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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This study aimed to compare autonomic nervous system (ANS) dysregulation and differential 
relationships with clinical severities between anxiety disorder, depressive disorder, and trauma·stressor re-

lated disorder using heart rate variability (HRV) parameters.
Methods：We conducted a retrospective chart review of outpatients from 2017 to 2018 in Stress Clinic of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Total 473 patients were included; 166 anxiety disorder; 184 depressive disor-
der ; 123 trauma·stressor related disorder. Parameters of 5-min analysis of HRV were compared in three groups. 
Additionally, we investigated the differential association of each parameters with Clinical Global Impression-Se-
verity Scale (CGI-S) across each group.

Results：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all HRV parameters between the three groups. However, 
significant group interactions by CGI-S were found in standard deviation of all RR intervals (SDNN) and the 
square root of the mean squared differences of successive normal-to-normal intervals (RMSSD) (SDNN, p=0.017 ; 
RMSSD, p=0.034).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CGI-S and SDNN, RMSSD has been found in anxiety disor-
der and depressive disorder. However,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GI-S and SDNN, RMSSD has been found 
in trauma·stressor related disorder.

Conclusions：Despite of no significant differences of each HRV parameter, our findings suggested the differ-
ential associations of HRV parameters with clinical severity among anxiety disorder, depressive disorder and 
trauma·stressor related disorder. In trauma·stressor related disorder, the clinical severity and degree of ANS dys-
regulation may differ, so more aggressive treatment i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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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심박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 HRV)는 자율신경계 조

절을 평가하는 비침습적이고 유용한 도구이다.1) 우울 및 스

트레스가 자율신경계를 통해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2) 정신과 영역에서도 HRV의 중요성이 확

대되었다.

HRV의 분석은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이 대표적으로 사

용된다. 시간 영역 분석은 정상 심박의 QRS 복합체 사이 간

격 혹은 특정 시점에서의 순간 심박수를 측정한 후 연속한 정

상 QRS 복합체 간의 시간 간격인 normal-to-normal (NN) 

interval을 산출하여 그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of nor-

mal RR intervals, SDNN)와 제곱 평균값의 루트값(the square 

root of the mean squared differences of successive NN in-

tervals, RMSSD) 등을 계산한다. SDNN은 HRV 전체를 대

표하며3) 스트레스에 대한 생리적 회복탄력성을 반영하는

데, SDNN 자체로도 민감도, 특이도가 높아 심장 허혈 질환 

발생의 독립적 예고인자로 사용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4) 

RMSSD는 심박동수의 단기 변이를 반영하므로, HF 대역의 

심박변이도를 예측하는 데 주로 활용된다.5)

주파수 영역 분석은 주파수 성분의 신호 강도를 평가하는

데, 고주파(high frequency, HF)는 주로 부교감신경의 활성

을 반영하며, 저주파(low frequency, LF)는 교감신경계의 

활동을 반영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우세하다. 저주파/고주

파 비(low frequency/high frequency ratio, LF/HF ratio)는 

자율신경계의 전체적인 균형 정도를 반영한다.5)

현재까지 우울, 불안, 트라우마, 스트레스와 관련한 HRV 

연구에서, 전반적인 심박변이도 저하, 부교감신경 저하, 교감

신경 항진이 알려져 있다. 우울장애 환자에서 SDNN, RMS-

SD, HF는 낮게,6) LF/HF는 높게 측정되었으며,7) 메타분석

에서도 시간 영역의 HRV 지표와 HF의 감소를 보였다.8) 외

상후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환

자에서도 낮은 RMSSD, HF와 높은 LF가 나타나는 등9-13) 

비교적 일관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공황장애에서 낮은 

HF10,14,15)와 높은 LF, LF/HF16)가 나타났는데, 오히려 낮은 

LF, LF/HF를 보이거나17)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보

고되기도 하여18-20) 논란의 여지가 있다. 기타 불안장애에서 

범불안장애와 사회불안장애가 낮은 HF를 보였다는 결과가 

있지만21-24) 연구의 수가 제한적이다. 

