들을 이

에서 80점까지 이다.20 우울증은 BDI의 한국판을 사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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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다. 이러한 측정은 우울증의 존재 및 수준을 평가하

력, BDI 점수, BAI 점수, CVD medication 복용력, 그리고 항

고 인지, 감정, 동기, 그리고 생리적 증상들에 관한 질문들을

우울제 복용 등을 사용해서 모델화했다. PCL-5의 총점을 독

포함하는 자가보고 설문조사이다. BDI에서의 응답들은 각 질

립변수, HRV 지수들을 종속변수로 각각 설정하여 두 변수

문에 보고된 증상들의 수준을 설명하기 위해서 0점(경증)에

사이에 어떤 함수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다변량 공

21

서 3점(중증)까지, 4점 척도를 이용한다. 또한, 불안은 BAI의

분산 분석과 동일한 공변량을 사용하여 선형 회기 분석

한국판을 사용해서 추정되었으며, 21개의 불안 증상들을 기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했다. 통계적 유의성 기

술한다. 0점(전혀 아니다)에서 3점(심하여, 거의 그것을 견딜

준은 각각의 양측검정에서 p＜0.05인 것으로 정의되었다.

수 없었다)까지 범위의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자들에게 각각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sion 21.0(IBM Corp.,

의 이런 증상들 때문에 지난 한 주간 자신이 얼마나 불편했는

Armonk, NY, USA)이 통계 분석에 사용되었다.

지 평가하도록 요청하였다. 총점은 최소 0점 그리고 최대 63점
이다.22 수면의 질은 PSQI의 7가지 요소들을 사용해서 평가되

결

과

었으며, 7가지 요소들은 주관적인 수면의 질, 수면 잠복기, 수
면시간, 수면 효율성, 수면장애, 수면제의 사용, 그리고 바로
23

전 달에 걸친 주간 기능장애를 평가한다. 전체적인 PSQI 점
수는 0점에서 21점까지의 범위이다.

인구통계학적 및 임상적 특징들
평균 연령은 PTSD 그룹에서 64.4세 그리고 Non-PTSD
그룹에서 62.7세였다. 141명의 피험자들 중에, 88명은 퇴역 군
인들이었다. 뇌혈관 질환이 PTSD 그룹에서 유의하게 더 흔

데이터 분석

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뇨병 및 고혈압의 유

콜모고로프-스미르노프 검정(Kolmogorov-Smirnov tests)

병률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PTSD 그룹에 속한 68명

은 수집된 데이터의 정규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두

중 45명의 퇴역군인 PTSD 환자가 군대를 제대한 후에 증상

그룹들 사이의 그룹 간 차이들은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을 보고했다. 그들은 정확한 PTSD 발병 날짜를 진술할 수는

tests)과 독립표본 t-검정 (independent sample t-tests)을 사

없었고 단지 고통스러운 외상사건을 경험한 시간만을 입증하

용해서 평가되었다. 그룹들 사이의 HRV 지수들을 비교하기

였다. 그들의 보고에 따르면, 대상으로 삼은 외상사건 발생 이

위해서, 다변량 공분산 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cova-

후의 평균 시간은 34년(SD=17.9)이었다. 또한, 퇴역군인이 아

riance)은 공변량으로 성별, 연령, 우울증 및 불안장애의 병

닌 23명의 피험자들은 6.4년(SD=3.6)동안 PTSD를 앓았다고

Table 1.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Age (years)
Female, n (%)

Non-PTSD (n=73)

PTSD (n=68)

t/χ2

p

62.7 (11.0)

64.4 (10.1)

-1.189

0.236

2 (2.9)

4.313

0.038*

45 (66.2)

0.794

0.373

9 (12.3)

Veterans, n (%)

43 (58.9)

Time since target trauma (years)
BMI (kg/m2)

†

34 (17.9)
1.727

0.086

Smoking, n (%)

25.1 (3.6)
35 (47.9)

24.1 (3.2)
24 (35.3)

2.315

0.172

Alcohol, n (%)

36 (49.3)

24 (35.3)

2.831

0.125

Coffee (cup/day)

2.1 (1.3)

1.9 (1.4)

1.457

0.452

Education (years)

12.3 (3.6)

11.9 (3.5)

0.679

0.498

DM medication, n (%)

13 (17.8)

19 (27.9)

2.060

0.151

HD medication, n (%)

32 (43.8)

32 (47.1)

0.148

0.701

3 (4.1)

11 (16.2)

