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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성 장애 환자에서 불안이 질병 경과에 미치는 영향 :
전향적 추적관찰에 대한 중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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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xiety Hastened Depressive Recurrence in Bipolar Disorder :
An Interim Analysis of Prospective Follow-Up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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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ZZDespite growing attention to anxiety in bipolar disorder (BD), little research has assessed anxiety symptoms in the
course of BD. The current prospective follow-up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subjectively and objectively measured anxiety symptoms on the course of BD.
MethodsZZA total of 49 patients with BD were followed-up prospectively for average of one year at an average of four months interval. The Korean version of the Beck Anxiety Inventory (K-BAI), the Hamilton Anxiety Rating Scale, heart rate variability (HRV) were
used to measure anxiety subjectively, objectively and physiologically.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high and low anxiety groups based
on their K-BAI scores. Kaplan-Meier survival analysis was performed to compare the recurrence of mood episode, suicide attempt,
emergency room visit, and psychiatric hospitalization between two groups. Mediators were investigated with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s.
ResultsZZCompared to the low anxiety group, the high anxiety group reported significantly higher impulsiveness (p = 0.016) and
lower high frequency component on HRV (p = 0.007) after controlling for severity of BD. Regarding survival analysis, the high anxiety group showed hastened depressive episode recurrence (p = 0.048) and suicidal ideation was the mediator of the hazard ratio (HR)
1.089 (p = 0.029) in the Cox model. Moreover, the high anxiety group showed a tendency of accelerated suicide attempt (p = 0.12) and
impulsivity was the risk factor of suicide attempt (HR = 1.089, p = 0.036).
ConclusionsZZThis interim analysis of prospective study suggests that high anxiety level in BD may anticipate unfavorable course.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understand the multifactorial mechanism of anxious bipolar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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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에 주로 발병하여 사회 직업적 기능 저하를 야기할 수 있으
므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질환이다. 또한, 양극성 장애에서

양극성 장애의 유병률은 1~2% 내외로 비교적 흔한 질병이

불안장애 또는 약물 관련 장애1)와 같은 공존 질환이 흔히 보

며, 재발률이 높은 만성적인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20~30대

고되며, 삶의 질 저하, 높은 자살률과 사망률 등의 불량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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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재발이라는 특징적 경과를 보이므로, 질병의 경과를 분

후를 보인다.
최근 연구들에서, 양극성 장애에 동반된 불안장애가 질병의

석하는 방법으로 장기 추적 관찰 연구가 가장 적합한 것으

경과를 악화시킨다는 결과들이 일관되게 보고되었다. 2015년

로 알려져 있다. 이는 질병경과의 매개인자, 위험요인 등을 탐

메타분석에 의하면, 양극성 장애 환자에서 불안장애의 평생

색하기에 유용하고, 후향적 연구나 환자-대조군 연구에 비해

2)

공존 유병률은 45%였다. 불안장애가 공존하는 양극성 장애

높은 검증력을 가진다.18) 그러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추

환자는 조기 발병하며,3) 증상이 심하고, 우울삽화로부터 관

적 중단 비율이 높은 고난이도의 연구방법이기에, 현재까지

4)

5)

해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며, 재발이 잦았다. 또한 치료

대부분의 관련 연구는 후향적 또는 횡단면적 연구 방법론을

저항성이 높았고,6) 불안장애가 없는 양극성 장애 환자군에

사용하였다. 특히 국내에서는 불안이 양극성 장애의 질병경

1)

비하여 자살시도의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았으며, 2형 양극

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루어진 전향적 관찰 연구는 거

성 장애에서는 불안장애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인지기능이

의 없었다.

7)

저하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극성 장애 환자의 불안증상을 정량

또한, 불안을 동반한 양극성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충동

적으로 평가하고, 전향적 추적 관찰을 통해 불안증상이 양

성8)이나 삶의 질1)9) 등과의 연관성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활발

극성 장애의 경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일차

하게 진행되고 있다. 양극성 장애 환자에서 불안장애 이력이

적으로 양극성 장애에서 동반된 불안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

있거나 불안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충동성이 대조군에 비해

는 인자를 찾고자 충동성, 자살사고, 삶의 질 등과의 연관성

10)

높게 나타났다. 특히, 불안한 양극성 장애 환자에서 주의 충

을 탐색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전향적 추적 관찰을 통해 불안

동성이 증가하게 되고,8) 행동 결과를 고려하는 능력의 결핍

증상이 기분 삽화 재발, 자살 시도, 응급실 내원, 정신과적 입

11)

(lack of future orientation) 및 삶의 황폐화가 초래되었다.

