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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공황장애 환자에서 성별에 따른 

베타아드레날린 수용체 기능의 민감도의 차이

본 연구의 목적은 공황장애 남녀 환자들을 대상으로 공황장애의 병태 

생리와 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알려진 생체 내 베타아드레날린 수용

체 활동성을 측정하여 비교함으로써 공황장애의 생물학적 병태 생리

의 남녀간 차이를 규명하고, 나아가 여성에서 공황장애의 생물학적 

기전을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공황장애로 진단이 내

려진 환자 35명(여자 13명, 남자 22명) 및 건강한 사람 35명(여자 13

명, 남자 22명)으로 총 70명이었다. 여성들의 경우 menstruation 기간 

및 후 1주일을 피하도록 하여 가급적 황체기에 연구자료를 얻었다. 

모든 연구 대상자들에서 생체 내 베타아드레날린 수용체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CD25/wt를 구하고자 isoproterenol stimulation test를 시행하

다. 또한 베타아드레날린 수용체 민감도 저하와 카테콜아민 level 

및 공황장애의 심각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혈장 카테콜아

민(노어에피네프린 및 에피네프린) levels을 측정하 다. 임상상태는 

Acute Panic Inventory(API), Clinical Global Impression(CGI),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Hamilton Anxiety Rating Scale(HAMA),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HAMD), Spielberger State and 

Trait Anxiety Inventory(STAI-S, STAI-T), Anxiety Sensitivity 

Index(ASI) 등으로 평가하 다. 연구 결과 공황장애 여성군에서 정상 

여성 대조군에 비해 CD25/wt 값이 유의하게 증가해 있었으나(t=3.00, 

p<0.01), 공황장애 남성군에서는 정상 남성 대조군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었다(t=-1.19, p=0.24). 공황장애 남녀 환자군 모두에서 CD25/wt 와 

혈장 카테콜아민 levels 및 여러 임상적 측정변수사이에는 유의한 상

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 공황장애 여성에서 베타아

드레날린 수용체의 민감도가 저하되어 있고, 또한 공황장애에서 성별

에 따른 병태 생리에 차이가 있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 공황장애, 베타아드레날린 수용체, 아이소프로테레놀   

               자극 검사, 남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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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환자에서 성별에 따른 

베타아드레날린 수용체 기능 민감도의 차이

<지도교수 민 성 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율 리

Ⅰ. 서론

  공황장애는 예기치 못한 반복적인 공황발작을 특징으로 하고 다양

한 신체 증상과 인지 증상을 동반하는 불안장애의 일종이다. 정신질

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 DSM-IV1 진단기준에 따르면 공황발작은 심

한 공포나 불편을 수반하는 뚜렷이 구별된 기간동안 적어도 4개 이상

의 신체적 혹은 인지적 증상(예. 숨이 막힘, 심장이 두근거림, 몸이 떨

림, 땀을 흘림,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갑자기 생겨서 10분 내에 최

고조에 이르는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공황장애 유병율에 있어 남녀간 차이가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 미국에서 시행된 국가 유병율 조사에 따르면 공황장애는 여성

에서 더 자주 발견된다2. Eaton 등3의 연구에서는 공황장애의 평생 유

병율은 여성이 남성의 2.5배이며 이러한 남녀 유병율의 차이는 나이

가 증가함에 따라 커지고, Joyce 등
4
도 공황장애는 여성에서 남성에 

비해 4배 더 발생한다고 하 다. 

공황장애에서 보이는 이와 같은 유병율의 남녀차를 설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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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물학적 요인을 찾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공황장애 여

성 환자에서 여성 성호르몬이 공황증상에 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한

다5. Stein 등6은 일부 공황장애 여성에서 생리전기에 증상이 악화됨

을 보고하여 공황장애가 생리주기와 관련됨을 시사하 다. 또한 경구 

피임약이 공황발작을 일으키며 경구 피임약을 중단함과 동시에 공황

증상이 해소됨을 보고하 다7. Yonkers8는 황체기말(late luteal phase)

과 여포기(follicular phase)에 프로게스테론(progesterone) 대사산물과 

같은 내인적 항불안물질이 감소하게 되어 공황에 취약하게 된다고 주

장하 다. 또한 프로게스테론의 공황억제 능력에 관한 다른 연구에서

는 프로게스테론 및 대사 산물의 체내 농도가 높을 때 공황이 덜 유

발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 다
9
. 이상과 같은 연구들을 토대로 여

성 성호르몬(female sex hormone)이 공황장애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는 가설이 제시되었다. 

