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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시스템과 항상성

모든 생명체는 복합적인 동적인 평형(complex dynamic 

equilibrium)을 이루고 살아가야한다. 이런 평형을 항상성

(homeostasis)이라고도 한다. 이런 항상성에 위협을 가하는 

내적/외적 해로운 요소들을 스트레스 유발요소들(stressors)

라고 한다. 스트레스는 이런 항상성이 실제로 위협받거나, 위

협받을 것이라고 인지하는 경우 발생한다. 이런 스트레스 유

발요소들이 발생하면, 항상성은 다양한 생리적인 적응기전

과, 행동적인 적응기전으로, 다시 다른 위치에서 재형성된

다. 신경내분비 호르몬들을 이런 기존 항상성 유지와, 위협이 

가해졌을때 반응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항

상성 장애(dyshomeostasis 혹은 cacostasis)와 관련된 질병

들의 발병기전에, 신경내분비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 이런 스트레스 반응은, 중추신경계를 중심으로 하

고, 일부 말초기관들이 관여하는, 스트레스 시스템에 의해 이

루어진다. 중추신경계 호르몬 arginine vasopressin(AVP), 

corticotropin-releasing hormone(CRH), pro-

opiomelanocortinderived(POMC) peptides 들이 있으며, 

뇌간(brain stem)의 locus ceruleus(LC) 와 autonomic 

norepinephrine centers 들이 있다 [2]. 이런 스트레스 시스

템은, 수행 중추, 인지 중추, 쾌락/보상 중추, 공포 중추, 각

성-수면 중추, 성장 중추, 성기능 중추, 갑상선 호르몬 중추, 

위장관계, 심혈관계, 대사조절계, 면역계에 작용한다. 이런 

스트레스 시스템이 평소에 가장 적절하게 작용하고,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만족, 행복, 업무의 성공적 수행, 적절한 

사회활동이 가능하다. 반대로, 이 스트레스 시스템이 너무 과

도하거나, 너무 부족하게, 평소에 작용하고, 위협에 부적절

하게 반응하면, 발달장애, 성장장애, 체성분장애, 행동장애 

등 다양한 신체질환을 유발한다 [1].

스트레스 시스템 반응

스트레스 시스템은 다양한 심리적인/신체적인 스트레스 

유발요소(stressor)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보상기전들

을 작동시킨다. 이런 여러 보상기전들을 조화있게 조율하

여, 공통적인 방향으로 효과를 유발한다. 이런 스트레스 시

스템은 상당히 전형적인 내제된 반응으로, 급성 스트레스로

부터 개체를 보호하고, 항상성을 조절하기 위해, 진화되어 

왔다. 대체적으로 이런 스트레스 반응들은 ‘싸우거나 도망가

거나’(fight or flight) 반응을 위해 최적화된 방향으로 작동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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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시스템 반응

중추신경계 말초기관

각성, 경계, 인지, 집중, 공격성 증가

성장/생산 (성기능, 섭식, 성장) 억제

대응 조절 피드백 기전 작동

산소 섭취 증가

뇌, 심장, 사지근육 영양공급 증가

심장, 혈관, 폐 기능 강화

대사 증가 (분해catabolism 증가, 
성기능/성장 감소)
대사산물, 외부물질 해독 증가

대응 조절 피드백 기전 작동

(면역 억제 포함)

스트레스 시스템을 포함하는, 항상성 유지 기전은, 대

체로 거꾸로된 U 모양으로 작동한다. 평소의 건강한 항상

성 상태는 중앙의 최적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이 범위를 

벗어난 양쪽 부분에서, 부적절한 반응이 발생하고, 부적

절하게 적응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범위에 벗

어난 경우, 다시 새로운 지점에서 항상성 지점을 재수립

하여, 새로운 항상성을 찾은 경우 신항상성(allostasis) 상

태에 도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적절한 신항상성을 재수

립하지 못하는 경우, 항상성장애(cacostasis, defective 

homeostasis, dyshomeostasis, distress) 상태로, 개체

에게 단기적으로 또한 장기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주게 될 

수도 있다. 항상성 시스템이 너무 과대반응하거나, 너무 

과소반응하는 경우 모두 개체에게 다양한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 [1].

유사하게 쾌락 추구(pleasure-seeking), 고통 회피

(pain-avoidance) 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하

게 적절한 행위를 보일 수 있다. 너무 과도한 쾌락 추구를 

지향하게 되면, 충동적이 되거나, 조현병(schizophrenia, 

정신분열병)이 발생할 수 있고, 너무 과도하게 고통 회피

를 지향하게 되면, 우울증이나, 만성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3].