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양극성 장애와 불안장애가 공존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

방

에 비하여 유의하게 삶의 질이 낮았으며, 이는 기분상태(bi-

법

polar state)와 관계가 없었다.1) 정상적인 기분상태(euthymic
period)에서도 사회적, 정서적 기능을 포함한 삶의 질이 낮았
으며, 1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능저하가 적은 2형에서도 삶
9)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6년 6월~2020년 2월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

의 질 저하가 두드러졌다. 이는 양극성 장애의 경과에서 삽

에 내원한 외래 또는 입원 환자들 중 정신 장애 진단 및 통계

화기가 아닐지라도 불안을 통해 삶의 질 측면을 모니터링 할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ders-fifth edition, DSM-5)에19) 의해 양극성 장애를 진단받

지금까지 동반된 불안장애가 양극성 장애의 질병 경과를
1)12)13)

악화시킨다는 연구는 많은 반면,

불안장애의 공존 여부

은 성인 환자 4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간이 국제 신경정신학적 면담(Korean version of

(lifetime)가 아닌 현재 환자가 겪고 있는 불안증상(current)이

the Mini-International Neuropsychiatric Interview 5.0)을

질병의 경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용한 구조화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20) 2명 이상의 정신과

더구나, 불안증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불안 정도에 따른

의사에 의해 진단이 이루어졌고, 필요시 토론을 거쳐 최종

양극성 장애의 경과를 관찰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다. 또한

진단을 도출하였다. 환자군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양

기분장애나 불안장애 환자에서 정상인에 비해 심박변이도

극성장애 1, 2형 환자였으며, 정신지체나 기질성 뇌손상의 증

(heart rate variability, HRV)가 손상되어 있다는 보고는 많

거가 있는 경우, 정신 상태에 영향을 주는 신체질환이 있는

14-17)

은 반면,

불안증상을 동반한 양극성 장애 환자에서의

경우(교정가능한 갑상선질환은 제외함), 한글을 읽고 이해함

HRV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는 드문 상황이다. 또한, 임상적

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국립정신건

으로 양극성 장애에서 불안을 동반하는 경우, 불안증의 치

강센터 임상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거쳤으며(NCMH

료를 위해 항우울제를 사용하게 되면 조증 혹은 경조증 삽

IRB 116271-2018-04),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을

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

제공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다.

불안증을 동반한 양극성 장애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적 개입
을 하기 위해서는, 임상경과 및 매개인자에 대하여 더 적극적
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양극성 장애와 같은 기분장애는 기분 삽화의 만

14

자료 수집과 평가 도구
사회 인구학적 특성으로 연령, 성별, 학력을 수집하였고, 임
상적 특성으로 진단, 발병 연령, 유병기간, 기분삽화의 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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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적 입원력, 정신과 질환 가족력, 항정신병 약물 종류 및

가지 사건이 발생하였는지 확인하였다. 추적관찰 종료 시점에

병용 개수, 기분조절제 종류 및 병용 개수, 기타 약물 사용 여

대해서는, 사건이 발생한 환자는 첫 번째 사건 발생 시점으로,

부 등을 연구 참여 시점에서 확인하였다. 양극성 장애의 현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채 추적이 유지된 환자는 중간분석 시

재 증상 심각도는 양극성 장애-질병 심각도(Clinical Global

점으로, 이사나 연구참여 중단 등으로 추적 관찰이 중단된

21)

Impression-Bipolar Illness-Overall Severity, CGI )로 평

환자는 중단 시점으로 설정했다. 기분 삽화의 재발은, 지표 삽

가하였다. 일차적으로 양극성 장애에서 동반된 불안증과 유

화의 부분 관해[CGI, Montgomery-Asberg Depression Rat-

의한 관계를 갖는 인자를 찾고자 충동성, 자살사고, 삶의 질

ing Scale(MADRS), Young Mania Rating Scale(YMRS)

을 포함한 임상변수들을 조사하였다. 각각 표준화된 자가보

50% 이상 호전] 이후 최소 8주 동안 관해 상태가 유지된 이

고 척도인 한국판 바렛 충동성 척도(Korean Barret Impul-

후에 발생한 기분삽화로 정의하였으며28) 증상 악화로 인해

siveness Scale-11-Revised, K-BIS22)), 벡 자살사고 척도(Scale

입원이 필요했던 경우도 재발로 간주하였다.

23)

for Suicide Ideation-Beck, SSI ),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Korean version of WHO Quality of Life Scale abbreviated version, WHOQOL-BREF, K-QOL24))를 사용하

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K-BAI 16점 이상 측정된, 즉 현재 중등도
이상의 불안증29)을 보이는 군을 불안이 높은 군, K-BAI 16점

여 평가하였다.
공존 불안증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고자, 불안증에

미만을 보이는 군을 불안이 낮은 군으로 설정하였다. 불안도

대한 정량적 평가는 주관적 임상 척도인 한국판 벡 불안 척도

가 높은 군과 낮은 군 사이의 인구통계학적, 임상적 인자를

(Korean version of Beck Anxiety Inventory, K-BAI25)), 객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종속변수가 범주변수인 경우 카이제