5.732

0.017*†
<0.001**

CVD medication, n (%)

14 (9.6)

48 (35.3)

27.125

Anxiety disorders, n (%)§

8 (5.5)

42 (30.9)

31.149

<0.001**

Antidepressant use, n (%)

4 (2.7)

40 (29.4)

30.039

<0.001**

22 (30.1)

47 (69.1)

21.408

<0.001**

Depression, n (%)

‡

Sleep medication use, n (%)

Data are presented as mean (standard deviation)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number (%) for categorical variables. * : p＜0.05,
** : p＜0.001, † : Chi-square test and Fisher’s exact test were performed for statistical analysis, ‡ : Life time history of depression,
§ : Life time history of anxiety disorders. BMI : body mass index, CVD : cerebrovascular disease, DM : diabetes mellitus, HD : heart
disease, PCL :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hecklist for DSM-5, PTSD :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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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등

보고했다. PTSD 집단의 많은 피험자들은 우울증 및 불안 장

-0.267, p=0.028)만이 PCL-5의 총점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

애의 병력이 있었다. PTSD 집단에서 항우울제를 더 많이 사

다(Table 3).

용하였다. 또한, PTSD집단은 Non-PTSD 집단보다 수면제를

고

더 많이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기립 경사 자세에서 PTSD와 Non-PTSD 그룹들의 HRV
비교

찰

본 연구는 질환에 따른 HRV의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PTSD에서 관찰된 것과 유사한 반응을 일으키는 기립 경사

73명의 non-PTSD 피험자들과 68명의 PTSD 피험자들은

자세를 사용하여 혈역학적 부하를 유발한 상황에서 PTSD

기립 경사 자세로 검사를 받았다. 기립 경사 자세에서 두 집

증상을 잘 반영하는 HRV 지수를 찾아보고자 시도하였다. 통

단의 HRV의 변화를 측정하여 비교하였을 때 Non-PTSD 집

계 분석 과정에서 다양한 임상적 변수들이 공변량으로 포함

단과 PTSD 집단 사이에서 HR, SDNN, RMSSD, LNLF는

되었는데 특히, 기립 경사 검사 시에 혈압이 상승하면서 CVD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LNHF(F=4.018, p=0.047)는

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CVD와 관련된 정보를

Non-PTSD 집단보다 PTSD 집단에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다. 또한, 본원의 특성 상 고령의 만성

났다(Table 2).

PTSD 환자가 다수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연구 진행 시 올바른
참여와 평가를 위해서도 CVD와 관련한 정보가 필요하였다.

PCL-5와 HRV 사이의 상관관계들

기립 경사 자세에서 PTSD 그룹과 Non-PTSD 그룹을 비

PTSD 증상들과 HRV 지수들 사이의 함수관계를 평가하기

교하였을 때, 시간 영역 분석의 SDNN과 RMSSD에서는 유

위해서 PCL-5의 총점을 독립변수, SDNN, RMSSD, LNLF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주파수 영역 분석의 LNHF는

그리고 LNHF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선형 회기 분석(Lin-

PTSD 그룹에서 유의하게 더 낮은 값을 보여서, 이전 연구를

ear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이 중에서 LNHF(β=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24 생리적으로 건강하여 심박변이도
가 크고 불규칙할수록 SDNN 값이 증가하므로 SDNN 값은

Table 2. Comparison of HRV indices between PTSD and NonPTSD groups as based on HUT

자율신경계의 전반적인 활성 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이와 같이, SDNN은 스트레스에 대한 생리적 회복탄력

Non-PTSD (n=73)

PTSD (n=68)

F

p

74.2 (1.3)

77.9 (1.6)

0.409

0.523

성을 반영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몇몇 연구들에서, PTSD
환자들이 더 낮은 SDNN을 보이는 것은 전체 자율신경계의

HR
SDNN

25.3 (1.4)

20.9 (1.3)

3.515

0.063

RMSSD

19.2 (1.9)

15.5 (1.4)

1.314

0.254

LNLF

4.2 (0.1)

3.8 (0.2)

2.459

0.119

LNHF

3.8 (0.1)

3.2 (0.2)

4.018

0.047*

Data are presented as mean (standard error). Analysis of covariance was carried out using gender, cerebrovascular disease and time since PTSD onset as covariates. * : p＜0.05. HRV :
heart rate variability, PTSD :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HUT :
head-up tilt, HR : heart rate, SDNN : standard deviation of the
NN interval, RMSSD : the square root of the mean squared differences of successive NN intervals, LNLF : log low frequency,
LNHF : log high frequency
Table 3. Linear regression analysis between PCL-5 and HRV
Independent