HRV를 진단 그룹별로 비교하는 연구도 있었다. 주요우

울장애 환자에서 범불안장애 환자에 비해 기저 및 과제수행

시 부교감신경 반응성이 떨어져 있었고,25) 공황장애 환자에 

비해서는 LF가 더 낮았다.19) 아울러 단극성 우울증에 비해 

양극성 우울증에서 낮은 LF, HF, 높은 LF/HF가 보고되었

다.26)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HRV가 질환군에 따라 차이

가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HF가 전전두엽의 기능을 반영하며27) 전전두엽의 

취약성이 내재화와 외현화를 통해 다양한 질환으로 나타나

기 때문에, HRV가 감정과 행동 조절 장애의 광범위한 지표

일 뿐 진단의 징후는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28) 또한, 심박변

이도의 저하가 다수의 신체 질환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공통

적으로 나타나는 부교감신경 저하의 표현이라는 제안도 있

어,29) 진단에 따른 HRV의 차이는 아직까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DSM-5에서 과거 불안장애에 포함되었던 

PTSD,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반응성 애착장애, 탈억제성 사

회적 유대감 장애, 적응장애와 묶어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로 분류하였다.30) 이는 DSM-5에서 증상을 기준으로 하

지 않는 유일한 진단군으로, 외상 사건이 원인이 되어 발생

한 심리적 반응과 관련된 정신장애로 분류한다.31) DSM-5 진

단군 분류에 따라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군과 다른 진

단군의 HRV를 비교한 연구는 현재까지 없었다.

일부 연구들은 HRV 관련 지표가 질환의 심각도와의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사회불안장애, 우울장애에서 증상의 심각

도와 시간 영역의 HRV 지표가 음의 상관을 보였고,22,32,33) 불안

증상은 HRV와 음의 상관을 보이지만 우울증상 심각도와는 

유의한 연관이 없다는 연구도 있었다.34) 우울장애를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는 HRV 지표가 전반적 우울 심각도와는 유

의한 관련이 없지만 슬픔, 자살 충동 등 특정 증상과는 유의

한 상관성을 나타낸 연구가 있었다.35) 증상 심각도와 HRV 지

표의 상관성을 분석한 상당수의 연구에서 임상증상의 심각

도가 HRV 지표와 유의한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36,37) 

따라서 본 연구는 불안장애가 우울장애에 비해 LF가 높

고 HF가 낮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가 불안장애, 우울장애와 HRV 지표의 차이를 보

일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임상적 심각도가 높을수록 자율신경계 

불균형이 심할 것으로 가정하고, 임상적 심각도가 HRV 지

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진단군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하고자 하였다. 

방       법

1. 연구대상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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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 클리닉을 방문한 성인 환자의 후향적 의무기록 데이

터베이스를 분석하였다. 스트레스 클리닉 정신과 전문의 4

명이 ICD-10 진단분류법에 따라 진단하고, 전반적 임상 인

상 심각도(Clinical Global Impression-Severity, CGI-S)를 

평가하였다. 이후 DSM-5 분류법에 따라 F41군은 불안장애

(공황장애, 공포증, 범불안장애 포함), F32군은 우울장애, 

F43군은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PTSD, 급성 스트레스 

반응, 적응장애 포함)로 나누었고, 총 473명의 외래 초진 환

자의 HRV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립정신건강센

터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 심의면제를 확인받았다(승인번

호 116271-2019-29).

2. 평가도구

1) 심박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 HRV)

연구 대상자의 심박변이도 측정은 SA-3000P (Medicore 

Inc., Seoul, Korea)를 이용하였다. 조용한 방에서 편안한 자

세를 취하게 한 후 안정 상태에서 총 5분간의 단기 심박변

이도를 획득하였다. HRV 지표는 선행 연구에서 유의한 결

과가 확인된 지표를 선정하였고, 5분 이하의 분석에서는 신

뢰도가 낮은 초저주파(very low frequency, VLF)5)를 제외

하였다. 시간 영역에서 SDNN, RMSSD를 분석하였고, 주파

수 영역에서는 5분 전체 파워(5-min total power, TP), VLF, 

LF, HF, LF/HF ratio를 분석하였다. HRV 지표는 비대칭 분

포를 보이므로 로그 치환 값을 사용하였다. 

2)   전반적 임상 인상 심각도(Clinical Global Impression-

Severity) 

CGI-S는 임상가가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 파악한 임상적 

심각도이다. Guy에 의해 고안된 척도로 1=정상(normal, not 

at all ill), 2=정상과 병의 경계(borderline mentally ill), 3=

경도의 병(mildly ill), 4=중등도의 병(moderately ill), 5=심

각한 병(markedly ill), 6=매우 심각한 병(severely ill), 7=극

히 심각한 병(extremely ill)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38)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 시 기록한 CGI-S 

점수를 사용하였다. 