관적 임상 척도인 해밀턴 불안 척도(Hamilton Anxiety Rat-

곱검정과 피셔의 정확검정(Fisher’s exact test)을 사용하였으

26)

ing Scale, HAMA ), 그리고 생리학적인 요소를 반영하는

며, 종속변수가 연속변수인 경우 독립 T 검정을 이용하여 통

HRV 측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HAMA와 HRV는 연구참여

계적 유의성을 평가하였다. 표본수가 15명 이하인 경우 모집

시점에서 총 참여 대상군 49명 중 검사가 가능한 25명에게만

단을 대표한다고 가정하기 어려워, 비모수적 통계 방법인 맨-

측정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HRV 측정은 SA-3000P(Medicore

휘트니 검정(Mann-Whitney U test)을 사용하였다. 임상적

Inc., Seoul, Korea)를 이용하였으며, 조용한 방에서 편안한

척도(K-BIS, SSI, K-QOL, K-BAI, HAMA, LF/HF ratio)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안정 상태에서 총 5분간 단기 심박변이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부분 상관분석을 수행하였으

도를 측정하였다. HRV를 주파수 영역으로 분석하였을 때,

며, 현재 질병의 정도에 따른 교란 효과를 최소화하고자 공분

고주파(high frequency, HF)는 주로 부교감신경의 활성도를,

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를 수행하여 CGI

저주파(low frequency, LF)는 주로 교감신경의 활성도를, 저

를 통제하였다.

주파/고주파 비(LF/HF ratio)는 자율신경계의 전체적인 균

불안도에 따른 기분삽화 재발, 자살시도, 응급실 내원, 정

형 정도를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다. 양극성 장애의 기분증상

신과적 입원 발생 여부를 조사하고자 전향적 추적관찰 후 생

이 심할수록 HF는 감소, LF/HF ratio는 증가했으며,14)16) 우

존분석을 시행하였다. 일차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고불

울을 동반한 범불안 장애(generalized anxiety disorder)에

안군과 저불안군간에 4가지 사건의 발생 여부를 비교 분석하

27)

서 HF는 감소, LF/HF ratio는 증가했다는 보고 가 있어 본

였다. 카플란 메이어(Kaplan-Meier) 생존분석을 시행하였으

연구에서는 HRV 지표 중 HF, LF, LF/HF ratio 값을 분석

며, 각 그룹별 생존곡선의 동질성은 로그 순위 검정(log-rank

하였다.

test)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Kaplan-Meier 분석에서 유의
미하거나 경향성을 보이는 경우, 불안도와 임상적 경과 간 매

전향적 추적관찰

개 인자를 탐색하고자 콕스의 비례위험 모형(Cox’s propor-

본 연구는 전향적 장기추적 연구의 중간분석이며, 중간분

tional hazards model) 분석을 수행하여 CGI를 통제한 위험비

석 시점은 2020년 1월이다. 각 환자의 추적관찰 기간은 연구

(hazard ratio, HR)를 구했다. 모든 통계적 분석은 Windows용

참여일과 추적관찰 종료 시점을 이용하여 개월수로 계산하였

IBM SPSS(Version 21.0, IBM Corp., Armonk, NY, USA)

다. 대상군의 평균 추적관찰 기간은 12.5 ± 10.2개월, 추적관

와 R Version 1.2.5019(R Development Core Team, Vienna,

찰 기간 중 평가회수는 평균 2.9 ± 1.9회였다. 평균 4개월 간

Austria)의 survival package와 survminer package를 사용

격으로 주기적 추적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관찰 기간 동안 기

하였고, 유의 수준은 양쪽 방향으로 p ＜ 0.05를 적용하였다.

분 삽화 재발, 자살 시도, 응급실 내원, 정신과적 입원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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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교육연수 및 양극성 장애 1형 환자의 비율, 발병 연령, 유병
기간, 평균 기분 삽화 횟수, 정신과적 입원경험 여부, 정신과

대상군의 사회 인구학적 및 임상적 특징

질환 가족력 여부에 있어서 고불안군과 저불안군 간의 유의

연구에 참여한 대상군 49명의 평균 나이는 27.7 ± 7.9세였

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동시에 처방되는 약물을 살펴보

고, 여성의 비율은 83.7%이었다. 이들의 평균 교육 연수는

면, 대상군 전체의 평균 처방약물 개수는 2.3 ± 1.2개였으며,

13.8 ± 2.1년이었으며, 양극성 장애 1형 환자의 비율은 40.8%

2개 이상일 확률이 98%였다. 항정신병약물을 처방받는 비율

이었고, 발병 연령의 평균은 20.5 ± 7.0년, 평균 유병기간은

은 75.5%, 기분조절제를 처방받는 비율은 63.3%였다. 두 군

7.2 ± 5.7년이었다. 연구 참여 전까지의 평균 기분 삽화 횟수는

에서 약물 처방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5.7 ± 5.6회, 정신과적 입원 경험이 있는 비율은 평균 32.7%,

대상군 49명의 평균 CGI 점수는 3.2 ± 1.1점, K-BAI 점
수는 16.5 ± 12.2점이었다. K-BIS 점수는 72.2 ± 11.2점, SSI

정신과 질환 가족력이 있는 비율은 51.0%였다.
K-BAI ≥ 16인 군(고불안군) 23명과, K-BAI ＜ 16인 군(저

점수는 14.7 ± 9.4점, K-QOL 점수는 70.9 ± 14.7점이었다.