Dependent

variables

variables

PCL-5

β

p-value

SDNN

-0.135

0.272

RMSSD

-0.070

0.572

LNLF

-0.109

0.378

LNHF

-0.267

0.028*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 : p＜0.05. PCL-5 :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hecklist for DSM-5, HRV : heart
rate variability, SDNN : standard deviation of the NN interval,
RMSSD : the square root of the mean squared differences of
successive NN intervals, LNLF : log low frequency, LNHF : log
high frequency

유연성 감소를 반영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스
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감소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
한다.24,26 또한 RMSSD는 부교감신경계 활성의 정도를 나타
내는 지수이다.13 몇몇 연구 들에서, PTSD 환자들이 더 낮은
RMSSD를 나타내는 것은 다양한 외상적 경험들로 인해서
부교감신경계의 기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시사하
고 있다.27,28 본 연구의 주파수 영역 분석은 기립 경사 자세를
하였을 때 HF가 Non-PTSD 그룹보다 PTSD 그룹에서 현저
하게 더 낮았음을 보여주었다. HF 성분은 주로 심장으로 뻗
어 나간 미주신경들의 기능을 반영하므로 부교감신경계 활성
도를 대표하는 측정치이다.29 이와 같이, 일정한 스트레스, 불
안, 그리고 공포에 대한 감정 상태들은 HF 지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30 이렇게, PTSD 그룹에서 더 낮은 HF 값을 보이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이전 연구들을 지지한다.27,31 그러나 LF 지
수의 해석들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비록 많은 연구 들에서
LF가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 모두의 활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지만,32 장기간의 HRV 평가의 결과들은 LF가
보다 더 교감신경계의 활성도를 반영한다는 것을 시사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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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들을 비교해

부교감신경 작용의 감소는 편도체(amygdala)와 내측 전전두

보았을 때 SDNN, RMSSD, LF 진폭 등에서는 유의미한 차

피질 앞부분(ventral portion of medial prefrontal cortex)의

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것은 주로 만성 PTSD 피험자들을

활성화에 변화가 일어난 것과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PTSD

포함한 본 연구의 표본 특성에 대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의 공포 및 위협의 반응들에 대한 근거가 된다.40 이런 구조들

기립 자세에서 신체가 받는 혈역학적 부하는 상당하다고

은, 변연전(prelimbic) 그리고 변연계 아래(infralimbic) 피질

할 수 있다. 이를 검사에 재현한 것이 기립 경사 검사이며, 중

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측 대상회(anterior cingulate) 및 대

력의 영향이 가장 큰 90°의 직립 대신 70°전후의 경사테이블

뇌섬(insula)과 연결되어, 결국 주의 및 각성의 조절에 영향을

을 이용할 때, 경사테이블에 기댐으로써 하지 근육 긴장도를

미친다.41 이전 연구에서, HF 및 LF의 진폭 감소는 이러한 두

완화시켜 하지 용적혈관으로의 혈액 이동이 더욱 효과적으

뇌 구조들 사이의 변화된 연결성과 관련이 있음이 입증되었

33

로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기립 경사 검사에서 정상인이

다.19,31,42 본 연구에서는 PTSD 집단과 Non-PTSD 집단 사이

기립한 경우에, 하지의 과도한 울혈은 정맥 환류량을 감소시

에서 우울과 불안의 심각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지만,

키고, 이로 인하여 심박출량이 줄어들어서 결국, 동맥 혈압을

PTSD 증상들과 LF 진폭 감소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하지 않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감소된 혈압은 동맥 압력 수

았다.31,39 그러나, 기립 경사 검사를 이용해서 물리적이나 심리

용체들을 활성화시키는데, 이것은 교감신경계가 항진되고 부

적으로 공포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였을 때 뇌와 심장과 같

교감신경이 억제되는 후속 반응을 가속화 시켜서, 결국 말초

은 신체에 영향을 주어 HF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박과 심장 수축성을 증가시킨다.34 이

서, 본 연구의 결과나 다른 연구들의 결과29,30를 통해서 HF가

것은 결국 교감신경계의 활성이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부교

주로 부교감신경계의 활성도를 반영하고 또 다른 연구의 결

감신경계의 활성이 감소하는 것을 초래한다. 이와 같이 혈역

과13를 통해서 LF가 주로 교감신경계의 활성도를 반영한다는

학적 부하를 일으키는 것과 유사한 급성 스트레스는 부교감

점을 고려할 때 만성 PTSD의 임상적 증상들은 교감신경의

신경의 심장 조절 중단과 관련이 있는데, 특히 이전 연구에서

변화보다 부교감신경계의 활성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는 이러한 부교감신경계의 활성 감소가 HF 성분에서 관찰되

으로 보인다.