3. 통계 분석

통계적 검증은 STATA 15 (StataCorp 2015. College Sta-

tion, TX, USA)를 이용하였다. 진단군에 따른 성별, 나이, 

HRV 지표, CGI-S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

(Analysis of Covariance, ANOVA)을 실시하였다. 다중회

귀분석(multivariate regression)은 CGI-S를 종속변수, 각 

HRV 지표를 독립변수, 나이와 성별을 공변량으로 사용하

였다. 세 진단군에서 CGI-S와 HRV 지표의 관련성의 차이

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상호작용효과(HRV 지표 X 진단

군)을 넣어 검증하였다. 통계적 유의 수준은 p value＜0.05로 

하였다. 

결       과

1. 인구통계학 및 임상적 특성

총 473명의 환자 중 불안장애는 166명(35.1%), 우울장애는 

184명(38.9%),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는 123명(26.0%)

이었다. 평균 연령은 36.62±13.94세였고, 남성 190명(40.2%), 

여성 283명(59.8%)이었다. 진단분류에 따른 나이는 불안장애 

37.50±14.11, 우울장애 36.29±14.51,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36.62±13.14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54, 472)=1.42, 

p=0.033]. 진단분류에 따른 성별, CGI-S의 차이는 보이지 않

았다(Table 1).

2. 진단분류에 따른 HRV 지표 비교

불안장애, 우울장애,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환자군의 

HRV 지표를 비교하여 그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전

체 연구대상자의 시간 영역에서 SDNN 평균은 35.32±17.19, 

RMSSD의 평균은 25.50±14.68로 측정되었고, 주파수 영역에

서 TP (log) 평균은 6.60±1.04, LF (log)의 평균은 5.35±

1.26, HF (log)의 평균은 4.84±1.23, LF/HF의 평균은 2.83±

3.57이었다. 

진단분류별 HRV 지표를 비교한 결과, 모든 HRV 변수는 

세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clinical global impression-severity score in participants

Total
(n=473)

Anxiety disorder
(n=166)

Depressive disorder
(n=184)

Trauma·stressor related disorder
(n=123)

Statistical value   

Age 36.62±13.94 37.50±14.11 36.29±14.51 36.62±13.14 F(54, 472) = 1.42*
Sex (male) 190 (40.2%) 76 (45.8%) 68(37.0%) 46(37.4%) Chi2 (2) = 3.36
CGI-S 3.58±1.33 3.74±0.97 3.44±1.68 3.60±1.25 F(5, 266) = 1.91

* : p＜0.05, ** : p＜0.01. CGI-S : Clinical Global Impression-Severity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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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분류에 따른 HRV와 CGI-S의 상관 분석

Table 3는 임상적 심각도(CGI-S)와 HRV 변수의 연관성이 

진단분류에 따라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HRV 지표 중 SDNN, RMSSD에서 진단 그룹 간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SDNN, p=0.017 ; RMSSD, p=0.034). SDNN은 

불안장애군과 우울장애군에서 음의 관련성을 나타냈는데 

반해,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군에서는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Fig. 1A). RMSSD에서도 역시 불안장애군과 우울

장애군은 음의 상관성,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군은 양

의 상관성을 보였다(Fig. 1B).

고       찰

불안장애, 우울장애,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환자의 

진단군 간에 LF, HF, LF/HF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과 달리 진단군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 그러나, 임상증상 심각도와 HRV 변수의 관련성에서

는 진단군 간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SDNN과 RMSSD 변

Table 2.  Group comparisons of parameters of 5-min analysis of HRV (mean±SD)

Total Anxiety disorder Depressive disorder Trauma·stressor related disorder
Statistical value 

F (df)

Time domain analysis of HRV parameters
SDNN 35.32±17.19 34.73±16.36 35.18±16.47 35.33±15.99 F(1,392)=0.09
RMSSD 25.50±14.68 23.44±12.83 27.45±16.37 25.49±12.52 F(1,392)=1.76

Frequency domain analysis 
TP (log) 6.60±1.04 6.58±1.07 6.58±1.01 6.63±1.03 F(1,392)=0.15
LF (log) 5.35±1.26 5.27±1.31 5.39±1.20 5.37±1.27 F(1,392)=0.51
LF norm 60.51±20.68 62.00±2.75 58.00±21.45 59.65±20.73 F(1,392)=1.00
HF (log) 4.84±1.23 4.69±1.28 5.00±1.24 4.89±1.15 F(1,392)=2.16
HF norm 39.50±20.69 38.02±20.75 42.01±21.45 40.35±20.73 F(1,392)=1.00
LF/HF 2.83±3.57 3.01±3.33 2.58±3.32 2.75±3.60 F(1,392)=0.44