불안군) 26명 간의 사회인구학적, 임상적 특징을 비교 분석한

CGI(고불안군 4.1 ± 1.0점 ; 저불안군 2.6 ± 1.0점, t = 4.6,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평균 나이, 여성의 비율, 평균

p ＜ 0.001), K-BIS(고불안군 76.5 ± 11.5점 ; 저불안군 68.3

Table 1. Demographics and illness characteristics of a total of 49 bipolar patients with high anxiety (K-BAI ≥ 16) versus low anxiety (KBAI < 16)
N (%, stratified)

Total

High anxiety group

Low anxiety group

49 (100)

23 (46.9)

26 (53.0)

27.7 ± 7.9

25.8 ± 7.2

29.3 ± 8.3

83.7

91.3

76.9

13.8 ± 2.1

13.6 ± 2.0

14.0 ± 2.1

Demographics
Age (years)
Female
Education (years)
Clinical characteristics
Bipolar I disorder
Onset age (years)

40.8

26.1

53.8

20.5 ± 7.0

19.8 ± 6.9

20.5 ± 5.7

Illness duration (years)

7.2 ± 5.7

6.0 ± 4.5

8.8 ± 7.2

Number of mood episodes

5.7 ± 5.6

4.2 ± 2.2

6.9 ± 8.1

Psychiatric hospitalization (lifetime)

32.7

21.7

42.3

Psychiatric family history (lifetime)

51.0

39.1

61.5

Current psychotropic use
2.3 ± 1.2

2.3 ± 1.2

2.4 ± 1.2

Complex pharmacotherapy

Number of psychotropics

98.0

100

96.2

Antipsychotics

75.5

78.3

73.1

Mood stabilizers

63.3

52.2

73.1

3.2 ± 1.1

4.1 ± 1.0

†

K-BAI

16.5 ± 12.2

27.5 ± 8.5

†

K-BIS

72.2 ± 11.2

76.5 ± 11.5

SSI

14.7 ± 9.4

18.3 ± 9.1*

11.5 ± 8.5

K-QOL

70.9 ± 14.7

65.5 ± 12.9*

75.6 ± 14.7

Clinical scales
CGI (current)

N (%, stratified)

25 (100)

8 (32)

2.6 ± 1.0
6.9 ± 4.1
†

68.3 ± 9.7

17 (68)

Objectively measured anxiety
HAMA

7.9 ± 6.2

11.5 ± 8.5

6.2 ± 4.3

LF

4.9 ± 1.5

4.1 ± 1.8

5.3 ± 1.2

HF

4.9 ± 1.3

3.8 ± 1.3

LF/HF ratio

2.4 ± 4.6

4.0 ± 7.5

†

5.4 ± 1.0
1.6 ± 2.3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 (%). * : p ＜ 0.05, † : p ＜ 0.01. SD : Standard deviation, CGI : Clinical
Global Impression-Bipolar Illness-Overall Severity, K-BAI : Korean version of Beck Anxiety Inventory, K-BIS : Korean Barret Impulsiveness Scale-11-Revised, SSI : Scale for Suicide Ideation-Beck, K-QOL : Korean version of WHO Quality of Life Scale abbreviated version, HAMA : Hamilton Anxiety Rating Scale, LF : Low frequency, HF : High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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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점, t = 2.7, p = 0.010), SSI(고불안군 18.3 ± 9.1점 ; 저

삶의 질은 더 낮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반면 생리학적 불안도

불안군 11.5 ± 8.5점, t = 2.7, p = 0.011) 점수에서 고불안군

를 측정하는 HRV(LF, HF, LF/HF ratio)는 충동성, 자살사

이 저불안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값을 보였다. K-QOL

고 및 삶의 질 등과 유의한 수준의 상관이 확인되지 않았다.

(고불안군 65.5 ± 12.9점 ; 저불안군 75.6 ± 14.7점, t = -2.5,

그 외, K-BIS와 SSI 사이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p = 0.014) 점수에서는 고불안군이 저불안군에 비해 유의미

(r = 0.444, p = 0.03). 이는 양극성 장애에서 충동성이 높을

하게 낮은 값을 보였다. 앞서 기술했듯이 두 군 간에 질병의

수록 자살사고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상기 모든 상관분석 값

심각도를 나타내는 CGI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들은 증상 심각도 CGI의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보정한 결과

이를 보였다. 이러한 집단간 CGI 차이가 임상 척도들에 미쳤

들이다.

을 영향을 보정하기 위해 ANCOVA를 실시한 결과, K-BIS
항목(F = 6.2, p = 0.016)에서 유의성이 지속되었고, SSI 항목

불안에 따른 전향적 추적관찰 결과

(F = 1.1, p = 0.297)과 K-QOL 항목(F = 2.2, p = 0.145)에서
는 유의성이 사라졌다.