한편 정신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여성이 공황장애에 더 취약해 질 

수 있다는 가설도 있다. Zuckerman 등10은 여성이 부끄럼을 타고 회

피하는 성향이 더 강하다고 하 다. 또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성적 

역할에서 남성에게는 일터로 나가기를 기대하는 반면 여성은 집에 머

무는 것을 당연시하는 등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여성에서 공

황 증상 중 공포적 회피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8
. 그러나 

이상의 생물학적, 정신사회적 요인들에 관한 가설들 중 아직 어떤 것

도 공황장애의 남녀차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공황장애의 생물학적 원인론에 관한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라 

이 병의 원인으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의 이상을 동시에 포함하

는 다양한 생물학적 가설들이 제기되었다. 특히 아드레날린계의 이상

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11
 대뇌에서 노어에피네프린계 신경이 풍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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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되어 있는 부위인 청반(locus coeruleus)은 공황장애에서 불안발

작을 유발하는 대뇌의 주요기관이다. 이에 따라 공황장애 환자에서 

노어에피네프린의 역할에 대해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12-14, 

아드레날린 수용체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자극 연구(challenge 

studies)를 통해 공황장애에서 노어에피네프린 신경계가 관여한다는 

증거들이 있다15. 특히 베타아드레날린 수용체는 공황장애의 병태생리

와 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Pohl 등
16
은 공황장애 환자에서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의 활동성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입증하 으며 

Maddock 등17도 공황장애 환자에서 베타아드레날린 수용체의 도와 

민감도가 함께 저하된다고 하 다.

인체내 아드레날린 수용체의 활동성을 측정하는 주요 방법으로는 

아드레날린 수용체의 도나 민감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중 

민감도를 측정하는데는 베타아드레날린 자극제를 투여해서 세포 내에

서 생성되는 cAMP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
18
과 생체 내에서 직접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의 반응성을 측정하는 방법19이 있다. 후자의 경우 

생체내에 isoproterenol 투여로 인해 증가되는 심박동수의 변화를 통

해 결정되는 Chronotropic 25 Dose(CD25)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써 생

체 내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 기능의 활성도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반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공황장애 환

자에서 성별에 따라 베타아드레날린 수용체 민감도에 차이가 있어 여

성 환자에서 남성 환자보다 베타아드레날린 수용체 기능의 민감도가 

저하되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해보고자 하 다. 또한 공황장애 

남녀 환자 각각에서 베타아드레날린 수용체 민감도 저하와 혈중 카테

콜아민 및 공황장애의 임상적 심각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성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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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베타아드레날린 수용체 민감도 저하와 관련이 될 수 있는 임상

적 지표를 찾아보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공황장애 환

자군 및 정상 대조군을 대상으로 생체 베타아드레날린 수용체 기능의 

민감도를 반 할 수 있는 isoproterenol stimulation test를 시행하 으

며, 또한 혈중 카테콜아민과 각종 심리적 상태 및 공황장애의 임상적 

심각도를 측정하 다.     

           

II.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자

  

  가. 연구 포함 기준 (Inclusion Criteria)

  연구 대상은 최신 미국 정신질환 진단분류 체계인 DSM-IV 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IV Axis I 

(SCID-I)
20
 에 의해 공황장애로 진단이 내려진 환자 35명(여자 13명, 

남자 22명)이 포함되었으며, 내과적, 정신과적 주요질환의 병력이 없

고 이들과 나이, 성별, 체질량 지수 상 차이가 없는 건강한 사람 35명

(여자 13명, 남자 22명)이 정상 대조군으로, 총 70명이 참여하 다. 나

이와 비만도가 아드레날린 수용체의 활동성에 향을 줄 수 있기 때

문에
21,22
, 연구대상자들의 연령은 20-50세로, 체중은 Ideal Body Mass 

Index의 정상 범위인 20-25에서 20% 이내 범위에 해당되는 18 이상 

30 이하인 사람들로 제한하 다. 또한 약물이 아드레날린 수용체의 

활동성에 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연구대상자들은 연구에 참여하기 적

어도 2주전에 모든 종류의 복용약물을 중단하 다. 여성 연구대상자

들의 경우, 최근 3개월 간 생리주기가 일정하며 임신하지 않은 사람

을 대상으로 하 으며, 여성 성호르몬이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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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에 향을 줄 수 있으므로
23
 여성 연구 대상자들의 연구 참여 시

기는 menstruation 기간 및 후 1주일을 피하도록 하여 가급적 황체기

에 연구자료를 얻었다.   

