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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백서의 비지혈성 쇼크 모델에서 경도 저체온 시 심박수 변이도 

변화의 의의 

 

유도 저체온은 비지혈성 출혈성 쇼크 동물들에서 생존율과 생존 시간을 

증가시키지만,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는 비지혈성 출혈성 쇼크 

모델에서 저체온을 유도하여 변화하는 생체 징후들을 알아보고, 자율 

신경계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심박수 변이도의 파워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유도 저체온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체중 290∼330g의 50마리의 Sprague-Dawley 백서 수컷을 각각 10마리씩 

5군으로 나누고, 체온을 유지한 대조군과 체온을 34℃로 낮춰 유지한 

대조군, 15분 동안 체중 100g당 3ml의 출혈을 유도한 후 꼬리를 절단하여 

비지혈성 출혈성 쇼크 모델을 만든 후 체온을 유지한 군, 34℃로 낮춰서 

체온을 유지한 군, 그리고 상온에 노출시킨 군으로 무작위로 배정하였다. 

대조군은 실험 시작부터 135분간 동맥압 자료를 측정하였고, 출혈군은 

사망 시까지 측정하였다. 사후 분석으로 심박수 변이도의 파워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지표들을 구하였다.  

출혈이 되면서 자율신경계는 전체적으로 항진되고, 특히 교감신경계의 

항진이 부교감신경계에 비해 우세하였고, 이 때 자율신경계의 반응은 

급격하게 반응하였다가 서서히 회복되는 양상을 띠었다.  

비지혈성 출혈성 쇼크 백서에서 34℃로 유도된 저체온군의 생존 시간은 

73.75분으로 체온을 유지하는 군의 39.18분이나 상온에 노출시켜 자연히 

체온이 떨어지는 군의 43.62분보다 유의하게 길었다. 그러나 심박수 

변이도 지표들의 군 간 구간별 차이는 없었고, 생존기간을 증가시킨 

저체온의 차이를 찾을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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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이 없었던 대조군의 경우 34℃로 유도된 저체온군은 정상 체온 

유지군에 비해 유도 초기에 호흡과 평균 동맥압을 낮췄고, 맥박수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심박수 변이도 파워 값들은 차이가 없었지만, 교감-

부교감신경계의 균형을 부교감신경계 쪽으로 우세하도록 하였다.  

저체온 유도 효과는 자율신경계의 변화와 함께, 이 실험에서는 측정하지 

못한 다른 변화로 인해 비지혈성 출혈성 쇼크 군의 생존 기간을 증가시킨 

것으로 생각되며, 그 변화의 이유를 알 수 있다면 쇼크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또한 환자 감시를 위해 심박수 변이도를 

이용하려면, 파워와 균형을 종합하여 평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실시간으로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의 구현과 함께 출혈량의 차이에 

따른 저체온의 효과 및 저체온의 정도와 유도 시간에 따른 심박수 

변이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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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의 비지혈성 쇼크 모델에서 경도 저체온 시 심박수 변이도 

변화의 의의 

 

<지도교수 김승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정 상 원 

 

Ⅰ. 서론 

 

통계청의 사망 원인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에 인구 

10만 명당 37.7명이었던 자살 및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2007년에는 

40.3명으로 증가하였다.1 또한, 1990년에 전세계적으로 500만 명으로 

보고되었던 상해로 인한 사망자는, 2020년에는 8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2 상해에 따른 직접적인 사망 원인 중 ⅓은 출혈성 

쇼크이다.3 출혈성 쇼크는 손상 후 출혈로 인한 부적절한 장기관류와 

조직의 산소 공급 부족으로 인해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서 나타나는 임상증후군으로 정의된다.4  

인체는 쇼크에 대해 압수용체 반사, 화학 수용체 반사, 체액성 혈관 

활성 물질(humoral vasoactive substance)의 증가, 신장에서의 염분과 

수분의 저류 등을 통해 혈압과 조직 관류를 유지하려 한다. 이러한 반응은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균형 변화 등에 의해 조절된다. 

자율 신경계의 균형의 변화는 심박수,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평균 

동맥압(mean arterial pressure), 혈관저항 등에 변화를 일으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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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에서는 이들을 환자 상태의 평가와 치료 판단 지표로 사용해 왔다. 

쇼크가 진행된 경우에는 임상양상이 비교적 뚜렷해지므로 진단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이미 주요 장기의 손상이 진행되어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반면, 쇼크의 초기에는 뚜렷한 임상양상이 나타나지 

않아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다.4 

외상 환자의 진료에서 지혈되지 않는 출혈은 환자의 조기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된다.5 외상 환자에 대한 병원 전 단계 및 응급실 치료의 목적은 

수술적 지혈까지 환자의 생체 징후를 유지하여 심정지를 예방하는데  있다. 

수술적 지혈, 손상 장기의 치료 같은 최종 치료까지의 시간을 줄인다면 

외상환자의 사망률도 줄일 수 있겠지만, 그 시점까지 환자의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6 

외상 환자는 병원 전 이송, 응급 진료 과정에서 의복의 제거, 수액이나 

혈액의 공급, 손상 자체 혹은 출혈로 인해 체온이 떨어지거나, 투여 

약제나 사고 전에 섭취한 약물이나 음주 등으로 체온을 유지하는 능력이 

감소되기도 하여, 저체온에 빠지기 쉽고, 이는 사망률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7,8 저체온에 빠진 외상 환자에서 체온을 빠르게 회복시켜주면 수액 

요구량과 초기 사망률을 줄일 수 있었으나, 장기간의 생존에는 차이가 

없었다는 전향적 임상 연구 보고도 있다.16 또한 외상 환자에서 저체온은 

산성화와 감염 그리고 응고장애를 유발하여 해롭다는 보고들도 있다.7,16-20 

그러나 일반적인 저체온과 달리 경도 내지 중등도의 유도 저체온은 

대사율을 낮추거나, 일시적으로 혈류를 우회시킬 때 발생하는 허혈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술적 처치, 외상의 치료, 소생술 후 뇌 소생 치료 

등의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비지혈성 출혈성 쇼크의 동물 

모델에서는 다양한 실험방법과 환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도 저체온은 

생존시간과 생존율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9-13 그렇지만 그 기전에 



 

5 

 

대해서는 조직의 산소요구량 감소, 세포와 조직의 보호 작용, 생존 

조직에의 관류의 유지 등의 가설이 제안되었을 뿐 아직 명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다.14,15 

인체는 출혈에 따른 혈액량 감소에 대해 일련의 복잡한 자율신경 및 

호르몬의 반응으로 혈압을 유지하려 하는데, 그 초기 반응은 주로 

압수용체 반사를 통한 자율신경계 기전이며, 교감신경 활동이 항진되어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장기에 선택적으로 혈류를 공급하고, 심박수 및 심근 

수축력을 증가시킨다.21-25 쥐를 이용한 출혈 실험에서 angiotensin Ⅱ, 

vasopressin 등의 호르몬은 마취 중 혈압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의식이 있는 쥐에서는 출혈 중 혈압의 유지가 아닌, 출혈 후 혈압의 

회복에 작용함이 보고되었다.23,24,26  

중추신경과 압수용체, 화학 수용체의 영향을 받는 심박수의 주기적 

변화에 대한 분석, 즉 심박수 변이도는 다양한 임상분야에서 자율신경계의 

영향, 환자들의 예후 판정, 정신 상태 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특히 주파수 영역(domain)에 대한 스펙트럼 분석법(spectrum analysis)은 

각각의 심박동 간 시간의 변화에서 주기성을 갖는 변화 양상을 수학적으로 

변환하여 스펙트럼을 구하고, 주파수 대역별로 면적을 구하여 정량화 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27-29 

사람에서는 0.15~0.4Hz는 고주파(high frequency: HF)대역으로, 호흡 

주기와 부교감신경계의 조절에 관련된 변화를 나타내며, 0.04~0.15Hz는 

저주파(low frequency: LF)대역으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활성을 

함께 나타내지만,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교감신경계의 활성이 주도한다.30-32 

초저주파(very low frequency: VLF)대역은 0.003~0.04Hz로, 혈압과 

혈액량의 변화, 혈관 운동 조절과 관련된다. 그리고 LF/HF의 비(LF/HF 

ratio)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되고 있다.31,33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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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환자에서는 주파수 대역들을 구분하는 정점들(peaks)이 사라지기에 

심박수 변이도는 중주신경의 조절도 받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34 

심박수 변이도 이외에 혈중 카테콜아민도 교감신경계의 활성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사람의 혈중 카테콜아민 중 에피네프린은 부신에서 

정맥혈로 분비되는데 반해서, 도파민은 부신이 최고조로 자극 받게 되면 

스트레스에 대한 교감신경계의 전반적인 반응으로 증가하게 된다.35 

노르에피네프린의 경우는 교감신경 전달부위에서 정맥으로 분비되며, 

출혈에 반응하여 증가하므로 혈중 노르에피네프린이 교감신경계 활동에 

대한 평균을 나타내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36,37 

그러나 출혈성 쇼크의 경우 혈중 카테콜아민의 농도에는 변화가 없어, 

심박수 변이도의 파워스펙트럼 분석에 비해 덜 민감한 지표라는 보고도 

있다.38,39  

백서의 경우는 사람에 비해 심박수가 빠르지만, 심박수 변이도의 특성은 

사람과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다.29,40 고주파 대역은 1.5Hz를 중심으로 

최고치를 보이며 호흡 빈도와 연관되고, 주로 심장 미주신경 활동에서 

기인하며, 저주파 대역은 0.4Hz를 중심으로 심장 미주신경 및 교감신경 

활동의 영향을 받으며, 0.02~0.26Hz의 초저주파 대역은 교감 및 

부교감신경계 활동과 renin-angiotensin system, 내피인자, 체온 조절 및 

국소 혈류 조절에 따른 말초혈관의 긴장도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41 

출혈성 쇼크 동물모델을 이용한 연구들에 따르면 심박수는 늦어지거나 

또는 빨라지고,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은 감소하고, 심박수 변이도의 각 

주파수대역의 파워에 변화가 생긴다고 한다.39,42-44  

연구자는 백서의 비지혈성 출혈성 쇼크 모델에서 저체온 유도에 따른 

생체징후 및 심박수 변이도를 연속적으로 측정, 분석하여, 유도 저체온이 

자율 신경계에 어떠한 변화를 유발하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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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 및 수술 

실험동물의 취급과 실험의 전 과정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실험동물위원

회의 방침 및 동물 실험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며 진행하였다. 동물들은 외

부와 격리되고 통제된 환경에서 자유롭게 물과 사료를 섭취할 수 있게 하

였다. 실험실의 온도는 24±2.0 ℃로, 습도는 55%로 유지하였다. 