불안을 동반한 양극성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KaplanMeier 생존 곡선을 이용하여 기분 삽화 재발, 자살시도, 응
급실 내원, 정신과적 입원 사건 발생을 전향적 추적관찰 하

고불안군과 저불안군의 객관적, 생리학적 불안도 비교

였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고불안군과 저불안군간에 4가지

HAMA 및 HRV 측정이 가능한 25명 중 고불안군은 8명,

사건의 발생을 비교 분석하였다. 추적기간 동안 조증 삽화 발

저불안군은 17명이었다. 대상군 25명의 평균 CGI 점수는 3.1

생률은 28.5%(14/49명), 우울증 삽화 발생률은 20.4%(10/49

± 1.2점, HAMA 점수는 7.9 ± 6.2점으로, 두 군에서 유의미

명), 자살 시도 발생률은 8.1%(4/49명), 응급실 내원 발생률은

한 차이는 없었다. HRV 측정값의 세부 점수를 각각 비교하

16.3%(8/49명), 정신과적 입원 발생률은 14.2%(7/49명)이었다.

면, LF값(고불안군 4.1 ± 1.8점 ; 저불안군 5.3 ± 1.2점, Z =

첫째, 고불안군은 저불안군에 비하여, 우울증 삽화 재발이

-1.6, p = 0.110), LF/HF ratio값(고불안군 4.0 ± 7.5점 ; 저

유의하게 빠르게 나타났다(p = 0.048)(그림 1). Cox의 비례위

불안군 1.6 ± 2.3점, Z = -0.8, p = 0.440)에서는 두 군의 유

험모형을 이용하여 우울증 삽화 재발의 매개요인을 확인해

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HF값(고불안군 3.8 ± 1.3점 ;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불안도(K-BAI)의 통계적 유의성은

저불안군 5.4 ± 1.0점, Z = -2.6, p = 0.007)은 저불안군에

사라졌다. 불안도 외에 다른 임상적 인자들(K-BIS, SSI, K-

비해 고불안군에서 유의하게 낮은 값을 보였다.

QOL, HAMA, HRV)을 매개인자로 각각 투입하여 상대위험
도를 구해본 결과, 자살사고(SSI)만이 우울증 삽화의 재발을

불안과 충동성, 자살사고,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29, HR = 1.089,

양극성 장애에서 동반된 불안과 다른 임상적 척도와의 관

95% confidence interval(CI) = 1.009~1.177]. 우울삽화의

계를 상관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주관적 불안도를 측정

재발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인자로 확인된 자살사고(SSI)가

하는 K-BAI와 객관적 불안도를 측정하는 HAMA는 서로

심할수록 우울증 삽화 재발의 상대위험도가 1.089배 높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 = 0.439, p = 0.032). 또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 Cox의 비례위험모형에서 확인되었다.

HAMA와 삶의 질을 평가하는 K-QOL 사이에 유의한 음의

둘째, 자살시도 발생에 있어 고불안군과 저불안군 간의 차

상관관계가 있었다(r = -0.488, p = 0.015). 이는 임상가에 의해

이를 분석한 결과, 고불안군에서 자살시도 발생이 빠른 경향

불안 수준이 높게 평가될수록 양극성 장애 환자가 보고하는

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12)(그

Table 2. Partial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K-BIS, SSI, K-QOL, K-BAI, HAMA, and LF/HF ratio scores in bipolar disorder groups (adjusted for CGI)
K-BIS
K-BIS

1

SSI

0.444*

K-QOL

SSI

K-QOL

K-BAI

HAMA

LF/HF ratio

1

-0.348

-0.344

K-BAI

0.318

0.257

-0.365

1
1

HAMA

0.115

0.374

-0.488*

0.439*

1

LF/HF ratio

0.078

-0.072

-0.076

0.201

0.348

1

* : p ＜ 0.05. K-BIS : Korean Barret Impulsiveness Scale-11-Revised, SSI : Scale for Suicide Ideation-Beck, K-QOL : Korean version of
WHO Quality of Life Scale abbreviated version, K-BAI : Korean version of Beck Anxiety Inventory, HAMA : Hamilton Anxiety Rating
Scale, LF/HF ratio : Low frequency/high frequency ratio, CGI : Clinical Global Impression-Bipolar Illness-Overall Sev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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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2). Cox의 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하여 자살시도 발생의 위

성이 높을수록 자살시도 발생의 상대위험도가 1.089배 높은

험요인을 확인한 결과, 불안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경향을 보였다. 반면, 응급실 내원, 입원 발생에 있어 시간 경

않았다. 또, 불안도 외에 다른 임상적 인자들인 K-BIS, SSI,

과에 따른 고불안군과 저불안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K-QOL, HAMA, HRV를 각각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충동

양극성 장애 환자에서 객관적(HAMA), 생리학적 불안도

성(K-BIS)만이 자살시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

(HRV)가 장기적으로 질병의 경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났다(p = 0.036, HR = 1.089, 95% CI = 1.006~1.180). 충동

생존분석을 한 결과, 4가지 사건의 발생에 있어 유의성은 나

Cumulative percentage without depressive episode recurrence (%)

타나지 않았다.
100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전향적 추적 관찰을 통해, 불안증상이 양

75

극성 장애의 경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양극성
장애에서 불안도가 높은 경우 우울증 삽화 재발이 유의하게
p = 0.048

50

빠르게 나타났으며, 자살사고는 우울증 삽화의 재발을 매개
하는 인자로 확인되었다. 불안도가 높은 경우 자살시도 발생
이 빠른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5