나. 연구 제외 기준 (Exclusion Criteria)

아드레날린 수용체의 활동성에 이상이 올 수 있는 모든 주요 내과

적 질환들(천식, 수면 무호흡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등)의 병력이 

있는 대상자들은 연구에서 제외하 다24-27. 특히 여성호르몬인 프로게

스테론 제제의 투여가 여포기에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28 
경구피임약을 복용하고 있는 여성들 역시 연구대상에서 

제외하 다. 이를 위해 모든 연구대상자들로부터 자세한 병력청취 및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고, 심혈관계통의 이상을 선별하기 위해 심전도

검사를 함께 시행하 다. 또한 고혈압 환자를 배제하기 위해 모든 연

구대상자들에게 혈압측정을 하 다. 혈압은 5분간의 휴식 후 3회 반

복하여 측정하되, 1주일 간격으로 다시 한 번 똑같은 혈압측정 과정

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축기 혈압/이완기 혈압이 140/90mmHg이하인 

사람들만을 연구대상자로 포함시켰다. 연구자들은 자세한 정신과적 

병력청취 및 정신상태검사를 시행하여 공황장애 이외의 다른 불안장

애, 주요 우울증, 정신분열병과 같이 아드레날린 수용체 기능의 이상

이 일부 보고된 바 있는 질환들15,29,30이 있는 사람들은 연구대상자에

서 배제하 다. 그 결과 공황장애 환자 41명이 모집되었으며, 

isoproterenol stimulation test 도중 공황발작과 유사한 증상이나 일정 

정도 이상의 심박수 증가가 나타나 검사를 마치지 못한 6명이 중도 

탈락하여 최종적으로 35명(여자 13명, 남자 22명)이 연구를 마쳤으며, 

이들과 동수의 정상 대조군이 연구에 참여하여 최종 연구 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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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0명이었다.   

다. 환자의 모집, 연구 참여 동의 및 screening 검사 (Recruitment,  

       Consent and Screening Tests)

공황장애 환자들은 삼성서울병원 정신과 외래의 불안장애 클리닉

을 방문하는 환자들로부터 모집하 다. 정상 대조군은 삼성서울병원

에 근무하는 직원들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통해 모집하

다. 본 연구는 삼성서울병원 임상시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연구

자들은 연구에 관한 모든 과정을 연구대상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 전에 문서화된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모든 연구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은 screening 검사를 시행하 다. 

앞서 기술한대로 연구대상자들은 우선 두 차례에 걸쳐 혈압측정을 한 

뒤 심전도검사를 시행하 다. 운동량이나 육체활동 정도가 베타 아드

레날린 수용체 활동성에 향을 줄 수 있으므로
31
, 연구대상자들은 자

신들의 일상적인 운동량을 연구자들에 의해 작성된 운동량에 대한 간

단한 설문지(지난 1주일 동안 15분 이상 운동을 지속한 횟수가 얼마

나 되는지를 측정함; Fitness level)를 이용하여 평가하 다.    

라. 임상 상태 측정

연구자들은 정신과적 문제 여부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위해 모든 

연구대상자들에 대해 정신상태검사 및 간단한 정신과적 병력조사를 

실시하 다. 공황장애 환자들에게는 공황장애의 임상적 심각도를 평

가하기 위해 급성 공황 발작 척도(Acute Panic Inventory; API)
32
와 

전반적 임상 척도(Clinical Global Impression scale; CGI)33를 측정하

다. 이와 더불어 이미 국내에서 번안되어 여러 다른 연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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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된 바 있는 베크 우울척도 검사(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34
, 해 튼 불안척도 검사(Hamilton 

Anxiety Rating Scale; HAMA)35, 해 튼 우울척도 검사(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HAMD)
36
, 스필버그 상태-특성 불안척도 

검사(Spielberger State and Trait Anxiety Inventory; STAI-S, 

STAI-T)37, 그리고 불안 민감도 지표(Anxiety Sensitivity Index; 

ASI)
38
가 모든 연구대상자들에게 시행되었다. 