  

가. 실험동물 

체중 290-330g의 6~8주령 Sprague-Dawley 백서(SD rat) 수컷 50마리를 

10마리씩 다섯 군으로 무작위로 배정하였다. 첫 번째 군은 체온 유지 대조

군으로 출혈 없이 실험 시작 시점의 체온을 계속 유지시켰다. 두 번째 군

은 저체온 유도 대조군으로 출혈은 없지만, 실험시작 후 25분(출혈을 위한 

withdrawal pump가 멈추는 시점)부터 5분 동안 34℃로 저체온을 유도한 후 

계속 유지시켰다. 이후의 3개 군은 모두 출혈군으로 세 번째 군은 체온 유

지 출혈군으로 출혈 프로토콜에 따라 체중 100g당 3ml의 혈액을 15분 동안 

출혈시킨 후 비지혈성 쇼크 유도를 위해 꼬리를 절단하였고, 체온은 실험 

시작시점의 체온을 유지시켰다. 네 번째 군은 저체온 유도 출혈군으로 실

험시작 25분부터 5분 동안 34℃의 저체온을 유도한 후 계속 유지시켰고, 

마지막 군은 자연 저체온 출혈군으로 실험시작 25분부터는 체온 조절 없이 

실험실 온도에 노출시킨 군이다. 

①체온 유지 대조군(Normothermic control group: NC) 

②저체온 유도 대조군(Hypothermic control group: HC) 

③체온 유지 출혈군(Normothermic hemorrhage group: NH) 

④저체온 유도 출혈군(Induced hypothermic hemorrhage group: IH) 

⑤자연 저체온 출혈군(Spontaneous hypothermic hemorrhage group: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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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방법 

백서를 준비한 cage에 넣어 체중을 측정한 후, 체중 100g당 5mg의 

thiopental sodium(Choongwae pharma corporation, Korea)을 복강 내로 주

사하였다. 각 개체의 발을 꼬집어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마취 정도를 확인

한 후 양측 서혜부의 털을 동물용 전기 면도기로 제거하고 앙와위(supine 

position)로 수술대에 고정하였다. 체온 측정을 위해 항문에서 5cm 깊이로 

체온 측정 프로브(YSI 400series Fisher & Paykel Healthcare, New 

Zealand)를 삽입한 후, 디지털 체온계(Duotemp, Fisher & Paykel 

Healthcare, New Zealand)에 연결하였다. 양측 서혜부에 최소한의 절개를 

하여 동맥압 측정을 위해 좌측 대퇴동맥에 24G(gauge)의 카테터(3S-Cath, 

DukWoo Medical Co. Korea, Korea)를, 출혈을 위해 우측 대퇴정맥에 22G의 

카테터(3S-Cath, DukWoo Medical Co. Korea, Korea)를 삽입하였다. 동맥압 

측정을 위한 좌측 카테터는 500IU의 heparin sodium(Choongwae pharma 

corporation, Korea)을 500ml 생리식염수에 혼합한 용액으로 채워 혈압센

서키트(PX260, Edwards Lifesciences, Irvine, U.S.A.)에 연결하였고, 센

서키트는 자체 제작한 아날로그 증폭기를 경유하여 DAQ board(DAQ Pad-

6020E, National Instruments, Austin, Tex, U.S.A.)에 연결하였다. 우측 

대퇴정맥에 삽입한 카테터도 내부에 normal saline과 heparin sodium 혼합

용액을 채운 후 withdrawal syringe pump(KDS210, KD Scientific, New 

Hope, PA, U.S.A.)에 위치시킨 30ml 주사기(Korea Vaccine Co. LTD, 

Korea)에 연결하였다. 조작을 시행하는 동안 백서의 체온은 전기패드(heat 

pad)와 전열등(heat lamp)을 이용하여 실험 시작 시 체온의 ±0.5℃ 범위

로 유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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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프로토콜 

모든 조작을 끝내고 실험을 시작한 10분 동안은 안정기로 백서의 체온을 

유지하면서 동맥압 신호를 취득하였다. 다음 15분간은 출혈기로 withdrawl 

pump를 통해 일정한 속도로 계산된 양만큼 출혈을 시켰다. 출혈이 끝나기 

1분 전에 출혈군에 대해서는 꼬리 끝에서 75%부위를 2% lidocaine(Daehan 

Pharm Co. Ltd, Korea) 0.1ml로 국소 마취시킨 후, 펌프를 통한 출혈을 끝

내는 시점에 절단하였다. 이후 사망 시까지는 출혈후기로 꼬리 단면을 통

한 자연출혈을 유지하면서 체온 조절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체온을 조절하

였다. 

 

그림 1. 실험 시간표. 처음 10분 간의 안정기에는 모든 개체에서 체온을 

유지하였고, 정해진 출혈 프로토콜에 맞춰 펌프 출혈을 유도하며 15분간 

자료를 취득하고, 펌프가 정지되는 시점에 꼬리를 절단하고, 5분 동안 체

온을 조절하였다. 출혈을 일으킨 경우는 사망 시까지, 출혈이 없는 대조군

의 경우는 출혈후기 110분까지 자료를 취득하였다. 

 

가. 출혈 프로토콜 

체온 유지 및 저체온 유도 대조군 20마리에서는 출혈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로 동맥압 자료를 취득, 저장한 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실험 동물 위

원회 방침에 따라 안락사 시켰다. 출혈을 유도한 30마리의 출혈군에서는 

15분 동안 체중 100g당 3ml의 혈액을 펌프를 통해 일정한 속도로 출혈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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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출혈이 끝나는 즉시 꼬리 끝에서 75% 부위를 절단하여 자연 출혈을 시

키면서 사망 시까지 자료를 취득하였다. 꼬리 절단부위에서의 총 출혈량을 

측정하였고, 절단 부위가 자연 지혈되지 않도록 3분 간격으로 heparin 희

석액을 24G의 바늘로 2방울씩 적셔주었고, 사용한 heparin 희석액 양은 꼬

리 출혈량에서 제외하였다. 사망은 평균 동맥압이 10mmHg 이하로 10초 이

상 지속되거나, 자발 호흡이 없어진 경우로 하였다. 

 

나. 체온 조절 프로토콜 

체온을 목표 값의 ±0.5℃ 범위로 유지하기 위해, 체온을 높이는 데는 

전기패드와 전열등을, 체온을 낮추는 데는 선풍기를 사용하였다. 체온 유

지 대조군은 전기패드와 전열등을 이용하여 실험 시작 시 체온을 유지시켰

고, 저체온 유도 대조군은 실험 시작 25분부터 5분 동안 34℃까지 체온을 

낮춘 다음 계속 34±0.5℃를 유지시켰다. 나머지 30마리의 출혈군은 출혈

기 15분 동안은 실험 시작시의 체온을 ±0.5℃ 범위에서 유지시켰고, 꼬리 

절단 후 저체온 유도 출혈군은 5분 동안 34℃까지 체온을 낮춘 후 계속 유

지하였고, 체온 유지 출혈군은 꼬리 절단 후 실험 시작시의 체온을 계속 

유지하였으며, 자연 저체온 출혈군은 꼬리 절단 후 인위적 체온 조절 없이 

실험실 온도에 노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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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체징후 자료의 측정, 수집 

 

가. 체온 

직장에 삽입한 디지털 체온계의 눈금을 매 5분마다 소수점 이하 1자리로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나. 분당 호흡수 

흉곽(chest wall)이 움직이는 횟수를 매 5분마다 1분간 계수기로 세어 

기록하였다.  

 

다. 생존시간 

출혈 시작부터 미리 정의된 사망 시점까지 분 단위로 정리하였다. 

 

라. 동맥압 

좌측 대퇴동맥에 삽입된 카테터에 연결된 혈압 센서 키트로 측정된 동맥

압신호를 아날로그 증폭기를 통해 1,000배 증폭시킨 후, 신호 전압을 실제 

수은 혈압계와 비교하여 동맥압 값으로 보정하였다. 신호는 1,000Hz의 샘

플링 주파수로 측정하였고, 모든 자료는 DAQ 보드를 이용하여 디지털화시

킨 후, Labview®(Ver. 6.0, National Instruments, Austin, Tex, U.S.A.)

를 이용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 화면으로 동맥압의 파형

과 함께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평균 동맥압을 보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에 실시간으로 저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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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박수 변이도 자료의 분석 

저장된 자료는 자체 제작한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off-line으로 편

집과 확인을 하였다. 전체 실험자료를 5분 단위로 분리한 후 각각의 자료

에서 최고와 최저점에서는 미분 값이 0이 되는 것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최고점과 최저점을 찾아 이를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으로 하였으며, 

일부 검출되지 않는 부분은 직접 편집하였다. 편집이 끝난 5분간의 자료들

을 편집 프로그램의 append 기능을 이용해 하나의 파일로 재결합하였다. 

이후 결합된 전체 자료에서 300초(5분)씩의 구간별로 수축기와 이완기 혈

압 및 평균 동맥압을 구했다. 파워스펙트럼은 수축기 혈압을 이용해서 맥

박 간격의 시간계열(time series)에 대한 tachogram을 작성한 후, 직류 성

분에 대한 정보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파워스펙트럼에서 직류 성분에 해당

되는 평균값을 제거하여 전체 데이터 값의 평균이 0이 되도록 한 후 파워

스펙트럼을 구하였다. 