충동성은 양극성 장애에서 자살시도 발생을 매개하는 인자
로 나타났다.
Low anxiety group

추적 관찰에 앞서 불안을 동반한 양극성 장애 환자의 임상

High anxiety group

0

인자를 조사한 결과, 불안이 낮은 군에 비해 높은 군에서 질
0

10

20

30

40

Time to depressive episode recurrence (months)

병 심각도, 충동성, 자살위험도가 높고, 삶의 질이 낮게 나타
났다. 질병 심각도의 영향을 보정한 후에도, 불안도가 높은

Fig. 1. Kaplan-meier curve showing depressive episode recurrence in 49 bipolar patients according to two patient groups, high
anxiety (K-BAI ≥ 16) versus low anxiety (K-BAI < 16). p-value
(log-rank). K-BAI : Korean version of Beck Anxiety Inventory.

양극성 장애 환자군에서 충동성이 여전히 유의하게 높았고
(F = 6.2, p = 0.016), 유의성은 사라졌지만 낮은 삶의 질이 시
사되었다(F = 2.2, p = 0.145). 양극성 장애의 심각도와 관계
없이 불안이 높을수록 충동성이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Cumulative percentage without sucide attempt (%)

100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과 일맥상통한다. 215명의
안정된(euthymic) 양극성 장애 환자들에서 충동성이 심할수
록 정신과적 입원 및 자해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

75

었다.30) 특히, 불안을 동반한 양극성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8) 하고자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정도를 평가
하는 주의 충동성과, 심사숙고하거나 계획하는 정도를 평가

p = 0.12

50

하는 무계획 충동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행동의 결과를 고려하는 능력이 결핍되어(lack of future orientation)11) 삶이 황폐화되는 임상경과를 보인다. 본 연구는,

25

양극성 장애의 다양한 임상적 증상 및 특징들을 정량화하여
평가하였을 뿐 아니라, 임상적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의

Low anxiety group

심각도를 보정함으로써 개별 임상적 인자와 불안증상과의 관

High anxiety group

0
0

10

20

30

40

Time to suicide attempt (months)

Fig. 2. Kaplan-meier curve showing suicide attempt in 49 bipolar
patients according to two patient groups, high anxiety (K-BAI ≥
16) versus low anxiety (K-BAI < 16). p-value (log-rank). K-BAI :
Korean version of Beck Anxiety Inven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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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성을 보다 정확히 분석하였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
한 결과는 기분증상이 조절됨에도 불구하고 높은 불안 및 충
동성을 보이는 양극성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 임상적 관심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불안의 생리학적 지표인 HRV를 살펴보았을

Anxiety Hastened Depressive Recurrence in BD █ Kim S, et al

때, 양극성 장애 환자의 주관적 불안도가 높을수록 HF값이

한다.36) 본 연구 결과를 이에 적용한다면, 불안도가 높은 양극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불안장애와 주요 우울증 대상의 많

성 장애 환자에서 자살위험도가 매개인자가 되어, 기분삽화로

은 연구들에서 HF값의 감소가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되었

부터 회복된 이후에도 스트레스 사건을 마주했을 때 인지왜

다.27)31) 그러나, 양극성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HRV 연구

곡을 통해 우울삽화가 재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는 그 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들이 일관되지
32)33)

또한, 불안증이 양극성 장애 환자의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

더구나, 양극성 장애 환자의 불안도에 따른

향에 대해 Kaplan-Meier 생존분석을 수행한 결과, 불안도

HRV에 관한 선행연구가 드문 상황에서, 본 연구의 생리학적

가 높은 군은 낮은 군에 비하여 자살시도가 많고 빠른 경향

자료들이 양극성 장애에 대한 가치있는 임상적, 학문적인 자

성을 보였다(p = 0.12). 이는 불안장애를 진단받은 적이 있는

료가 될 것이다.

경우 과거에 자살을 시도했을 확률이 2배 이상이며, 현재 불

않은 편이다.

양극성 장애에서 동반된 불안과 충동성, 자살사고 및 삶의

안장애가 있을 경우 자살사고가 2배 이상 심하여 향후 자살

질 등과 같은 임상적 척도와의 관계를 상관분석을 통해 살펴

행동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기존 연구37)와 일치한다. 본 연구

보았을 때, 객관적 불안 수준이 높게 평가될수록 양극성 장애

에서 평균 12개월의 추적기간 동안 자살 시도 발생률은 8.1%

환자의 삶의 질은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장애가

(4/49명)로, 추적기간이 더 길다면 혹은 대상군의 수가 더 모

공존할 경우 양극성 장애 환자의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았으

집된다면 보다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자살시도, 잦은 재발, 알코올 남용 등 정신적 영역의 불량

자살시도를 한 4명 중 불안도가 높은 3명은 모두 13개월 이내

34)

한 예후를 보인다는 보고가 있다.