“항상성 위협 스트레스 유발요인”과 “스트레스 반응 적

응 작용” 사이의 상호작용은 3가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1) 완벽하게 유발요인에 반응하여, 개체는 다시 본래 상

태 항상성 지점으로 돌아간다. (2) 부적절하게 유발요인

에 반응하여 (과대/과소 반응, 과도하게 오래 지속), 개체

에게 해를 주는 상태가 된다. (항상성장애, cacostasis) 

(3) 완벽하게 유발요인에 반응하고, 더 나아가, 유발요인

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하여, 새로운 더 좋은 항상

성 능력을 획득하여, 더 우수한 항성성 지점에 도달한다. 

(hyperstasis) [1]

중추신경계와 내분비계

중추신경계에서, 시상하부의 CRH-AVP 신경중추와, 

뇌간 LC의 norepinephrine(NE) 신경중추 서로 상호 연

결되어 있고, 서로 활성화시킨다. 이런 상호 강화시키는 

positive-feedback 체계로 구성되어 있기에, CRH, NE 나 

다른 어떤 강화자극이 이 체계에 가해지면, 전체 이 상호 연

결된 고리 시스템이 작동하게 된다. 이런 시상하부와 뇌간

의 스트레스 중추는, 보상/쾌락 중추에 작동하고, 또한 공

포/분노에 관여하는 amygdala 에 작용하고, 이런 고리들을 

또한 더 큰 positive-feedback 체계를 형성한다. 더 나아

가, 이런 스트레스 시스템은은 일시적으로 기억을 관장하는 

hippocampus를 활성화시킨다. 스트레스로 인해 HPA 축이 

활성화되면 부신피질에서 cortisol 의 생산과 분비를 촉진하

여, 혈중 cortisol 농도가 높아진다. 또한 부신수질과 교감신

경에서, catecholamine 분비가 촉진된다. 스트레스로 HPA 

축이 활성화되어, 혈중 cortisol 이 높아지면, HPG 축에서 

GnRH 의 생산을 억제하여, 성기능을 억제하게 된다 [1].

그림 1. 항상성 유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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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시스템과 신체반응

스트레스 시스템이 작동되면, 각성과 수면, 심박동수, 혈

압, 당대사, 지방대사, 단백질 대사, 성장, 성기능, 갑상선 

기능, 소화기, 면역계 기능에 변화가 발생한다. 또한 스트레

스 시스템이 작동되면, 불안, 우울, 인지장애 등 정신심리적

인 변화와, 음식 섭취양, 음식 선택, 사회활동 등 다양한 행

동변화가 발생한다. 급성 스트레스는, 고혈압, 저혈압, 통

증, 소화기증상, 알레르기 질환, 공황장애, 정신분열증상 등

을 유발할 수 있다. 만성 스트레스는, 불안, 우울증, 인지기

능 장애, 심혈관질환, 비만, 당뇨병, 신경퇴행성질환, 골다

공증, 수면무호흡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폭식장애, 음식중

독 등, 병적인 식습관 장애도 스트레스, 정서, 인지, 성격과 

연관되어 있다 [1].

스트레스를 통한 진화적 양성선택과 

현대사회의 역설적 환경

또 다른 관점으로는, 이런 스트레스 반응이, 과거 생존이 

위협받는 환경에서는, 적절한 적응방법이기에, 진화적으로 

양성선택이 되어, 점차 스트레스 반응이 강화되었다고 생각

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스트레스 반응이 

오히려 일종의 과잉반응으로 건강에 해로운 역할을 하고 있

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들이, 기근이라는 

스트레스 유발요인에 대한, 적절한 스트레스 반응으로, 에

너지 저장이 진화적으로 유리한 양성선택요인이 될 수 있으

나,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비만과 대사질환을 유발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탈수-체액/전해질 저장-고혈

압, 외부침입물질-면역반응-자가면역질환/알레르기질환, 

신변의 위협-공포/각성-불안장애/불면증, 신변의 위협-사

회적 고립-우울증 등의 예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표 1] [1]

결론

중추 신경계와 말초 신경계로 구성된 스트레스 시스템은 

행동과 신체적 변화를 일으킨다. 스트레스와 질환이 연관된 

기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런 병적 기전을 치료하거나, 예

Response to survival threat Selective advantage Contemporary disease

Combat starvation Energy conservation Obesity Metabolic syndrome

Combat dehydration Fluid and electrolyte conservation Hypertension

Combat injurious agents Potent immune reaction Autoimmunity Allergy

Anticipate adversaries Arousal and fear Anxiety Insomnia

Minimize exposure to danger Social withdrawal Depression

Prevent tissue strain and damage Retain tissue integrity Pain syndromes Fatigue syndromes

표 1.  진화과정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 반응과 현재 사회의 질병들과의 연관성

그림 2. 만성 스트레스와 신체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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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할 수 있는 방법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

한 연구 방법들과 (신경영상, 신경조절, 호르몬, 심리인지), 

실제 임상 현장에서 개인맞춤의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많

은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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