 

그림 2. 편집 프로그램. 프로그램 상부의 탭을 이용하여 취득된 자료를 

data splitter로 5분씩의 자료로 분리한 후, data editor에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의 위치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수축기는 peak 값으로 하여 빨

강 색으로 표시되었고, 이완기는 valley로 파랑 색으로 표시되도록 하였다. 

편집이 되면 각 peak들을 저장하고, Append data탭으로 자료를 결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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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달리 쥐의 심박수는 8Hz 정도이기에 심박수 변이도를 구하기 위

한 초당 샘플링 주파수를 spline interpolation을 통하여 20Hz로 보정하였

다. 이렇게 얻은 자료를 Short-term Fourier transformation(STFT)을 이용

하여 주기함수로 변환시켜 파워스펙트럼을 구하였다. STFT를 위한 window 

length는 300초였고, 중복(overlap)은 50%(150초)로 하였다. STFT를 위하

여 20Hz로 보간한 자료를 이용하였고, 5분이면 데이터 샘플 수는 6000개가 

되어 추가적으로 0을 2192개 삽입하였다. 이는 주파수 분석을 위해 STFT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개수가 2의 n승(본 연구에서는 n=13)과 일치

해야 하기 때문에, 주파수 특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자료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였다. 최종 주파수 분석은 주파수의 leak을 방지하기 위해 

Hanning window를 적용한 후 진행하였다.  

 

 

그림 3. 주파수 분석 프로그램. 프로그램에서 시작 시각과 끝 시각을 정해

주고, FFT spectrum 탭에서 주파수 범위를 정해준 후 Save 2D를 실행시키

면, 각 주파수대역의 파워 도를 시간 순서대로 구하여 저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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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의 자료를 절반씩 겹쳐가면서 출혈을 일으키지 않은 대조군들은 실험

시작 후 135분간의 파워스펙트럼 지표들을 구하였고, 출혈군들은 사망할 

때까지 구하였다. 사망 시점이 포함된 마지막 구간의 시간이 300초 미만이

면 자료의 개수를 초과하는, 최소의 2의 n승 개가 되도록 0을 삽입하여 분

석하였다. 파워스펙트럼 도곡선에서 정해둔 초저주파 대역

(VLF:0.02~0.2Hz), 저주파 대역(LF:0.2~0.75Hz), 고주파 대역

(HF:0.75~2.5Hz) 및 전체 주파수 대역(TP:0.02~2.5Hz) 각각의 파워

(msec2/Hz)를 구하였다. 심박수 변이도의 지표로는 각각의 주파수 대역의 

파워와 LF의 normalized unit(LF norm: LF/(total power-VLF)X100), HF의 

normalized unit(HF norm: HF/(total power-VLF)X100) 그리고 LF와 HF의 

비(LF/HF ratio)를 구하였다. LF/HF ratio는 저주파 대역 파워를 고주파 

대역 파워로 나눈 것으로 교감-부교감신경계의 균형을 나타내는 지표로 삼

았다. 초저주파 대역의 파워는 5분 이하의 단기 측정에서는 신뢰할 만하지 

않으며,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에 분석에서 제외시켰다.45  

 

5. 통계방법 

가. 안정기(0~10분; 1~3구간), 출혈기(10~25분; 5~9구간) 및 출혈후기

(25~37.5분; 11~14구간)로 나누고, 각 구간마다 군별 차이가 있는지 비교

하였다. 그리고 3개 출혈군에서 사망 직전의 10분간 자료들에서 군별 차이

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출혈 시작과 종료 시점을 포함하는 4구간과 10구간

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나. 안정기는 1~3구간(0~10분)의 10분으로 실험조작을 끝낸 후 체온을 

유지하면서 출혈을 시작하기 직전까지로 각 지표별로 시간적 변화를 확인

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출혈군과 대조군 간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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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별로 t-test를 통해 비교하였다. 출혈기 시작의 기준은 안정기 마지막 

구간인 3구간(5~10분)의 자료로 하였다. 

 

다. 출혈기는 5~9구간(10~25분)의 15분으로 출혈이 없는 대조군 20마리

와 출혈군 30마리의 2군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각각의 지표에 대

해 군 간 구간별로 t-test를 시행하였고, 출혈기 동안의 변화는 시간별 변

화를 교정한 후 안정기 말인 3구간을 기준으로 하여 9구간까지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라. 출혈후기는 출혈기 마지막 구간인 9구간(20~25분)을 기준으로 하여 

백서 모두가 생존해 있던 마지막 구간인 14구간까지에 대해 분석을 시행하

였다. 각 구간별 5개 군별 차이에 대해서는 일원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때 대조군을 포함한 5개군 모두에 대해, 그리고 3개 출혈군에 대해서 분

산분석을 하였다. 출혈후기 동안의 출혈군들 간의 변화에 대해서는 시간별 

변화를 교정한 후 출혈기 끝부분 인 9구간을 기준으로 13구간(30~35분)과 

14구간(32.5~37.5분)에 대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으로 비교하였다.  

 

마. 저체온 유도로 발생하는 지표들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체온 유지 

대조군과 저체온 유도 대조군 간 그리고 체온 유지 출혈군과 저체온 유도 

출혈군 간에 9, 13, 14구간의 각 지표들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하였

다.  

 

바. 출혈군을 대상으로 각 개체가 사망한 구간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의 

2개 구간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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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생존시간에 대한 꼬리에서의 출혈량이나 체중 같은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을 이용하여 상대위

험도를 구하였다. 

 

아. 단변량 분석결과는 구간별, 실험군별로 표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그

래프는 평균±표준오차로 제시하였다. 분산분석 후 각 집단 간의 차이는 

Tukey법을 사용하였고, 통계 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유의한 것으로 하였

으며, 각각의 p값을 제시하였다.  

 

자. 자료는 Microsoft Excel®을 이용하여 정리하였고, 통계 분석은 

SPSS for windows 15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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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안정기 

안정기인 1구간에서 3구간까지 10분간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표 1. 대조군과 출혈군 간 안정기 비교 

  
전체 

(n=50) 

Control groups

(n-20) 

Hemorrhage 

groups (n-30)
P1 P2 P3 

BT4(℃) BT1 36.69±0.41 36.36±0.40 36.68±0.43   0.956 

 BT2 36.73±0.35 36.66±0.29 36.77±0.38   0.265 

 BT3 36.77±0.33 36.63±0.24 36.86±0.36 0.035 0.265 0.014 

RR4(회/min) RR1 94.34±15.00 95.70±14.78 93.43±15.33   0.606 

 RR2 94.25±14.07 95.72±14.57 93.27±13.89   0.550 

 RR3 94.16±13.62 95.75±14.75 93.10±12.97 0.815 0.550 0.506 

PR4(회/min) PR1 384.60±46.85 391.50±53.28 379.99±42.35   0.400 

 PR2 390.22±47.44 394.32±53.41 387.49±43.75   0.623 

 PR3 393.36±47.70 394.74±53.23 392.44±44.55 0.000 0.618 0.870 

MAP4(mmHg) MAP1 131.11±12.82 131.84±14.96 130.63±11.43   0.747 

 MAP2 133.39±12.14 133.68±13.94 133.19±11.03   0.892 

 MAP3 135.02±11.82 134.90±13.37 135.09±10.91 0.000 0.887 0.957 

LF4(msec2/Hz) LF1 91.85±113.19 125.30±169.17 69.54±40.15   0.163 

 LF2 71.03±70.33 89.76±101.86 58.55±34.02   0.200 

 LF3 73.16±59.18 85.68±78.39 64.81±41.37 0.057 0.103 0.284 

HF4(msec2/Hz) HF1 129.49±178.68 176.13±271.17 98.39±57.15   0.221 

 HF2 89.99±72.88 106.01±102.13 79.30±42.96   0.280 

 HF3 97.29±70.49 108.22±90.76 89.99±53.48 0.093 0.135 0.375 

TP4(msec2/Hz) TP1 280.10±330.96 377.39±497.81 215.24±108.78   0.167 

 TP2 210.92±174.67 260.27±246.13 177.68±95.08   0.166 

 TP3 221.16±154.82 255.07±197.59 198.55±116.61 0.071 0.082 0.259 

LFnu4 LFnu1 42.31±6.82 42.52±6.89 42.16±6.89   0.860 

 LFnu2 43.27±6.25 44.44±6.17 42.48±6.28   0.282 

 LFnu3 41.38±8.26 41.23±9.78 41.49±7.24 0.299 0.654 0.914 

HFnu4 HFnu1 57.69±6.82 57.48±6.89 57.84±6.89   0.860 

 HFnu2 56.73±6.25 55.56±6.17 57.52±6.28   0.282 

 HFnu3 58.62±8.26 58.77±9.78 58.51±7.24 0.299 0.654 0.914 

LF/HF rario4 LF/HF1 0.758±0.216 0.764±0.215 0.754±0.220   0.878 

 LF/HF2 0.784±0.202 0.822±0.214 0.759±0.194   0.282 

 LF/HF3 0.741±0.256 0.808±0.399 0.735±0.221 0.505 0.551 0.855 

1. 전체에 대한 구간별 비교 

2. 시간변화를 보정했을 때 대조군과 출혈군 간 차이 

3. 구간별 대조군과 출혈군 비교  

4. BT(body temperature): 직장 체온, RR(respiration rate): 분당 호흡수, 

PR(pulse rate): 분당 맥박수, MAP(mean arterial pressure): 평균 동맥압, 

LF: low frequency 대역의 파워, HF: high frequency 대역의 파워, TP: 

total power, LFnu: low frequency normalized unit, HFnu: high 

frequency normalized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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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0마리에서 10분간의 안정기 동안 체온, 맥박수, 평균 동맥압은 1

구간에서 3구간으로 갈수록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

정하였을 때는 대조군과 출혈군의 각 지표 간 차이는 없었다. 각 구간별로

는 3구간의 체온을 제외하고는 양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표 1).   