9)

기존 연구 들은 대부분

자살시도를 하였고, 이것은 임상적으로 퇴원 후 1년 이상 양

불안장애의 공존여부를 기준으로 한 반면, 본 연구는 불안장

극성 장애 환자의 자살위험성을 유심히 관찰해야 함을 의미

애의 공존여부(lifetime)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측정한 불

할 수 있다. 또한 충동성은 불안한 양극성 장애 환자에서 자

안도가(current) 높은 경우 삶의 질이 낮음을 확인하였다는

살시도의 상대위험도를 1.089배 높이는 매개인자로 나타났다

것이 차별점이다. 반면 생리학적 불안도를 측정하는 HRV는

(p = 0.036). 이러한 결과는 충동조절장애가 있는 경우 자살

임상적 척도들과 유의한 수준의 상관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

사고를 실행에 옮길 위험비가 4.8배라는 기존의 보고38)와 일

외, 양극성 장애에서 충동성이 높을수록 자살위험도가 증가

치한다.

30)

함을 보여,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였다.

양극성 장애 환자에서 객관적, 생리학적 불안도가 장기적

전향적 추적관찰을 통해, 불안증상이 양극성 장애 경과에

으로 질병의 경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뚜렷한 유의성

미치는 영향에 대해 Kaplan-Meier 생존분석을 한 결과, 불

이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본 연구에서 양극성 장애 환자의

안도가 높은 양극성 장애 환자는 불안도가 낮은 군에 비해

높은 불안은 HF 감소와 유의한 연관성(p = 0.007)을 보이는

우울증 삽화의 재발이 유의하게(p = 0.048) 빠른 것으로 나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HF의 변화와 상호 연관된 지표인 LF/

타났다. 이는 불안장애가 있거나 현재 불안증상을 보이는 양

HF ratio, LF의 변화 역시 추적기간을 더 길게 하거나 대상

극성 장애 환자에서, 우울 삽화의 재발이 앞당겨지고 회복이

군 수를 확대한 후속연구에서 양극성 장애의 경과와 관련지

느리다는 최근 논문의 결과와 일치한다.5) 단, 선행연구에서

어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는 동반된 불안증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않았고, 주관적

기존 연구들에서 HRV 측정을 통해 양극성 장애 환자의

및 객관적 불안도 구분되지 않는 제한점이 있었는데, 본 연구

자율신경계의 조절이상이 있음은 공통적으로 확인되었으

에서는 이를 보완하였다. 그리고, 양극성 우울 삽화 경과에서,

나,14-16)39) 이질적인 연구 대상, 연구 방법, 현 기분 증상, 측정

잔여 우울증상보다 잔여 불안증상이 우울삽화 재발을 더 잘

시간 등의 연구조건이 달라 세부적인 지표에서는 통일된 결

35)

예측한다는 최근 다른 연구 는 본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본 연구 역시 HRV를 측정한 대상군

하며, 양극성 장애의 우울삽화 재발을 막기 위해 불안증상

의 수가 25명으로 적고, 참여자들의 기분 상태(mood state)가

치료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Cox의 비

동질적이지 않아 불안과 HRV 사이의 유의성이 측정되지 않

례위험모형을 이용한 추가 생존분석을 통해, 자살사고는 우

았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본 연구자들은 2020년 선행 연구

울증 삽화 재발의 상대위험도를 1.089배 높이는 매개인자로

에서40) 양극성 장애 환자에서 불안도가 높을수록 좌측 중간

확인되었다(p = 0.029). 우울증 관련 연구에서, 다른 우울 증

전두뇌이랑(Lt. middle frontal gyrus)의 회색질 부피가 감소

상들에 비하여 자살사고는 다음 삽화시에도 유의하게 반복

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양극성 장애의 불안

된다고 하며, 한번 자살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및 인지 처리 과

은 HRV에 반영되는 자율신경계 변화뿐만 아니라, 감정조절

정에 관여하여 다음 삽화에도 자살사고가 쉽게 재현된다고

과 관련된 편도체 및 변연구조물과 밀접하게 연관된 전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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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 부위의 변화41) 또한 일으키므로, HRV만으로 양극성 장애
환자의 불안요소를 측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의의가 있겠다.
본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

그리고, 불안 증상은 순수 조증에 비해 혼재성 조증에서

다. 첫째, 특정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에서 모집한 환자군

두드러지며,42) 우울증에서도 조증이 혼재하는 정도와 상관관

으로 연구 결과를 양극성 환자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대표

43)

계를 보인다.

혼재성 삽화의 불안이 과각성(hyperarousal)
44)

성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대부분(86%)

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주장 은 추후 양극성 장애의 불안 메

외래 통원 치료 환자들로서 환자들이 증상 및 약물의 변화가

커니즘에 관한 특이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비교적 심하지 않은 환자들이라는 것 또한 제한점으로 생각

본 연구에서는 양극성 장애 환자의 불안을 생리학적으로 측

된다. 또한 여성(83.7%)의 비율이 높았는데, 본 연구는 2형 양

정하여 기전을 이해하고자 하였고, 추후 다각적인 방법으로

극성 장애 환자의 참여비율이 더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여성

불안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에서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된 혼재성 우울양상이 동반된 경조