* : p＜0.05, ** : p＜0.01. HRV : heart rate variability, SDNN : standard deviation of normal RR intervals, RMSSD : the square root of 
the mean squared differences of successive normal-to-normal intervals, TP : total power, LF : low frequency, HF : high frequency  

Table 3. Interactions between HRV parameters and diagnostic 
groups in multiple regression model predicting CGI-severity

Main Effects Group Interaction Effect
Parameter B 

(SE)
p value 

Parameter B 
(SE)

p value

Time domain analysis of HRV parameters
SDNN -0.032 (0.012)* 0.010 0.014 (0.006)* 0.017
RMSSD -0.043 (0.016)** 0.009 0.017 (0.008)* 0.034

Frequency domain analysis
TP (log) -0.456 (0.199)* 0.023 0.182 (0.096) 0.059
LF (log) -0.334 (0.173) 0.055 0.101 (0.081) 0.214
HF (log) -0.402 (0.175)* 0.023 0.150 (0.089) 0.093
LF/HF -0.036 (0.072) 0.620 -0.006 (0.038) 0.885

Covariates : age, sex. * : p＜0.05, ** : p＜0.01. SDNN : stan-
dard deviation of normal RR intervals, RMSSD : the square root 
of the mean squared differences of successive normal-to-nor-
mal intervals, TP : total power, LF : low frequency, HF : high fre-
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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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ssociations between CGI-Severity and HRV parameters 
and Group Interaction. A and B depicts differential associations 
of SDNN and RMSSD with CGI-Severity in each diagnostic group. 
There was positive association in trauma and stress-related disor-
der group while negative association in both depressive disor-
der and anxiety disorder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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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서 진단군 간 서로 다른 방향의 상관성을 보였다.

각 군에서 HRV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선행 연구에서 

진단에 따른 HRV 차이가 보고되었으나,19,25) 주요우울장애

와 각각 범불안장애, 공황장애의 두 가지 세부 진단을 서로 

비교하여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것에서 본 연구와 차

이점이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 PTSD와 공황장애 간 HRV

의 차이가 없었고, 트라우마 기억 회상시의 심박동수, LF 반

응도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10) 이처럼 추가적으로 유의한 

분석결과가 없는 경우에 출판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HRV가 진단에 따라 특징적인 것이 아니라 다수의 질환에

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교감신경 저하의 표현이라는 주

장에 무게가 실린다.29) 

그러나, DSM-5를 이용한 광범위한 진단 분류를 사용하

였을 때, 공존 질환 여부에 대한 통계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한편, HRV 검사 결과는 

음주, 흡연, 카페인, 육체 활동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9,40) 본 연구는 외래 방문 환자를 대상으

로 수집된 HRV 검사 결과를 사용하였으므로 이러한 교란 

변수가 충분히 통제되지 못하였다. 

진단 분류에 따른 HRV 지표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지

만, 임상적 심각도와 HRV 지표 사이의 연관성은 진단군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불안장애, 우울장애군에서 

CGI-S가 높을수록 SDNN이 낮았고,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에서는 반대의 상관성을 보였다. RMSSD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불안장애, 우울장애에서 증상이 심할수록 SDNN, RMSSD

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 결과는 이전 연구와 일치한다. 한 

연구에서 사회불안장애 환자의 증상 심각도증가와 SDNN, 

RMSSD의 감소의 연관성이 확인되었다.22) 우울장애에서도 

해밀턴 우울평가척도(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로 평정한 임상적 심각도와 HRV 지표가 상당한 연관성을 

보였고,32) 증상이 심할수록 RMSSD, HF가 감소하였다.33) 

국내에서도 공황장애 환자의 상태 불안 척도와 SDNN이 역

상관을 드러낸 연구 결과가 있다.41) 

반면,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에서 임상적 심각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SDNN, RMSSD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

다. 이는 만성 PTSD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과각성이 

심할수록 SDNN, RMSSD가 낮게 측정된 것과 반대라고 볼 

수 있다.42) 북한 이주민 PTSD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Minnesota Multiphasic Person-

ality Inventory, MMPI)-PTSD로 평가한 증상 심각도와 

LF/HF의 순상관 관계가 보고되었고,43) 참전 군인을 대상으

로 한 최근의 PTSD 연구에서도, Clinician Administered 

PTSD Scale (CAPS) 점수가 높을수록 HF가 낮아졌는데, 특

히 재경험 증상과 연관이 있었다.44)