 

표 2. 대조군과 출혈군 간 안정기 말기(3구간) 비교 

 Control groups Hemorrhage groups p1 

개체 수 20 30 - 

Weight(mg) 307.30±10.70 306.65±9.36 0.821 

RT(℃) 24.30±1.38 24.17±1.15 0.712 

BT(℃) 36.63±0.24 36.86±0.36 0.014 

RR(회/min) 95.75±14.75 93.10±12.97 0.506 

PR(회/min) 394.74±53.23 392.44±44.55 0.870 

MAP(mmHg) 134.90±13.37 135.09±10.91 0.957 

LF(msec2/Hz) 85.68±78.39 64.81±41.37 0.284 

HF(msec2/Hz) 108.22±90.76 89.99±53.48 0.375 

TP(msec2/Hz) 255.07±197.59 198.55±116.61 0.259 

LFnu 41.23±9.78 41.49±7.24 0.914 

HFnu 58.77±9.78 58.51±7.24 0.914 

LF/HF ratio 0.808±0.399 0.735±0.221 0.855 

 

출혈을 유도하기 전인 안정기의 3구간에서 대조군과 출혈군 간에는 체중, 

호흡수, 맥박수, 평균 동맥압 및 심박수 변이도 지표들에서 차이가 없었다. 

다만, 체온이 출혈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0.2℃ 높았는데 안정기 동안 체온 

조절이 정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되지만, 그 차이는 체온 조절 오차 

이하였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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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혈기 

출혈기인 5구간부터 9구간까지 15분간의 시간에 대해 대조군과 출혈군을 

비교하였다. 이 기간 동안 대조군에서는 출혈이 없었고, 출혈군에서는 

3ml/100g/15min의 출혈이 유도되었다.  

체온은 두 군 모두에서 실험 시작 시의 체온을 유지하려 했으나, 출혈기 

마지막 구간인 9구간에서 대조군에 비해 출혈군이 0.24℃ 더 낮았지만, ±

0.5℃의 체온 조절 오차범위 이내이었다. 분당 호흡수는 출혈이 진행되면

서 8구간부터, 분당 맥박수는 6구간부터 출혈군에서 의미 있게 낮아졌다. 

그러나 시간에 따른 차이를 보정하면, 두 군 간의 분당 호흡수와 맥박수의 

변화에는 차이가 없었다.  

평균 동맥압은 출혈이 시작되면서 출혈군에서 유의하게 낮아졌고, 시간

에 따른 차이를 보정했을 때도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LF, HF, TP의 파워와 LFnu, LF/HF ratio는 6구간부터 출혈군에서 유의하

게 높았고, HFnu는 6구간부터 유의하게 낮았다. 시간에 따른 차이를 보정

하였을 때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출혈이 동일한 속도로 지속적

으로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변화 정도가 감소하였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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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조군과 출혈군 간 출혈기 비교 
  Control groups Hemorrhage groups p1 p2 

BT(℃) BT3 36.63±0.24 36.86±0.36 0.014  

 BT5 36.64±0.22 36.82±0.34 0.027  

 BT6 36.62±0.22 36.72±0.30 0.237  

 BT7 36.61±0.23 36.62±0.29 0.933  

 BT8 36.61±0.23 36.49±0.27 0.119  

 BT9 36.60±0.23 36.36±0.29 0.003 0.477 
RR(회/min) RR3 95.75±14.75 93.10±12.97 0.506  

 RR5 96.30±14.16 99.40±14.17 0.452  

 RR6 96.88±14.16 96.10±13.87 0.848  

 RR7 97.10±14.82 92.80±18.35 0.389  

 RR8 96.40±14.26 81.27±17.25 0.002  

 RR9 95.80±14.15 69.73±21.63 0.000 0.058 
PR(회/min) PR3 394.74±53.23 392.44±44.55 0.870  

 PR5 393.69±52.54 387.17±46.18 0.645  

 PR6 393.78±51.80 361.31±50.41 0.032  

 PR7 392.70±51.04 342.09±48.33 0.001  

 PR8 391.72±51.57 352.37±44.48 0.006  

 PR9 391.96±52.28 380.86±42.40 0.413 0.133 

MAP(mmHg) MAP3 134.90±13.37 135.09±10.91 0.957  

 MAP5 134.27±12.62 115.65±18.97 0.000  

 MAP6 133.79±11.70 81.70±25.33 0.000  

 MAP7 132.87±12.45 48.98±16.84 0.000  

 MAP8 132.30±12.91 31.05±7.40 0.000  

 MAP9 132.18±11.37 26.69±7.70 0.000 0.000 

LF(msec2/Hz) LF3 85.68±78.39 64.81±41.37 0.284  

 LF5 114.55±181.03 98.66±56.82 0.708  

 LF6 99.65±115.55 272.45±255.75 0.002  

 LF7 126.84±174.26 472.77±370.30 0.000  

 LF8 111.85±158.74 495.73±543.21 0.004  

 LF9 114.84±186.84 362.16±444.95 0.023 0.001 

HF(msec2/Hz) HF3 108.22±90.76 89.99±53.48 0.375  

 HF5 116.90±133.23 124.55±69.98 0.792  

 HF6 124.39±113.35 242.67±187.48 0.015  

 HF7 140.76±130.14 398.13±187.48 0.000  

 HF8 117.07±111.31 422.80±377.72 0.001  

 HF9 109.79±112.05 361.02±261.32 0.000 0.000 

TP(msec2/Hz) TP3 255.07±197.59 198.55±116.61 0.259  

 TP5 293.76±362.00 282.60±145.25 0.880  

 TP6 290.13±264.74 665.29±579.80 0.003  

 TP7 345.54±352.88 1148.74±905.75 0.000  

 TP8 302.60±370.21 1182.12±1239.19 0.003  

 TP9 304.17±399.09 899.29±854.09 0.003 0.001 

LFnu LFnu3 41.23±9.78 41.49±7.24 0.914  

 LFnu5 43.80±10.23 44.18±7.47 0.881  

 LFnu6 41.40±11.42 48.50±9.06 0.018  

 LFnu7 42.40±9.16 52.65±8.62 0.000  

 LFnu8 44.34±8.11 51.97±6.23 0.000  

 LFnu9 45.88±8.44 46.24±8.19 0.880 0.041 

HFnu HFnu3 58.77±9.78 58.51±7.24 0.914  

 HFnu5 56.20±10.23 55.82±7.47 0.881  

 HFnu6 58.61±11.42 51.50±9.06 0.018  

 HFnu7 57.60±9.16 47.35±8.62 0.000  

 HFnu8 55.66±8.11 48.03±6.23 0.000  

 HFnu9 54.12±8.44 53.76±8.19 0.880 0.041 

LF/HF rario LF/HF3 0.808±0.399 0.735±0.221 0.855  

 LF/HF5 0.842±0.367 0.824±0.255 0.840  

 LF/HF6 0.766±0.330 1.006±0.386 0.027  

 LF/HF7 0.780±0.298 1.183±0.413 0.000  

 LF/HF8 0.837±0.298 1.118±0.291 0.002  

 LF/HF9 0.893±0.312 0.910±0.352 0.864 0.021 

1. 대조군과 출혈군 간 구간별 비교 

2. 시간에 따른 차이를 보정한 결과(반복측정 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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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3개 출혈군 간 9구간 결과 비교 

 NH groups IH groups SH groups P1 

개체수 10 10 10  

Weight 307.55±10.69 306.25±8.51 306.15±9.82 0.937 

RT(℃) 23.90±1.10 24.70±0.48 23.90±1.52 0.202 

BT(℃) 36.38±0.23 36.44±0.17 36.26±0.41 0.377 

RR(회/min) 73.80±16.90 67.60±30.14 67.80±16.92 0.779 

PR(회/min) 356.03±36.18 388.87±34.57 397.68±47.11 0.063 

MAP(mmHg) 25.62±4.19 29.44±12.39 25.01±2.71 0.392 

LF 369.23±162.09 537.33±727.06 179.92±109.53 0.203 

HF 401.44±172.35 459.76±380.37 221.88±107.25 0.103 

TP 943.97±417.58 1257.66±1333.70 496.24±268.25 0.134 

LFnu 47.49±7.72 48.14±8.94 43.10±7.74 0.338 

HFnu 52.51±7.72 51.86±8.94 56.90±7.74 0.338 

LF/HF ratio 0.939±0.262 1.003±0.490 0.788±0.252 0.389 

Tail 

blood(ml/100g)
0.562±0.168 0.617±0.304 0.587±0.211 0.871 

Survival 

time2(min) 
39.18±8.86 73.75±23.34 43.62±12.71 0.000 

1. 3개 출혈군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2. 출혈시작부터 사망까지의 시간 

 

출혈기 끝 구간인 9구간의 자료에서 3개 출혈군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체온, 호흡수, 맥박수 및 평균 동맥압에서 출혈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심박수 변이도 지표들인 LF, HF, TP는 3개 출혈군 간 차이는 없었으

며, LFnu, HFnu, LF/HF ratio도 차이가 없었다. 꼬리에서의 출혈량에도 차

이가 없었으며 출혈 후 생존시간은 IH군이 73.75분으로 NH 및 SH군에 비해 

유의하게 더 긴 시간 동안 생존했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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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혈후기 

출혈후기, 즉 꼬리를 통한 자연 출혈을 지속시키면서 체온 조절 프로토

콜에 따른 체온조절 상태 유지기간으로 11구간부터 시작하여 모든 개체가 

생존해 있던 마지막 구간인 14구간까지의 12분 30초간의 변화를 비교하였

다. 이중 11구간은 체온유도 구간으로 체온이 급변했기에 분석에서 제외시

켰다.  