본 연구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양극성 장

증 및 급속순환형을 보이는 환자들이 많아 성별의 치우침이

애 환자의 경과를 전향적으로 추적 관찰한 연구이다. 양극성

있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환자군의 기분 상태가 동질적이

장애와 같은 기분장애는 기분 삽화의 만성적 재발이라는 특

지 않았다. 기존연구들1)13)에 따르면 양극성 장애의 경과는 기

징적 경과를 보이므로, 전향적 추적 관찰이 적합한 연구방법

분 상태와 상관없이 불안장애 또는 불안증상 여부에 따라 불

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량한 예후를 보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보정을 거쳐 증

고 추적 중단 비율이 높은 고난이도의 연구방법이므로, 현재

상 심각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셋째, HRV, HAMA

까지 다수 연구는 후향적 또는 횡단면적 연구 방법론을 사용

를 측정한 집단은 25명으로 그 수가 적은 편이어서 대상군을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불안이 양극성 장애의 질병경과에 미

기분 삽화에 따라 나누어 비교해볼 수 없었다. 그러나 2018년

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루어진 국내에서의 첫번째 전향적 관찰

임상고찰 논문32)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양극성 장애 환자들

연구라 할 수 있겠다. 둘째, 양극성 장애 환자의 경과를 평균

을 대상으로 수행된 HRV 측정연구들은 대부분 20~30명대

4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간격으로 규칙성을 가지고 평가한

의 대상군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가 중간분석연구인 점을

연구이다. 양극성 장애는 2년 6개월의 경과 기간 동안 평균

감안하면 후속연구 설계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환자수로 볼

3.6회 재발할 정도로 주기성이 높은 질환으로 평균 삽화간격

수 있다. 넷째, HRV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흡연, 음주, 커피,

45)

은 약 0.71년이라는 국내 보고가 있다.

주기성이 특징인 질

운동, 심혈관계 질환 등의 교란변수를 통제하지 않았다. 그러

환의 경과를 볼 때, 추적 간격이 너무 길지 않아야 임상적 특

나 2명의 고혈압 병력이 있는 환자 외 고혈압, 고지혈증 또는

징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다. 추적 간격이 6개월, 18개월, 5년

심근경색증이 있는 피험자는 없었다. 환자군의 평균 연령은

46)

등으로 간격이 긴 편 인 기존 연구에 비해, 본 연구는 평균

27세로 50세 미만에서만 모집하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낮

12.5개월의 기간동안 평균 약 3회 방문 평가를 실시하여 질

은 HF를 보이는 노인을 포함하지 않아 심혈관계 질환 및 연

병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장점을 가진다. 셋째, 본 연구는

령에서는 비교적 이질성이 낮은 군으로 볼 수 있겠다. 후속연

양극성 장애에서 불안 요소를 주관적, 객관적, 생리학적 요

구에서는 정신의학 분야에서의 HRV 연구를 표준화하기 위

소로 다각적으로 접근한 첫 연구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양극

해 Quintana 등47)이 제시한 Guideline for Reporting Arti-

성 장애에서 동반된 불안요소에 대해 불안장애 이력이나 진

cles on Psychiatry and Heart rate variability 체크리스트를

단을 동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주로 평가하였고, 현재의 불안

참고한다면 해외연구와의 비교가 용이하고 해석의 정확도를

증상에 대한 조사를 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또한 이전 관련

향상시킬 수 있겠다.

연구들은,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양극성 장애

orders, fourth edition, Text Revision(DSM-IV-TR)에 의해

환자의 경과를 예측하는데 있어 의미있는 임상적 자료가 될

진단된 불안장애가 공존하는 양극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

것이며, 관련 후속 연구를 계획하거나 진행할 때 참고자료로

였기 때문에 강박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이 DSM-5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에서는 더 이상 불안장애가 아닌 질환들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양극성 장애의 경과에 불안이

그리고, 보호자나 환자의 정보에 의거해 불안장애 이력을 얻

미치는 영향을 전향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불안 증상을 주관

는 경우, 자료의 정확성이 낮아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에

적, 객관적, 생리학적 요소로 다각적으로 접근한 연구라는 데

본 연구는, 공인된 척도를 사용하여 현재 환자가 겪고 있는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 결과 양극성 장애 환자들

불안증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량적 평가를 한 첫 연구라는 데

은 증상의 심각도와 관계없이 불안도가 높을수록 충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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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불안도가 높을수록, HF가 낮
아 부교감신경계의 활성이 저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충
동성과 자살사고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객관적
불안도와 삶의 질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불안도
가 높은 경우 우울증 삽화 재발이 유의하게 빠르게 나타났으
며, 자살사고는 우울증 삽화의 재발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매
개인자로 나타났다. 불안도가 높은 경우 자살시도 발생이 빠
른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충동
성은 자살시도 발생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매개인자로 나타
났다. 불안은 다양한 측면으로 양극성 장애의 경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그 기전은 불명확한 상태이다. 양극성 장애의
경과에 대한 이해와 환자의 치료를 위해, 앞으로도 전향적 추
적 관찰하는 연장연구나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심 단어：불안·양극성 장애·전향적 추적연구·
심박변이도·우울삽화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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