마. 연구참여로 인한 잠재적 위험도와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절차  

      들

혈액 채취 시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고 정확한 혈액 채취를 위해 

혈액 채취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사전에 연구대상자들의 좌

측 전완(forearm)에 헤파린 롴(heparin lock)을 설치한 후 이를 통해 

반복적으로 혈액채취를 하 다. 또한 CD25를 구하기 위해 시행하는 

isoproterenol stimulation test 시에는 portable EKG를 이용하여 이상

소견이 나타날 시에는 즉시 검사를 중단하며, 또 심박수가 145 

beats/minute 이상 넘어서거나, 혹은 수축기 혈압이 기본상태로부터 

35 mmHg 이상 증가하거나 이완기 혈압이 60 mmHg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도 검사를 중단하 다.    

 2. 연구방법

 

가. 혈액 채취

모든 연구 대상자들은 혈액채취를 미리 지정된 검사일 오전 8시부

터 오전 10시 사이에 시작하 다. 모든 연구 대상자들은 자신들이 원

래 먹던 음식섭취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 고, 다만 검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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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전부터는 카페인 음료 및 알코올 섭취를, 그리고 검사 당일에는 

흡연이 금지되었다. 또한 혈장 카테콜아민의 바람직한 측정을 위해 

혈액채취 전 12시간 전부터는 금식을 시켰다. 좌측 전완 정맥(left 

forearm vein)에 헤파린 롴을 설치한 뒤 연구대상자들은 우선 30분간 

조용히 휴식을 취하 다. 이 기간 중 검사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첫 

10분이 지난 후 헤파린 롴을 통해 소량 혈액채취를 하되 이 혈액은 

검사에 사용되지 않았다. 이후 두 번째 10분이 지났을 때 혈장 카테

콜아민 level 검사를 위해 5ml 정도 혈액을 채취하 다. 

나.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 기능의 생체 내 활성도 검사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 기능의 생체 내 활성도 검사는 이미 기존

에 발표된 검사방법들에 준해 시행하 다19,39. 즉 연구대상자들을 약 

30분 간 자리에 누워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한 후 우선 기저치 심박

동수를 측정하 다. 이후 5분 30초마다 500cc D/W를 주사하여 미리 

확보한 IV line을 이용하여 isoproterenol을 0.1, 0.25, 0.5, 1, 2, 4 μg 

정맥주사를 실시한 후 1분 후 심박동수와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을 

측정하 다. isoproterenol injection은 심박동수가 145 beats/minute를 

넘어서거나 혹은 수축기 혈압이 기저 측정치로부터 35 mmHg를 넘어

서거나 이완기 혈압이 60 mmHg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즉시 중단

하 다. 각 연구대상자 개인마다 linear interpolation을 통해 heart 

rate가 기저 상태에서 25 beats/minute 올리는데 요구되는 

isoproterenol의 용량을 구한 후 이것을 대상자의 체중으로 나눈 값을 

CD25/wt(μg/kg)로 결정하 다. 모든 연구대상자들에게는 portable 

EKG를 이용하여 심박동수,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이상 EKG 소견

을 관찰하 다.      



- 10 -

다. 혈장 카테콜아민(catecholamine) levels의 측정

혈장 카테콜아민(; 노어에피네프린 및 에피네프린) levels 측정검사

는 삼성서울병원 임상병리과의 도움을 얻어 시행하 다. 혈액채취 과

정은 앞서 기술한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 활동성 측정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 다. 혈장 카테콜아민 levels 은 아드레날린계 수용

체 기능과 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40,41
 혈장 카테콜아민 levels 과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 활동성과의 관계를 알기 위해 이를 측정하

다.  

 3. 자료분석

먼저 생체내 베타아드레날린 수용체 기능의 활성도를 반 하는 

CD25/wt 를 결정하기 위하여 단순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여 

isoproterenol 용량과 심박동수 간의 선형회귀식을 구한 다음 심박동

수가 25회 증가할 때의 isoproterenol 의 용량을 구하여 대상자의 체

중으로 나눈 값을 CD25/wt 로 정하 다. 70명의 연구 대상자들로부터 

얻어진 CD25/wt 와 여러 변수를 가지고 연구 목적에 따른 통계처리를 

시행하 다. 즉, 전체 공황장애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간 및 남녀 각각

에서 환자군과 대조군간 비교는 t test를 이용하 으며, 베타 아드레

날린 수용체의 활동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변수간의 연

관성을 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를 시행하 다. 통계

적 분석 결과는 p<0.05인 경우에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통계처리는 컴퓨터용 software인 SPSS 10.0 

version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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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연구 대상의 특징