체온은 11구간부터 14구간까지 5개군 모두 체온 조절 프로토콜에 맞추어 

잘 유도, 유지되었다. 분당 호흡수는 11, 12구간에서 2개 대조군들에 비해 

IH군과 SH군이 낮았으며, SH군은 IH군에 비해서도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출혈 후기 전구간에서 SH군은 대조군들 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분당 맥박

수는 대조군 간 그리고 출혈군 간에 출혈 후기 동안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평균 동맥압은 대조군들이 출혈군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대조군들 

간 그리고 출혈군들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심박수 변이도 지표들 중 LH, 

HF, TP는 5개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LFnu, HFnu, LF/HF 

ratio는 출혈군 3개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반면, 대조군 간에는 

NC군이 HC군에 비해 LFnu와 LF/HF ratio는 더 높고, HFnu는 더 낮은 결과

를 보였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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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출혈후기 5개군 간 비교 

  NC groups HC groups NH groups IH groups SH groups p1 p2 
BT BT11 36.63±0.19 34.41±0.78 36.48±0.14 34.35±0.64 35.81±0.62 0.000 0.000 

(℃) BT12 36.61±0.17 34.24±0.47 36.55±0.11 34.10±0.28 35.47±0.76 0.000 0.000 

 BT13 36.59±0.17 34.07±0.24 36.61±0.17 33.85±0.14 35.03±0.80 0.000 0.000 

 BT14 36.60±0.16 34.04±0.18 36.63±0.16 33.90±0.09 34.75±0.77 0.000 0.000 

RR RR11 95.60±14.22 89.00±13.51 73.30±15.56 72.00±27.91 60.10±16.39 0.001 0.308 

(/min) RR12 94.85±14.04 87.90±11.11 74.35±13.59 72.90±23.64 59.20±17.21 0.000 0.153 

 RR13 94.10±14.02 85.90±11.44 75.40±12.83 73.80±23.89 58.30±18.45 0.000 0.102 

 RR14 93.85±13.56 83.50±11.08 74.35±16.04 73.35±22.99 57.00±20.25 0.000 0.112 

PR PR11 374.42±51.63 403.08±50.24 383.61±33.58 394.37±25.07 405.47±46.31 0.419 0.733 

(/min) PR12 373.22±51.01 384.74±50.39 389.47±36.80 356.09±34.23 397.04±46.14 0.284 0.248 

 PR13 373.51±50.28 368.26±45.86 395.37±38.40 342.40±43.74 386.95±44.82 0.102 0.157 

 PR14 372.48±49.76 362.81±43.47 397.33±38.51 342.00±46.64 373.61±36.36 0.091 0.140 

MAP MAP11 134.48±11.52 133.98±10.92 29.44±5.20 34.04±13.30 27.98±3.18 0.000 0.264 

(mmHg) MAP12 133.70±11.69 126.70±13.39 34.92±8.89 35.45±15.63 28.68±3.25 0.000 0.297 

 MAP13 132.89±11.65 117.32±14.68 39.81±13.41 39.02±19.64 28.66±3.80 0.000 0.155 

 MAP14 131.67±11.32 113.61±14.02 40.88±13.38 42.52±24.51 28.00±4.97 0.000 0.114 

LF LF11 193.24±296.99 128.91±215.65 191.30±164.26 240.51±184.84 179.47±128.43 0.826 0.671 

(msec2/Hz) LF12 192.08±263.66 153.35±368.04 155.23±108.05 269.90±218.76 167.61±142.78 0.798 0.244 

 LF13 123.27±96.12 102.93±173.61 136.21±105.69 275.33±259.11 193.07±275.55 0.303 0.399 

 LF14 116.02±138.00 110.72±180.12 123.99±95.05 250.68±230.07 129.28±115.89 0.261 0.149 

HF HF11 153.04±172.79 174.41±245.76 255.78±151.40 275.59±180.75 193.07±123.20 0.490 0.466 

(msec2/Hz) HF12 157.67±165.97 168.41±304.17 260.48±183.13 272.47±221.88 172.15±121.30 0.592 0.409 

 HF13 161.32±173.64 133.36±154.23 173.74±113.16 260.11±223.05 299.33±508.30 0.619 0.684 

 HF14 133.83±149.14 138.83±149.68 164.27±103.80 260.92±227.37 151.85±130.22 0.369 0.277 

TP TP11 463.93±560.25 368.26±543.78 529.43±350.86 655.41±435.69 443.98±267.35 0.675 0.425 

(msec2/Hz) TP12 452.57±495.86 382.74±788.35 470.58±317.91 689.80±563.87 394.52±290.22 0.692 0.264 

 TP13 393.69±314.02 298.87±447.98 360.29±237.46 636.54±568.22 584.37±943.39 0.602 0.607 

 TP14 333.17±348.35 335.18±463.25 346.76±239.19 601.46±544.24 332.70±289.51 0.468 0.226 

LFnu LFnu11 51.17±7.54 40.11±6.93 41.70±6.18 44.88±6.93 45.65±12.38 0.046 0.345 

 LFnu12 50.19±6.92 35.86±8.29 37.55±4.18 48.55±7.83 45.94±11.33 0.000 0.423 

 LFnu13 47.97±8.52 37.54±5.49 42.15±7.76 49.10±6.30 40.43±9.12 0.005 0.962 

 LFnu14 46.90±6.91 36.08±10.02 41.29±6.12 47.88±4.69 43.27±9.25 0.009 0.553 

HFnu HFnu11 48.83±7.54 59.89±6.93 58.30±6.18 55.12±6.93 54.35±12.38 0.046 0.345 

 HFnu12 49.81±6.92 64.14±8.29 62.45±4.18 51.45±7.83 54.06±11.33 0.000 0.423 

 HFnu13 52.03±8.52 62.46±5.49 57.85±7.76 50.90±6.30 59.57±9.12 0.005 0.962 

 HFnu14 53.10±6.91 63.92±10.02 58.71±6.12 52.72±4.69 56.73±9.25 0.009 0.553 

LF/HF LF/HF11 1.089±0.305 0.689±0.191 0.733±0.181 0.838±0.213 0.951±0.575 0.057 0.428 

rario LF/HF12 1.044±0.291 0.586±0.237 0.608±0.113 0.984±0.297 0.991±0.764 0.026 0.142 

 LF/HF13 0.969±0.318 0.614±0.166 0.760±0.257 0.993±0.255 0.722±0.315 0.010 0.078 

 LF/HF14 0.912±0.249 0.604±0.281 0.721±0.193 0.933±0.178 0.813±0.352 0.036 0.192 

1. 전체 5군에 대한 분산분석 

2. 출혈군 3군에 대한 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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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출혈후기 대조군 간, 출혈군 간 비교1 

 NC 대 HC NH 대IH 출혈군 간(3개군) 

BT(℃) 0.000 0.000 0.000 

RR(회/min) 0.369 0.761 0.258 

PR(회/min) 0.722 0.079 0.401 

MAP(mmHg) 0.040 0.823 0.148 

LF(msec2/Hz) 0.681 0.148 0.065 

HF(msec2/Hz) 0.878 0.378 0.232 

TP(msec2/Hz) 0.675 0.190 0.087 

LFnu 0.001 0.002 0.053 

HFnu 0.001 0.002 0.053 

LF/HF rario 0.002 0.004 0.172 

1. 9구간과 12부터 14구간까지의 4구간에 대한 시간변화에 따른 영향을 보

정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대조군 간, 출혈군 간에 LFnu, HFnu, 

LF/HF ratio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출혈과 저체온 유도가 생체징후와 심박수 변이도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시간변화에 따른 영향을 보정한 후 각 군 간 비교에서 NC군

과 HC군 간, 그리고 NH군과 IH군 간에서 LFnu, HFnu, LF/HF ratio의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출혈 3개군 간 비교에서는 각 지표들에 차이는 없었다

(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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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3 개 출혈군의 사망 이전 2 구간 비교 
  NH groups IH groups SH groups P value1 P value2 

BT(℃) BT-2 36.51±0.088 33.96±0.10 33.51±1.77 0.000  

 BT-1 36.52±0.17 33.93±0.18 33.19±1.74 0.000  

 BT_D3 36.41±0.14 33.99±0.03 32.81±1.65 0.000 0.000 

RR RR-2 64.75±11.10 59.30±17.48 45.85±9.53 0.010  

(회/min) RR-1 58.30±11.52 56.50±18.82 42.25±5.45 0.021  

 RR_D3 53.60±10.08 52.60±16.99 38.20±4.39 0.010 0.011 

PR PR-2 402.92±41.97 371.47±47.60 348.30±58.92 0.066  

(회/min) PR-1 395.53±43.66 367.18±45.89 333.59±50.54 0.022  

 PR_D3 380.23±42.07 354.29±46.41 311.83±50.92 0.010 0.022 

MAP MAP-2 31.93±4.63 25.04±5.60 24.58±2.95 0.002  

(mmHg) MAP-1 29.71±4.21 23.17±4.43 23.56±2.97 0.001  

 MAP_D3 25.64±4.35 20.59±3.49 20.91±2.95 0.007 0.002 

LF LF-2 161.19±121.38 201.80±233.87 206.98±194.34 0.840  

(msec2/Hz) LF-1 114.52±81.01 230.25±168.43 136.97±91.94 0.092  

 LF_D3 87.52±69.71 146.12±115.23 173.45±112.11 0.170 0.472 

HF HF-2 237.30±184.78 263.67±246.62 232.56±156.73 0.932  

(msec2/Hz) HF-1 178.57±136.85 266.05±178.38 192.42±108.65 0.359  

 HF_D3 155.28±133.56 164.13±107.63 175.71±112.35 0.928 0.795 

TP TP-2 467.37±354.40 528.05±540.53 506.59±411.61 0.953  

(msec2/Hz) TP-1 337.02±237.36 592.88±463.42 373.65±216.98 0.184  

 TP_D3 279.62±217.22 369.51±273.55 430.36±263.51 0.418 0.630 

LFnu LFnu-2 41.56±6.85 39.42±10.31 42.70±8.05 0.687  

 LFnu-1 39.76±5.98 42.68±11.61 40.91±7.19 0.749  

 LFnu_D3 37.31±9.32 43.99±7.92 48.11±8.19 0.028 0.346 

HFnu HFnu-2 58.44±6.85 60.58±10.31 57.30±8.05 0.687  

 HFnu-1 60.24±5.98 57.32±11.61 59.09±7.19 0.749  

 HFnu_D3 62.69±9.32 56.01±7.92 51.89±8.19 0.028 0.346 

LF/HF LF/HF-2 0.736±0.234 0.693±0.280 0.778±0.261 0.767  

rario LF/HF-1 0.675±0.170 0.803±0.321 0.715±0.213 0.496  

 LF/HF_D3 0.630±0.263 0.819±0.267 0.971±0.312 0.039 0.002 

1. 동일 구간에서 군별 비교 

2. 군 간 변화 비교 

3. 사망한 시점이 포함된 구간 

 

출혈 3개 군에서 사망 구간 이전 2구간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체온은 각 

구간별로 체온 조절 프로토콜에 따라 적절히 조절되었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망 구간에서 SH군의 체온은 32.81℃로 IH군의 33.99℃보다 유의

하게 낮았다. 분당 호흡수와 맥박수는 SH군이 NH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

다. 평균 동맥압은 NH군이 사망 시까지 IH, SH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심박수 변이도의 LF, HF, TP 간에는 구간별, 3개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LFnu, HFnu, LF/HF ratio는 사망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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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개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정하면 

LF/HF ratio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7).  