31,35

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PTSD 증상의

본 연구에는 일부 한계점이 있었다. 표본이 작고, 여성들이

중증도는 자율신경 기능의 장애 및 염증 발생과 관련이 있어

거의 없었으며 연령 제한이 있어서 본 연구의 결과들을 일반

PTSD 증상의 중증도가 심할수록 부교감신경의 활성도가 크

대중들로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제한되었다. 게다가

36

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는 HF 지

흡연, 카페인 및 다른 약물의 사용, 그리고 음주와 같은, 행동

수의 변화가 항상 부교감신경의 반응에 의해서 설명될 수는

에 영향을 주는 활동들을 금지하도록 참가자들을 교육했음

없다고 보고하였고,37 최근의 한 연구는 PTSD 환자들이 약물

에도 불구하고, 생활방식 요인들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다.

및 물질사용장애가 이환 된 경우가 많은데 HF는 PTSD 증상

또한, 이 연구는 DSM-5에 기반한 임상가를 위한 외상 후 스

보다는 약물 및 알콜 사용의 중증도에 더 민감할 수 있음을

트레스 척도(The Clinician-Administered PTSD Scale for

38

시사하였다. 한편, 몇몇 연구 들에서는 PTSD가 교감신경 및

DSM-5, CAPS-5)와 같은 면접 기반 측정 대신에, PCL-5와

부교감신경 변화들이 동시에 일어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자가보고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들을 일반

들이 상반된 방식으로 작용하여 결국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화하기 위해서, 환자들의 주관적 평가 뿐만 아니라, 객관적

31,37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PTSD 피험자 들

평가 척도들을 사용해서 결과들을 입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

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대규모 표본을 사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베트남 참전용사들을 포함

용한 연구가 없어서 교감신경 및 부교감신경 기능의 생리학적

한 표본에서 PTSD 증상들과 HRV 지수들 사이의 연관성들

근거들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을 평가하였다. PTSD 치료 후 나타나는 자율신경계의 변화

본 연구에서는 PCL-5의 총점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HRV
지수들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선형 회귀 분석한 결과, LNHF

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대규모 표본을 활용
한 체계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와의 연관성을 제외하면 PTSD 증상들과 HRV 지수들 사이
의 어떤 관계도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따라서 LNHF의

결

론

감소는 HRV 지수들 중에서 PTSD증상을 반영하는 지표일
수 있다. 이전의 연구에서도 HF 성분의 감소는 PTSD 그룹의

본 연구는 PTSD 집단과 Non-PTSD 집단을 대상으로 하

증상 영역들 중의 일부 영역들과 유의하게 관련성이 있었다.7,39

여 HRV 지수들 중에서 PTSD 증상을 가장 잘 반영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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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등

소들을 찾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PTSD에서 관찰된

12. Hauschildt M, Peters MJ, Moritz S, Jelinek L. Heart rate variability

것과 유사한 자율신경계의 반응을 유발하는 기립 경사 자세
에서 두 집단의 HRV 지수를 측정한 결과 LNHF에서 유의

13.

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PTSD 증상들과 HRV 지수들 사이
의 함수관계를 평가하기 위해서 PCL-5의 총점과 HRV 지수
를 선형 회귀 분석에 적용한 결과에서도 LNHF가 PCL-5의
총점과 유의한 선형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LNHF

14.
15.

의 감소는 HRV 지수들 중에서 PTSD 증상의 심각도를 반영
할 수 있다. 최근 연구들은 생체센서를 통해 HRV와 같은 수
동데이터를 수집하여 PTSD에 대한 디지털 표현형을 구축할
수 있으며,43 PTSD를 앓고 있는 퇴역군인에 대한 치료로 바이

16.
17.

오피드백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44 이렇게, PTSD 증상
의 객관적인 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최근의 연구들과

18.

결합된다면 향후 PTSD 환자의 치료와 평가에 큰 도움이 될

19.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심 단어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심박변이도
(HRV)·DSM-5 진단기준에 따른 PTSD 검사항목(PCL-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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