   가. 공황장애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의 비교

연구에 참여한 공황장애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의 인구학적 특성,   

심리학적 변수, 혈장 카테콜아민의 평균 및 표준 편차는 Table 1 과 

같다. 공황장애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간 연령, BMI 및 평소 운동량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심리학적 측정변수인 HAMD, HAMA, BDI, 

STAI-S, STAI-T, ASI 등은 모두 환자군이 정상 대조군에 비해 유

의하게 높았다(p<0.01). 에피네프린, 노어에피네프린 level 은 양군 사

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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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between Panic Patients and 

Control Subjects 

Variable

Control  Panic 

df t value p valuea(N=35) (N=35)

Mean±SD Mean±SD

Age(years) 34.2±6.4 37.1±7.0 68 -1.80 0.08

BMI(kg/m2) 22.8±2.4 22.0±3.2 68 1.19 0.24

FIT 2.5±1.4 2.6±1.7 68 -0.16 0.88

HAMD 2.7±2.5 16.2±7.3 66 -10.12 <0.01

HAMA 3.8±3.0 21.6±10.1 64 -9.43 <0.01

BDI 5.4±5.0 13.7±7.7 66 -5.36 <0.01

STAI-S 34.1±9.1 49.4±11.2 66 -6.21 <0.01

STAI-T 37.7±9.8 48.3±9.9 66 -4.45 <0.01

ASI 8.8±9.5 28.7±15.1 58 -6.14 <0.01

API not done 27.4±7.9

CGI not done 4.9±1.2

EPI(pg/ml) 44.4±18.9 59.2±49.0 67 -1.64 0.11

NEPI(pg/ml) 137.2±76.8 121.8±90.2 67 0.76 0.45

SD:Standard Deviation.

BMI:Body Mass Index.

FIT:Fitness level. 

HAMD: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HAMA:Hamilton Anxiety Rating Scale.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STAI-S:Spielberger State and Trait Anxiety Inventory - State form.

STAI-T:Spielberger State and Trait Anxiety Inventory - Trait form.

ASI:Anxiety Sensitivity Index.

API:Acute Panic Inventory.

CGI:Clinical Global Impression.

EPI:Epinepheine. 

NEPI:Norepinepheine. 
at test for comparing panic patients and control subjects. 

   

   나. 공황장애 여성 환자군과 정상 여성 대조군의 비교

   연구에 참여한 공황장애 여성 환자군과 정상 여성 대조군의 인구

학적 특성, 심리학적 변수, 혈장 카테콜아민의 평균 및 표준 편차는 

Table 2 와 같다. 여성 환자군과 정상 여성 대조군간 연령, BMI 및 

평소 운동량(fitness level)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심리학적 측정변



- 13 -

수인 HAMD, HAMA, BDI, STAI-S, STAI-T, ASI 등은 모두 여성 

환자군이 정상 여성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1). 에피네

프린 level 은 여성 환자군이 정상 여성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

지만(p=0.02), 노어에피네프린 level 은 양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다. 공황장애 남성 환자군과 정상 남성 대조군의 비교

   연구에 참여한 공황장애 남성 환자군과 정상 남성 대조군의 인구

학적 특성, 심리학적 변수, 혈장 카테콜아민의 평균 및 표준 편차는 

Table 2 와 같다. 연구에 참여한 남성 환자군과 정상 남성 대조군간 

연령, BMI 및 평소 운동량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심리학적 측정변

수인 HAMD, HAMA, BDI, STAI-S, STAI-T, ASI 등은 모두 남성 

환자군이 정상 남성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에피네프린, 노

어에피네프린 level 은 양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라. 공황장애 여성 환자군과 남성 환자군의 비교

 연구에 참여한 공황장애 여성 환자군과 남성 환자군 간 연령 및 

평소 운동량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공황장애의 심각도를 평가하기 

위한 측정변수인 API 및 CGI 도 여성 환자군과 남성 환자군간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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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자들의 CD25/wt 의  특징

  가. 공황장애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의 비교 

  연구에 참여한 공황장애 환자군의 CD25/wt 평균(±표준편차)은 

0.084(±0.076)μg/kg, 정상 대조군은 0.054(±0.031)μg/kg 으로써, 공황

장애 환자군이 정상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t=-2.18, p=0.03). 

 

  나. 공황장애 여성 환자군과 정상 여성 대조군의 비교

  연구에 참여한 공황장애 여성 환자군과 정상 여성 대조군의 

CD25/wt 는 Table 3 과 같다. 두 군간 CD25/wt 를 비교하 을 때 여

성 환자군이 정상 여성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1) 

(Figure 1 참조).