 

4. 생존분석(Cox-regression test) 
Kaplan-Meyer 생존분석 결과, 기존의 여러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IH 군이 

SH 군, NH 군에 비해 유의하게 생존시간이 길었다(그림 4).9,13,46-48 

Surviv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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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Kaplan-Meyer 생존분석. IH 군이 SH 군, NH 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오래 생존하였으며, SH 군과 NH 군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콕스의 비례 위험 모델을 이용하여 체중과 출혈량을 통제한 다변량 분석

결과 IH군에 비해 SH군의 위험도는 5.542, NH군의 위험도는 7.904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위험도를 나타냈다(표 8).  

 

표 8. 실험군별 상대 위험도 

Variable Hazard ratio p 

NC group 0 0.994 

HC group 0 0.994 

SH group 5.542 0.049 

NH group 7.904 0.001 

Tail blood 0.537 0.081 

Weight 1.034 0.162 



 

27 

 

5. 대조군 간 비교 

표 9. 대조군 간 구간별 비교 
 구간1 BT RR PR MAP TP LF HF LF nu HF nu LF/HF 

1 0.146  0.907  0.369  0.022  0.483  0.485  0.566  0.035  0.044  0.044  

2 0.229  0.796  0.370  0.028  0.219  0.419  0.160  0.002  0.004  0.004  

3 0.595  0.694  0.335  0.039  0.597  0.562  0.799  0.279  0.321  0.321  

4* 0.343  0.976  0.301  0.052  0.527  0.546  0.325  0.480  0.462  0.462  

5 0.190  0.563  0.261  0.065  0.973  0.792  0.563  0.052  0.051  0.051  

6 0.293  0.522  0.204  0.075  0.937  0.903  0.574  0.299  0.346  0.346  

7 0.459  0.580  0.189  0.079  0.371  0.445  0.260  0.453  0.375  0.375  

8 0.568  0.495  0.183  0.122  0.344  0.628  0.237  0.027  0.031  0.031  

9 0.708  0.408  0.148  0.176  0.373  0.541  0.256  0.039  0.039  0.039  

10* 0.000  0.887  0.124  0.572  0.276  0.271  0.256  0.109  0.111  0.111  

11
2
 0.000  0.301  0.209  0.922  0.586  0.825  0.248  0.003  0.002  0.002  

12 0.000  0.235  0.617  0.229  0.790  0.923  0.351  0.001  0.001  0.001  

13
3
 0.000  0.169  0.810  0.017  0.750  0.708  0.306  0.004  0.008  0.008  

14 0.000  0.078  0.649  0.005  0.942  0.941  0.963  0.012  0.018  0.018  

15 0.000  0.047  0.750  0.005  0.684  0.936  0.484  0.124  0.088  0.088  

16 0.000  0.069  0.883  0.006  0.172  0.263  0.055  0.052  0.056  0.056  

17 0.000  0.134  0.918  0.014  0.667  0.436  0.107  0.094  0.118  0.118  

18 0.000  0.026  0.767  0.068  0.385  0.586  0.144  0.071  0.095  0.095  

19 0.000  0.005  0.685  0.190  0.235  0.406  0.115  0.028  0.064  0.064  

20 0.000  0.004  0.621  0.255  0.205  0.361  0.045  0.078  0.064  0.064  

21 0.000  0.006  0.568  0.292  0.189  0.565  0.036  0.024  0.033  0.033  

22 0.000  0.011  0.464  0.524  0.695  0.742  0.083  0.014  0.020  0.020  

23 0.000  0.019  0.405  0.634  0.514  0.802  0.170  0.007  0.014  0.014  

24 0.000  0.010  0.405  0.695  0.923  0.575  0.310  0.001  0.001  0.001  

25 0.000  0.007  0.388  0.900  0.902  0.639  0.358  0.001  0.006  0.006  

26 0.000  0.005  0.351  0.866  0.864  0.927  0.869  0.004  0.007  0.007  

27 0.000  0.005  0.333  0.816  0.242  0.316  0.146  0.008  0.011  0.011  

28 0.000  0.002  0.263  0.929  0.112  0.182  0.005  0.130  0.106  0.106  

29 0.000  0.002  0.218  0.889  0.029  0.145  0.001  0.057  0.051  0.051  

30 0.000  0.005  0.353  0.773  0.028  0.261  0.001  0.009  0.009  0.009  

31 0.000  0.014  0.573  0.482  0.135  0.553  0.005  0.005  0.011  0.011  

32 0.000  0.008  0.644  0.366  0.602  0.872  0.066  0.007  0.011  0.011  

33 0.000  0.005  0.661  0.403  0.912  0.920  0.199  0.072  0.080  0.080  

34 0.000  0.003  0.684  0.531  0.182  0.650  0.040  0.001  0.001  0.001  

35 0.000  0.003  0.664  0.495  0.197  0.450  0.008  0.006  0.011  0.011  

36 0.000  0.001  0.580  0.470  0.059  0.345  0.005  0.007  0.017  0.017  

37 0.000  0.000  0.446  0.594  0.047  0.164  0.229  0.000  0.000  0.000  

38 0.000  0.000  0.383  0.555  0.113  0.550  0.101  0.002  0.004  0.004  

39 0.000  0.001  0.340  0.472  0.059  0.563  0.003  0.000  0.000  0.000  

40 0.000  0.001  0.312  0.438  0.385  0.663  0.179  0.005  0.006  0.006  

41 0.000  0.003  0.322  0.407  0.435  0.972  0.067  0.001  0.002  0.002  

42 0.000  0.003  0.332  0.355  0.636  0.660  0.337  0.029  0.066  0.066  

43 0.000  0.004  0.422  0.195  0.267  0.658  0.297  0.033  0.041  0.041  

44 0.000  0.003  0.593  0.050  0.202  0.315  0.011  0.051  0.122  0.122  

45 0.000  0.004  0.677  0.030  0.139  0.290  0.046  0.070  0.119  0.119  

46 0.000  0.001  0.618  0.101  0.710  0.740  0.149  0.011  0.011  0.011  

47 0.000  0.001  0.563  0.228  0.422  0.746  0.325  0.001  0.003  0.003  

48 0.000  0.000  0.608  0.184  0.476  0.892  0.554  0.000  0.000  0.000  

49 0.000  0.000  0.777  0.076  0.980  0.761  0.847  0.002  0.004  0.004  

50 0.000  0.000  0.964  0.042  0.841  0.446  0.349  0.002  0.002  0.002  

51 0.000  0.001  0.713  0.033  0.901  0.550  0.588  0.017  0.028  0.028  

52 0.000  0.001  0.604  0.023  0.914  0.583  0.648  0.005  0.008  0.008  

1. 구간은 5분 동안의 값이며, 각 구간의 간격은 2분30초이다. 5 구간부터 

9구간까지는 출혈기에 해당되나 출혈은 없었으며, 11구간은 유도 저체

온 대조군(HC군)에서는 저체온 유도를 하였고, 13구간 이후부터는 각각

의 목표 체온을 유지시켰다. 

2. 체온 조절이 시작됨 

3. 체온 조절이 완료된 상태의 시작 구간 

 

 



 

28 

 

체온 조절을 시작하기 직전인 9구간에서 체온, 호흡, 맥박, 평균동맥압, 

TP, LF, HF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LFnu, HFnu, LF/HF ratio에는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체온을 낮춘 11구간부터 초기 4개 구간에서는 평균 동맥압과 

LFnu, HFnu, LF/HF ratio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이후에는 평균 동맥

압을 제외한 LFnu, HFnu, LF/HF ratio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유지했다. 그 

밖의 분당 호흡수, 맥박수 그리고 LF, HF, TP에는 차이가 없었다(표 9). 

 

6. 각 지표의 구간별 변화 

가. 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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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체온의 구간별 변화. 결과는 평균±표준오차로 표시하였다. 안정

기는 5개군 전체의 체온, 출혈기 15분간은 대조군과 출혈군의 체온이며, 

펌프가 멈춘 출혈후기에는 5개군 각각의 체온의 변화를 나타냈다.  

 

출혈기가 시작되면서 출혈군의 체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대조

군에 비해 마지막 구간에서 유의하게 낮았으나, 체온 조절 프로토콜의 범

위 이내의 차이였다. 출혈 후기의 체온은 군별 목표 수치로 유도, 유지되

었다. 자연 저체온 출혈군인 SH군에서는 저체온 유도군인 IH군, HC군보다 

늦은 속도로 체온이 감소하였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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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호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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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분당 호흡수의 구간별 변화. 결과는 평균 표준오차로 표시하였다. 