과거 연구들에서 PTSD군이 공황장애나 대조군에 비해, 

회상 스트레스를 주었을 때 심박수, LF 증가의 반응성이 떨

어지는 것이 확인되었고,10) PTSD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an-

ger recall task시 부교감신경 감소의 정도가 작았던 연구도 

있었다.45) PTSD에서 증상의 심각도와 회상 자극시의 반응

도 차이를 확인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으나, 증상이 심한 환

자에서 회상 자극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증상

이 심하지 않은 환자의 SDNN, RMSSD가 더 낮아졌을 가능

성이 있다. 또한 PTSD를 과각성군과 해리군으로 나눈 연구

의 경우, 해리군이 트라우마 자극에도 심박수가 반응하지 않

았는데,46) 해리나 감정적 마비가 주증상인 환자에서 CGI-S는 

높게 평가되나, 회상 자극 이후 심박변이도 감소가 크지 않

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군에 PTSD, 급성 

스트레스 반응 뿐만 아니라 적응장애 등이 포함된 것이 결

과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이러한 환자들은 급성 스트레

스로 심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지만 자율신경계의 불균형, 

특히 SDNN, RMSSD가 대변하는 전반적인 자율신경계 조

절 능력은 상대적으로 보존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아울러, 만성 PTSD의 환자가 초진으로 방문하였을 경

우에도, 증상이 과각성, 감정적 마비에서 재경험, 그리고 장

기간의 과각성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고려했을 때,47) 이환 

기간이 길고 과각성 증상을 보이지만 그 외 증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에서 CGI-S가 낮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5분 동

안 측정한 HRV 결과를 사용하여 24시간 측정에 비해 안정

적인 자율신경계 기능을 평가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둘째, 

임상적 심각도를 평정하기 위해 사용된 CGI의 기준이 모호

하고 임상가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셋째로, HRV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주, 흡연, 카페인, 육체 활동 등의 교란 

변수를 통제하지 못했다. 넷째로, 정상 대조군에 대한 검사

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외래 초

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타병원에서의 정신과적 기왕

력과 투약 여부가 고려되지 않아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많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DSM-5 진단군 분류

에 따라 HRV를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본 연

구 결과,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에서 증상 심각도와 자

율신경계 지표와의 관련성이 불안장애, 우울장애와는 차이

가 있었다.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환자에서 임상가의 



Korean J Psychosomatic Med ▒ 2020;28(1):81-88

86

심각도 평가에 비해 심박변이도 이상이 더 심하거나, 그 반

대의 관계를 보일 수 있음이 시사된다. 외상 및 스트레스 관

련 장애 환자에서 HRV 검사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PTSD 환자를 대

상으로, 외상 관련 임상증상 심각도와 HRV의 관련성에 대

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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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연구목적

이 연구는 심박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 HRV) 지표를 이용하여, 불안장애, 우울장애,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의 차이를 비교하고 증상 심각도와의 연관성을 보고자 한다.

방  법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 스트레스 클리닉 내원 환자의 후향적 의무기록을 분석하였다. 총 

473명 환자(불안장애 166명, 우울장애 184명,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123명)의 HRV 지표의 진단 군간 차

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지표와 전반적 임상 인상 심각도(Clinical Global Impression-Severity Scale, CGI-S)의 

연관성이 진단군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결  과

세 군에서 HRV 지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심박도 간격(normal-to-normal, NN)의 표

준 편차(standard deviation of normal RR intervals, SDNN)와 연속된 NN 간격들의 변이의 제곱 평균값의 루

트 값(the square root of the mean squared differences of successive NN intervals, RMSSD)의 CGI-S와의 

관련성은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SDNN, p=0.017 ; RMSSD, p=0.034). 불안장애와 우울장애에서는 

CGI-S에 따른 SDNN, RMSSD가 음의 관련성을 보였지만,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에서는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결  론

본 연구에서 세 군의 HRV 지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각 군에서 지표와 임상적 심각도와의 연관성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는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군은 HRV의 특징 및 임상적 활용이 불안 및 

우울장애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심 단어：불안장애·우울장애·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심박변이도·전반적 임상 인상 심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