Table 2.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between Panic Patients and Control Subjects in Each Sex

Variable

Women Men

Control  Panic

df t value p valuea
Control Panic

df t value p valueb(n=13) (n=13) (n=22) (n=22)

mean±SD mean±SD mean±SD ean±SD

Age(year) 32.9±7.1 35.9±7.7 24 -1.04 0.31 35.0±6.0 37.8±6.7 42 -1.47 0.15

BMI(kg/m2) 21.3±1.4 20.0±3.6 24 1.15 0.26 23.7±2.5 23.2±2.3 42 0.78 0.44

FIT 1.6±1.0 2.9±1.9 24 -2.07 0.05 3.0±1.3 2.5±1.5 42 1.48 0.15

HAMD 2.8±2.9 19.1±6.0 23 -8.46 <0.01 2.6±2.4 14.5±7.5 41 -6.92 <0.01

HAMA 4.6±2.7 22.2±10.7 22 -5.31 <0.01 3.5±3.1 21.2±9.9 40 -7.65 <0.01

BDI 5.4±5.4 19.1±6.8 23 -5.58 <0.01 5.4±4.8 10.7±6.5 41 -3.07 <0.01

STAI-S 32.5±9.5 50.9±8.2 23 -5.18 <0.01 35.0±9.0 48.5±12.7 41 -4.04 <0.01

STAI-T 36.1±9.7 52.4±7.8 23 -4.61 <0.01 38.6±10.0 46.0±10.3 41 -2.37 0.02

ASI 11.3±12.4 32.2±15.2 20 -3.54 <0.01 7.5±7.5 26.5±15.1 36 -5.01 <0.01

API not done 29.3±6.7 not done 26.3±8.5

CGI not done 5.5±1.0 not done 4.7±1.2

EPI(pg/ml) 31.6±10.3 77.3±64.1 24 -2.54 0.02 52.4±18.7 48.5±34.9 41 0.45 0.65

NEPI(pg/ml) 103.9±47.9 124.7±83.9 24 -0.78 0.45 157.7±84.8 120.2±95.6 41 1.36 0.18

See Table 1 for definition.
at test for comparing panic patients and control subjects in women. 
bt test for comparing panic patients and control subjects in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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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황장애 남성 환자군과 정상 남성 대조군의 비교 

  연구에 참여한 공황장애 남성 환자군과 정상 남성 대조군의 

CD25/wt 는 Table 3 과 같다. 두 군간 CD25/wt  를 비교하 을 때 남

성 환자군과 정상 남성 대조군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igure 1 참조).

Table 3.  Comparison of CD25/wt between Panic Patients and Control Subjects in Each Sex

Variable

Women Men

Control  Panic

df t value p valuea
Control Panic

df  t value p value
b(n=13) (n=13) (n=22) (n=22)

mean±SD mean±SD mean±SD mean±SD

CD25/wt

(μg/kg)
0.032±0.019 0.073±0.045 24 3.00 <0.01 0.066±0.030 0.091±0.090 42 -1.19 0.24

CD25/wt : Chronotrophic 25 Dose. 
at test for comparing panic patients and control subjects in women. 
bt test for comparing panic patients and control subjects in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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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95% confidence intervals of CD25/wt(㎍/㎏) for comparing panic and 
control in each sex are shown. In women, the mean of CD25/wt i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panic patients and control group, but in men, it is not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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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95% confidence intervals of CD25/wt(㎍/㎏) for comparing panic and 
control in each sex are shown. In women, the mean of CD25/wt i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panic patients and control group, but in men, it is not different.



- 16 -

    라. 공황장애 남녀 환자군 각각에서 CD25/wt 와 심리학적 측정   

        변수 및 카테콜아민과의 상관 관계

    연구에 참여한 공황장애 여성 환자군과 남성 환자군에서 CD25/wt 

값과 심리학적 측정변수 및 카테콜아민 사이의 관련성은 Table 4 와 

같다. 공황장애 여성 환자군에서 CD25/wt  값과 API, CGI, HAMD, 

HAMA, BDI, STAI-S, STAI-T, ASI 등의 심리학적 측정변수 혹은 

에피네프린, 노어에피네프린 사이에는 어떤 유의한 상관관계도 관찰

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공황장애 남성 환자군에서도 CD25/wt 값과 

API, CGI, HAMD, HAMA, BDI, STAI-S, STAI-T, ASI 등의 심리

학적 측정변수 및 에피네프린, 노어에피네프린 사이에는 어떤 유의한 

상관관계도 없었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CD25/wt and Psychological 