 

출혈기 동안 출혈군은 시간이 지나면서 호흡수가 감소하였고, 8, 9 구간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출혈후기동안 출혈이 없었던 NC군, HC군 보다 

3개 출혈군들에서 낮았고, 특히 SH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출혈 3개군 사

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그림 6). 

 

다. 맥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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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분당 맥박수의 구간별 변화. 결과는 평균±표준오차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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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기 동안 출혈군에서 출혈이 진행되면서 분당 맥박수는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였으나, 출혈 시작 구간 수준으로 까지는 회복하지 못했다. 출

혈 후기에 HC군, IH군, SH군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한 반면, NC군에서

는 큰 변화가 없었고 NH군에서는 점차 증가하였다(그림 7). 

 

라. 평균 동맥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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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평균 동맥압의 구간별 변화. 결과는 평균±표준오차로 표시하였다.  

 

출혈기 동안 감소한 출혈군의 평균 동맥압은 출혈후기 시작 시에 3개 출

혈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저체온이 유지되면서 HC군의 평균 동맥

압은 NC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아졌다. 출혈군 중 IH군, NH군에서 평균 동

맥압은 점차 증가하였으나 SH군에서는 변화가 없었다(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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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LF 와 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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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LF 파워의 구간별 변화. 결과는 평균±표준오차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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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HF 파워의 구간별 변화. 결과는 평균±표준오차로 표시하였다.  

 

출혈기 동안 출혈군의 LF, HF의 파워는 증가했다가 감소하였으며 HF에 

비해 LF가 더 많이 증가했다. 출혈후기에 대조군과 출혈군 모두에서 파워

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NC군보다 HC군은 조금 낮은 파워를 보이면서 

변동하였다. 초기에는 조금 더 낮은 경향을 보인 것 같으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출혈군 3개 군의 파워 값들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각 군 간

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그림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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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LF/HF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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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LF/HF ratio의 구간별 변화. 결과는 평균±표준오차로 표시하였

다.  
 

출혈기 동안 출혈군의 LF/HF ratio는 LF, HF와 마찬가지로 증가했다가 

감소하였으며,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출혈후기에 출혈군 3군(NH

군, IH군, SH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13구간(30~35분)에서 NC군

과 HC군 간에, 마지막 14구간(32.5~37.5분)에서 HC군과 IH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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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생명 중추 기관들의 보호는 저체온 치료의 기본 목표가 되며 심정지 등

의 여러 허혈성 질환에서 허혈기 동안 저체온이 유지된 경우 도움이 된다

고 한다.49,50 또한 출혈성 쇼크에서 저체온을 유도한 경우 좌심실 이완기 

말 압력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회 심박출량 증가 등 좌심실의 

기능이 증가되어 심장기능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동물실험 보고

도 있다.51,52  

심장병 환자에서 부교감신경 약화와 동반된 교감신경 항진은 심장 급사

와 연관이 있다고 하며, Filipovic 등은 심근 허혈 환자에서 수술 후 사망

률을 예측하는 여러 인자 중 마취 유도 6분전에 측정한 심박수 변이도의 

LF/HF ratio가 2미만인 경우 수술 후 2년 내 사망률의 가장 좋은 예측인자

라고 하였다.53,54 연구들에 따르면 부교감신경계에 의해 보상되지 않는 교

감신경계의 일방적 항진은 혈소판 응집, 관상동맥 수축, 좌심실 부하 증가, 

심한 부정맥, 혈관 교감신경의 상대적 항진 등의 유도를 통해 사망률을 증

가시킨다 한다.55,56 McCraty  등은 심박수 변이도를 이용한 감정의 효과평

가에서 분노는 심박수 변이도의 저주파 영역을 증가시켜 교감신경의 흥분

을, 감사하는 감정은 고주파 영역을 증가시켜 부교감신경의 흥분을 의미한

다고 하였으며, Warren 등은 운동이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고주파 영역이 감소하고, 저주파 영역이 증가함을 

밝혀내어 심박수 변이도는 운동기간 동안의 자율신경계의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로 적합하다고 하였다.57,58 이와 같이 심박수 변이도의 분석은 병적 상

태에서 심장기능을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인의 교감신경과 부

교감신경의 기능도 평가할 수 있다. 최근의 많은 연구에서 자율신경계의 

활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심박수 변이도 분석을 이용하고 있으며, 컴퓨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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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정량화 방법인 파워스펙트럼 분석법은 심박수 변이도 분석에서 가

장 총체적이고 정확한 방법 중 하나이다.27,59,60,61 파워스펙트럼 분석법은 

주기성을 갖는 변화양상을 주파수별로 분리하여 표현할 수 있고 그 변화의 

정도를 정량적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율신경계의 활동성은 심혈관계의 항상성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외부의 자극에 의해 수시로 변화한다. 동맥혈 이산화탄소 분압, 근육

의 수축, 체온, 전해질 농도, 혈당 및 인슐린 등의 변화는 실험대상의 자

율신경계의 활동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75-82 비록 심박

수 변이도의 파워스펙트럼 분석이 정량적 해석이 용이하다고는 하지만 실

제로 심박동 간격의 변화, 즉 심박수 변이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자율신경

계의 활동성을 포함하여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말초신경계 및 수용체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수준에서의 변화가 심박 간격 변화라는 생체 신호로 

표출되는 것이므로 이 신호 안에는 다양한 정보가 숨겨져 있다고 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Perlini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저주파 대역은 

0.25~0.75Hz로, 고주파 대역은 0.75~2.5Hz로 정하였다.40  

심박수 변이도를 파워스펙트럼으로 변환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fast Fourier transform(FFT)과 auto-regressive technique이며, 이는 시

간 영역(time domain) 정보를 주파수 영역(frequency domain)으로 변환하

는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신호의 정주성(stationarity)을 가정한 분

석법이다.62 시간 영역 분석 방법은 심박수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을 

알 수 있지만 교감신경계 및 부교감신경계의 균형 상태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다. 주파수 영역 분석 방법은 특정 주파수 대역의 상대 도를 계산하

는 방법으로 연속적인 심박 간격을 주파수 분석 함으로써 시간에 따른 신

호의 주파수 특성을 잘 반영한다. 그러나 심박 간격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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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정주성이 인정되지 않는 신호이거나 생쥐처럼 심박수가 500/min 

정도이고 R-R 간격의 변화가 1초 이내에 100%까지 변화하는 경우는 fast 

Fourier transform을 통해 주파수 영역으로 분석하는 것보다는 시간-주파

수 영역(time-frequency domain)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한

다.63-65 Time-frequency 분석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기능으로서의 주파수 

대역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Short-time 

FFT(STFT)와 Wigner-Ville transform이다.66,67 본 연구에서는 STFT를 사용

하였다.  

Malliani 등은 교감-부교감신경계 활성도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서로 상

반관계가 존재한다고 하였지만, Introna 등의 연구에 의하면 척추 마취 후 

저주파 대역과 고주파 대역의 파워 모두가 감소하여 교감신경계와 부교감

신경계가 함께 억제되지만, 교감-부교감신경계의 균형을 나타내는 저주파 

대역과 고주파 대역의 비(LH/HF ratio)는 신경 차단 동안 계속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보고하였다.68-70  

Howell 등에 의하면 thiopental 마취는 마취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심박

수 변이도의 총 파워를 유의하게 낮추어, 자율신경 활동의 전반적인 감소

를 시사한다고 하였다.71 구양희 등에 의하면 thiopental 마취 동안 심박

수 변이도의 총 파워의 감소에 크게 기여한 부분은 저주파 및 초저주파 대

역이었다고 하였다.72 다른 연구에서는 thiopental 마취군의 심박수 변이

도 중 초저주파와 저주파 대역의 파워가 낮아지는 것은 thiopental이 부교

감신경에 비해 교감신경 활동을 더욱 저하시키며 말초 혈관 긴장도를 감소

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된다.73 한종인 등은 출혈군의 심박수가 변화하지 

않은 것은 마취제인 thiopental로 인해 출혈에 대한 빈맥 반응이 소실된 

것을 의미하며 주로 압수용체 반사의 억제에서 기인한다고 하였다.74  

Crippen 등은 출혈성 쇼크 백서모델에서 저체온 유도 시 100%의 산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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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경우가 대기 중에서 호흡한 경우보다 오래 생존한다고 하였다.83 그러

나 몇몇 다른 연구들에서는 산소 농도를 증가시켜도 생존에는 영향이 없다

고도 하였다.12,14 또한 Wilson 등은 쇼크 환자에서 혈역학적 상태를 평가하

기 위해 여러 생체징후들을 흔히 측정하지만 정상범위로 나타난 변수들 조

차 심장기능과 전신 산소공급의 심각한 결핍을 숨길 수 있다고 하였다.84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연구자는 비지혈성 쇼크 백서모델에서 경도 저

체온을 유도했을 때 자율신경계는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심박수 변이도를 

통해 알아보고 앞으로 실제 임상에 도움을 주는 생체징후의 하나로 기능할 

수 있을지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의 안정기 10분 동안 체온, 맥박수, 평균 동맥압이 유의하게 

증가했던 점은 앞으로 유사한 연구를 수행할 때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체온의 경우 36.69℃에서 36.77℃로 상승하였지만 오차 범위 이내이었다. 

그러나 맥박수, 평균 동맥압의 유의한 증가는 적정 마취심도를 확인, 유지

하기 위해 복강 내 주사가 아닌 흡입마취로의 전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

다.  

출혈이 되면서 나타나는 생체 징후의 변화는 여러 연구에서의 결과와 크

게 차이 나는 부분은 없었다. 그러나 출혈양과 속도 및 방법에 따라 생체 

징후들의 변하는 정도에는 조금씩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출혈량

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마취제의 영향을 더 받을 것이지만, 심각한 정도

의 출혈의 경우는 자율신경계의 전체 활동성이 높아지고, 특히 교감신경계

의 반응이 더욱 증가되어 혈압을 유지하려고 하며, 심박수의 증가보다는 

말초 혈관들의 수축 및 심장기능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반응할 것이다. 이

번 연구에서 Gonzalez 등의 보고와 같이 TP, LF, HF의 파워들이 출혈기 동

안 증가한 것은 미주신경의 조절과 동반하여 심장에 대한 교감신경계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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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이 항진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42 

체온조절과 관련하여 출혈기 동안 초기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결

과적으로는 마지막 구간인 9구간에서 대조군에 비해 출혈군이 0.24℃가 더 

낮아 출혈로 인한 체온저하로 생각할 수도 있다.4 그러나 오차범위 이내의 

차이로, 시간에 따른 영향을 보정하면 두 군 간 체온 차이는 없었다. 호흡

수는 출혈이 진행되면서 8구간부터 출혈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

다. 출혈로 인해 쇼크가 진행되면 저산소증과 산혈증이 발생하고 이는 화

학수용체의 반응을 일으켜 호흡수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마취제에 의한 호흡 억제 작용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 맥박수는 출혈이 시작된 초기 6구간부터 8구간까지 출혈

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낮았다가, 마지막 9구간에서는 증가하여 차이가 없

었던 결과를 보였다. 이 결과 또한 예상과는 반대로, 구양희 등의 연구에

서는 마취제로 사용한 thiopental에 의한 압수용체 반사 억제로 출혈에 따

른 빈맥 반응이 소실되어 심박수에는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72 

Halothane 흡입마취를 이용한 Kentner 등의 연구에서 맥박수는 출혈기 동

안 감소하다가 서서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85 구양희 등의 연구도 이

번 연구와 마찬가지로 복강 내 thiopental 주사를 통한 마취를 사용했지만 

출혈량은 1/10, 출혈시간은 1/3 이라는 차이가 심박수 변화의 차이를 이끌

어 냈을 것으로 판단하며 앞으로의 실험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72 그

러나 구간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간변화에 대한 보정을 하면 출혈기 전체 

동안 분당 호흡수나 맥박수의 변화 정도는 출혈군과 대조군 간에 차이가 

없었으므로, 출혈로 인해 호흡수와 맥박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평균 동맥압은 출혈이 시작되면서부터 출혈군에서 즉시 유의하

게 낮아졌고, 시간변화를 보정하여 출혈기 동안의 변화를 비교해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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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 HF, TP의 파워와 LFnu, HFnu, LF/HF ratio는 출혈기 초기인 6구간부

터 출혈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났으며, 출혈기 동안에도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결과는 출혈이 시작되면 자율신경계가 항진되면서 

교감신경계가 부교감신경계 보다 더 크게 반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

나 이 반응은 혈압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에 반비례하면서 증가하지 않

고 서지(surge)양상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출혈 초기에 카테콜아민이 짧은 기간 동안 혈액 내로 다량 분

비되어 급격한 변화를 일으켰다가 시간이 지나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것으

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심박수 변이도의 변화가 맥박수 변화와 서로 

반대되기에 단지 자율신경계의 변화만으로 출혈에 따른 생체 징후의 변화

를 설명하기는 부족하여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존의 여러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저체온 유도 출혈군의 생존 시간은 다

른 출혈군에 비해 유의하게 더 길었다.9,13,46-48 체온 유지 출혈군과 자연 

저체온 출혈군 간에 생존 시간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상대 위험도 

측면에서는 정상체온을 유지하는 것 보다는 자연 저체온이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유도 저체온이 생존 시간을 증가시키는 이유를 심박수 변이도 지표들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3개 출혈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생체징

후와 심박수 변이도 지표들은 없었다. 결국 자율신경계의 반응은 출혈기 

동안에는 출혈군과 대조군 간에 차이가 있었던 반면, 출혈후기의 3개 출혈

군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기에, 저체온 유도가 생존 시간을 증가시킨 이유

도 찾을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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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과 상관없이 저체온 유도에 따라 변하는 심박수 변이도 지표를 알기 

위한 체온 유지 대조군과 유도 저체온 대조군, 체온 유지 출혈군과 유도 

저체온 출혈군 간 비교에서 공통적으로 차이를 보인 지표들은 LFnu, HFnu, 

LF/HF ratio였다. 체온 유지 대조군과 유도 저체온 대조군 간에는 체온 조

절을 시작하기 직전인 9구간의 LFnu, HFnu, LF/HF ratio에 차이가 있었다. 

2개 군 모두 무작위로 배정되었고 생체 징후들에 차이가 없음에도 심박수 

변이도 지표에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은 개체 간의 차이로 인한 오류일 수

도 있겠지만, 심박수 변이도 자체가 지속적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것이므

로, 5분간의 짧은 측정으로 교감-부교감신경계를 평가한다는 것의 어려움

을 보여준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11구간부터 시작된 체온차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지표는 평균 동맥압과 LFnu, HFnu, LF/HF 

ratio였다. 이번 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동물에서 경도의 저체온이 심박수

와 혈압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된 점은 실험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했다고 본

다.86  

 

종합하면 유도 저체온 대조군이 체온 유지 대조군에 비해 더 낮은 LF/HF 

ratio를 보임으로, 체온이 낮아지면 각 대역별 파워 값들의 차이보다는, 

교감-부교감신경계의 균형에 변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34℃로의 경도 저체온 유도는 심박수 변이도의 각 대역별 파워의 직접적인 

변화보다는 부교감신경계가 우세한 방향으로 교감-부교감신경계의 균형을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의 한계 및 차후의 실험에서 고려할 점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이번 연구에서는 심전도가 아닌 동맥압의 파형을 이용하여 심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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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도를 산출하였기에 부정맥에 대한 교정이 없었다. 

둘째, 실험동물들에서 자기 호흡을 유지시켰기에 개체별 호흡수 차이가 

HF 파워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수 없었다. 

셋째, 혈중 카테콜아민 검사결과와의 비교 및 부검을 통한 사인조사를 

시행하지 못했다. 

넷째, 출혈군 간 비교를 위해 모든 출혈군이 생존했던 14구간까지만 분

석이 이루어졌고 더 생존한 개체들의 자료를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에서와 같이 백서에서는 쉽게 체온 조절이 가능하

지만, 사람의 경우와는 다르기에 대동물 대상의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

다. 

 

 

 



 

41 

 

Ⅴ. 결론 
 

백서의 비지혈성 출혈성 쇼크모델을 이용하여 34℃의 경도 저체온 

유도에 따른 심박수 변이도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50마리의 

Sprague-Dawley계 수컷 백서를 체온 유지 대조군과 유도 저체온 대조군의 

2개 대조군, 그리고 체온 유지 출혈군, 유도 저체온 출혈군, 자연 저체온 

출혈군의 3개 출혈군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출혈이 일어나면 자율신경계는 전체적으로 항진되었다. 이중 교감신

경계가 부교감신경계 보다 더욱 항진되었고 이러한 자율신경계의 항진은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서서히 감소하였다. 

 

2. 34℃의 경도 저체온 유도는 비지혈성 출혈성 쇼크에 빠진 백서의 생

존 시간을 체온을 유지시키거나 상온에 노출시켜 자연 저체온에 빠지게 한 

실험군 보다 연장시켰다. 그러나 심박수 변이도 지표들에는 차이가 없었다.  

 

3. 34℃의 경도 유도 저체온은 심박수 변이도의 각각의 주파수 대역 값

들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교감-부교감신경계의 균형을 부교감신경계 쪽이 

우세하도록 변화시켰다. 

 

4. 실시간으로 심박수 변이도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 구현이 시급하며, 

대동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출혈량과 체온, 저체온 유도 및 유지 시간에 대

한 심박수 변이도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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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orrhagic shock is defined as circulatory dysfunction causing 

decreased tissue oxygenation and accumulation of oxygen dept, which 

can lead to multi-organ system failure if left untreated. Induced 

hypothermia is applied for many clinical cases, and laboratory cases. 

It has reported good outcomes in hemorrhagic shock of animal model. 

But there are no definitive causes of good outcomes.  

Vital signs are maintained or changed by autonomic nervous system 

(ANS) in hemorrhagic shock patients. It will be very helpful, if we 

can recognize those changes. Heart rate variability(HRV), which is 

one of the parameter used to assess for cardiovascular system, is 

non-invasive method. And it may be used to evaluate the changes of 

ANS.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the sequential 

changes in HRV according to hypothermia effect in uncontrolled 

hemorrhagic shock in rats.  

Fifty Sprague-Dawley rats(290~330g) were divided to 5 groups of 

normothermic control group(NC), hypothermic control group(HC), 

normothermic hemorrhage group(NH), induced hypothermic hemorrh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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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IH) and spontaneous hypothermic hemorrhage group(SH) randomly, 

and each group was 10 rats. 3 hemorrhage groups bled by withdrawing 

venous blood at 3ml/100g/15min and tail amputation were done for 

uncontrolled hemorrhagic shock(UHS) status. 2 control groups did not 

bleed. After tail amputation, I controlled body temperature according 

to temperature protocol for 5 minutes. After temperature controlled, 

I observed blood pressure and pulse rate by monitoring system for 110 

minutes in control groups and until to death in bleeding groups. 

During volume controlled hemorrhage period, ANS was stimulated all 

components and especially sympathetic tone was more stimulated than 

parasympathetic tone. The stimulation was increased rapidly and 

slowly decreased like surge shape. Mild hypothermia to 34℃ was 

increased survival time and decreased respiration rate and mean 

arterial pressure than normothermic and spontaneous hypothermia 

hemorrhage groups. And it decreased LF/HF ratio without changes of 

low and high frequency power and total power than normothermic groups.  

In this study, I concluded that the components of HRV were changed 

according to stress like bleeding or hypothermia. And the shape of 

changes was like surge. So the powers of each frequency bands and 

ratio were evaluated simultaneously, and they are not replaced 

classic vital signs as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and respiration 

rate. Further investigation will be needed to use these HRV changes 

more conveniently in shock patients and clinical setting, and real-

time monitoring system. 

-------------------------------------------------- 

Key Words: heart rate variability, power spectral analysis, mild 

hypothermia, uncontrolled hemorrhagic shock, 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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