Variables/Catecholamine levels in Each Sex of Panic Patients

Variable

Female Patients (n=13) Male Patients (n=22)

CD25/wt CD25/wt 
correlation 

coefficient  
 p valuea

correlation 

coefficient 
 p value

HAMD 0.088 0.774 -0.254 0.253

HAMA 0.288 0.340 -0.314 0.154

BDI -0.174 0.589 -0.305 0.179

STAI-S 0.163 0.613 -0.008 0.974

STAI-T -0.073 0.823 -0.424 0.056

ASI -0.252 0.454 -0.162 0.521

API 0.109 0.722 -0.321 0.145

CGI -0.653 0.160 0.089 0.725

EPI(pg/ml) 0.092 0.765 0.057 0.799

NEPI(pg/ml) 0.183 0.550 0.263 0.237

See Table 1 for definition.
a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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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에서 공황장애 여성 환자군의 베타아드레날린 수용체 민감

도가 남성 환자군에 비해 저하되어 있음을 확인하 으며, 이는 남녀

간 공황장애의 병태생리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우울, 불안, 불안민감도 등의 심리학

적 측정 변수는 공황장애 환자군에서 정상 대조군보다 높은 값을 보

으며, 남녀 환자에서 급성공황발작 증상, 공황장애의 심각도 등의 

측정 변수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공황장애 환자가 정상인보다 우울, 

불안 등을 더 많이 동반하며42, 남녀간 공황장애 증상의 양상에는 진

정한 차이가 없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
43
과 일치하는 소견으로, 본 연

구에 포함된 대상집단이 적절하 음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에 참

여한 공황장애 환자들에서 CD25/wt 값이 정상인에 비해 높아져 있었

으며 이는 공황장애 환자에서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의 활동성이 감

소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
16,17
와 일치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정상 여성 대조군에서 정상 남성 대조군에 비해  

CD25/wt 값이 낮았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황체기에는 여성의 베타아

드레날린 수용체 민감도가 남성에 비해 높다는 이전의 연구보고
23
와 

일치하는 소견으로 본 연구의 대상 집단이 적절하 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 공황장애 남성 환자군과 정상 남성 대조군 간에는 

CD25/wt 값에 차이가 없었으나, 여성 환자군에서는 정상 여성 대조군

에 비해 CD25/wt 값이 높아져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공황장애 여

성 환자군의 베타아드레날린 수용체의 민감도가 저하되어 있음을 의

미하는 소견이며 또한 남녀 공황장애 환자간 병태 생리에 차이가 있

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가설로는 

여성 성호르몬이 베타아드레날린 수용체 활성도에 향을 끼쳤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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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정상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여성 성호르몬은 노르아

드레날린의 합성, 분비, 대사 등에 향을 미치며
5,44
, 여성 성호르몬의 

변화에 따라 베타아드레날린 수용체의 농도가 변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23,28
.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정상인을 대상으로 수용체의 단

기적 변화를 관찰한 결과이며, 공황장애 환자에서는 수용체의 장기적 

변화가 나타난 상태임을 고려할 때, 공황장애 환자에서 여성 성호르

몬이 베타아드레날린 수용체 민감도의 장기적인 변화에 미치는 향

에 관해서는 향후 더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공황장애 남녀 환자군 각각에서 모두  

CD25/wt 와 공황 장애의 임상적 심각도를 포함한 심리 상태 척도간에

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는 없었다. 본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공황

장애의 임상적 심각도와 베타아드레날린 수용체 민감도 간에는 연관

성이 없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황장애 여성 환자군에서 혈장 에피네프린 level 

이 정상 여성 대조군에 비해 높아져 있었다. 이는 공황장애 환자에서

는 평상시에도 동맥혈 내 에피네프린 level 이 증가되어 있다
45
는 이

전의 연구결과에 부합하는 소견이다. 그러나, 가설에서의 기대와는 달

리 공황장애 남녀 환자군 모두 베타아드레날린 수용체 민감도와 에피

네프린, 노어에피네프린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는 말초혈관에서 혈장 카테콜아민을 측정하는 본 연구

의 방법에 향 받았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말초혈

관에서 혈장 에피네프린 및 노어에피네프린 농도를 직접 측정하는 침

습적 방법은 환자에게 예기불안을 일으켜 교감신경계의 항진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이러한 방법으로 교감신경계 기능을 평가하고자 하

는 시도들은 일관된 결론을 얻지 못하 다
46,47
. 따라서 베타아드레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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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성과 카테콜아민과의 관련성을 결론 내리기 앞서 먼저 이와 같은 

방법상의 제한점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중요한 취약점은 여성들의 연구 참여시기를 황체기로 

국한시키지 못하여 여성들의 성호르몬 level 을 일치시키지 못하 다

는 점이다. 비록 menstruation 기간과 후 1주일을 피하여 채혈함으로

써 연구참여 시기를 일정케 하고자 하 으나, 정확히 황체기로 국한

하지는 못하 다. 또한 생리주기의 판단은 객관적으로 배란기를 측정

한 후 결정된 것이 아니라 연구 참여 대상자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공황장애에 관한 최신의 

생물학적 원인론에 근거하여 공황장애에서 남녀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공황장애에서 여성 성호르몬이 

베타아드레날린 수용체의 민감도 저하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위

해 생리주기에 따른 성호르몬 level 변화와 수용체 민감도 변화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in vivo 및 in vitro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Ⅴ. 결론

공황장애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을 대상으로 성별간 공황장애의 병

태 생리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베타아드레날린 수용체 민감

도를 나타내는 CD25/wt 값을 측정하여 비교하 다. 연구 결과 공황장

애 여성 환자군에서 정상 여성 대조군에 비해 CD25/wt 값이 유의하게 

증가해 있었으나, 공황장애 남성 환자군에서는 정상 남성 대조군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었다. 공황장애 남녀 환자군 모두에서 CD25/wt 와 

혈장 카테콜아민 levels 및 여러 임상적 측정 변수사이에는 유의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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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는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황장애 여성 환자군에서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의 민감도가 저하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또한 공황

장애에서 성별에 따른 병태 생리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향후 공황장애에서 여성 성호르몬이 베타아드레날린 수용체 민감도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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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fferences in beta-adrenergic receptor sensitivity 

between female and male with panic disorder

Youl-Ri Kim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ung Kil Min)

This study was conducted on patients with panic disorder to 

examine the gender difference in biological mechanisms of panic 

disorder by evaluating and comparing in vivo beta-adrenergic 

receptor sensitivity which is known to be closely related to the 

pathophysiology of panic disorder. This study included a total of 

70 subjects which consisted of 35 patients (female: 13, male: 22) 

who were diagnosed as panic disorder along with 35 healthy 

control subjects (female: 13, male: 22). As lymphocyte 

beta-adrenergic receptors are regulated under the influence of 

ovarian sex steroid hormones during menstrual cycle, female 

subjects were studied, avoiding the menstruation period and the 

week following menstruation in order to collect data as best we 

could during the luteal phase. The dose of the isoproterenol which 

is termed CD25 is the chronotropic dose required for a 25 beat per 

minute increase of heart rate, and is an in vivo index of 

beta-adrenergic receptor sensitivity. To obtain CD25/wt(μg/kg) 

from all the subjects, isoproterenol stimulation test was conducted. 

Moreover, the serum norepinephrine and epinephrine levels were 

also evaluated. The clinical states of the patients were assessed 

with the use of Acute Panic Inventory(API), Clinical Global 

Impression(CGI),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Hamil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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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xiety Rating Scale(HAMA),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HAMD), Spielberger State and Trait Anxiety Inventory(STAI-S, 

STAI-T) and Anxiety Sensitivity Index(ASI).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gender related differences in various clinical 

variables and serum catecholamine levels in panic disorder patients, 

except BDI(female patients 19.1±6.8 vs. male patients 10.7±6.5, 

p<0.01). CD25/wt in female panic patients was 0.073±0.045(μg/kg), 

which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0.032±0.019(μg/kg) in healthy 

female control subjects(p<0.01). However, CD25/wt in male panic 

patients was 0.091±0.090(μg/kg), which was not different from 

that of healthy male control subjects. In both male and female 

panic patient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as found 

among CD25/wt, catecholamine levels and various clinical variables. 

We found that the beta-adrenergic receptor sensitivity using 

isoproterenol stimulation test in female panic patients has 

decreased compared to that of healthy female control subjects, 

whereas there was no difference in beta-adrenergic receptor 

sensitivity between male patients and control subj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demonstrate that beta-adrenergic receptor sensitivity 

decreases in female panic patients, which suggests that there may 

be a gender difference in the pathophysiology of panic disorder.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s : panic disorder, gender differences, beta-adrenergic    

             receptor, isoproterenol stimul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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