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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심혈관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질병 및 사망 원인의 하나이며, 

이 질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되었

다.  또한 이 질환은 높은 사망률과 치명률을 나타내므로 치료보다는 예방

이 더욱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심박동변이(heart rate variability, HRV)

는 심장의 자율기능을 반 하는 것으로 심질환 환자의 심혈관 질환의 예측

인자로 유용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심박

동변이의 분포를 살펴보고, 심혈관질환 위험인자와 심박동변이의 관련성을 

알아보며, 심박동변이와 관련된 요인을 밝히고자 시행하 다.

2001년 7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건강검진을 실시한 환자 105명을 대상

으로 분석하 다.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는 NCEP에서 제시한 나이, 흡연력,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 고혈압 유무, 혈중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을 측정

하여 각각을 심박동변이와 분석하 다.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수에 따라 

저위험군, 고위험군, 최고위험군으로 층화하 고, Framingham score를 측

정하여 심박동변이와 분석하 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자에서는 NCEP의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중 나이, 가족력, 고혈압,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는 위험인자가 있는 군에서 심박동변이가 통계학적으

로 유의하게 작았으며, 기타 위험인자에서는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

지방이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심박동변이가 유의하게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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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에서는 NCEP의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중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 

고혈압은 위험인자가 있는 군에서 심박동변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작

았으며, 기타의 위험인자는 공복혈당과 중성지방이 위험요인이 있는 군에

서 심박동변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작은 값을 보 다.  

NCEP의 세 개의 위험군과 심박동변이를 분석한 결과 저위험군, 고위험

군, 최고위험군에서 심박동변이의 평균이 세 개의 군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다.

결론적으로, 성별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심혈관질환 위험인자와 심박

동변이가 관련성이 있었고, 세 개의 심혈관질환 위험군에서 심박동변이가 

유의하게 차별성을 보 으므로, 심박동변이가 심혈관질환 위험인자에 대한 

비침습적인 주요한 표지자가 될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중심단어: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국제콜레스테롤교육프로그램, 프랭밍험 위

험 점수, 심박동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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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심혈관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질병 및 사망원인의 하나이며 

(McGovern 등, 1996; Cambien 등, 1996), 이 질병은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

은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부담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

가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생활양식이 서구화되면서 심

혈관 질환은 점차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치료 뿐 아니라 예방

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심혈관질환의 예방은 2가지로 나누는

데, 동맥경화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예방을 1차 예방으로, 기존의 동맥경

화의 진행을 억제하는 치료를 2차 예방으로 정의하 다 (Wong 등, 2000).  

여기서 심혈관 질환의 1차 예방은 주로 위험인자에 관한 것으로 조절이 가

능한 인자와 조절할 수 없는 인자로 대별할 수 있고 조절 가능한 인자는 

다시 생활습관과 관련된 위험인자와 생리적인 위험인자로 나눌 수 있다.  

생활습관과 관련된 위험인자는 심혈관질환의 위험도가 높지 않은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에게서 심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해 적용될 수 있으며, 생리적인 

위험인자는 심혈관질환의 고위험군에게 적용하여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Swan 등, 1996).  

심혈관질환은 발생 후 치명률이 높아 조기 사망과 연관되어 있고,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질환인 반면, 예방이 가능하고, 질환의 발생 위험

을 평생에 걸쳐 낮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많은 연구가 발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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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1997년 미국심장학회에서 심혈관 질환의 1차 예방에 대한 권고안 

(Grundy 등, 1997)이 나온 이후 1차 예방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진행되어 

발표되었으며, 특히 이를 중재하기 위한 시도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에 대

한 연구와 여성, 당뇨병, 흡연자 등 각각의 집단에 따른 특성화된 권고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런 권고안의 유용성은 심혈관질환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위험인자를 지닌 환자의 위험도를 평가한 후 치료하고 추적 

관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NCEP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보고서는 심혈관질환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인자를 추정하여 그에 

따라 위험도를 개별화시켰고, 조절 가능한 인자를 개인별로 변화시켜야 한

다고 권고하 다.  또한 심혈관질환을 세 군으로 나누었는데, 관상동맥질환

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최고위험군과, 위험인자가 2개 이상인 고위험군, 

위험인자가 2개 미만인 저위험군으로 나누어 각각에 맞게 위험인자를 조절

할 것을 권고하 다.  이후의 유럽의 권고안이나 미국 심장협회의 권고안

에서 이런 접근을 지지하는 연구가 계속 보고 되었다.  이런 시도는 치료

의 효율성, 안전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위험도를 적절하게 평가하는 것부터 

시작하 는데 2001년 5월에 발표된 NCEP-ATP III (Adult Treatment Panel 

III)에서는 Framingham heart study에서 제시한 계산법이 심혈관질환 위험

도를 측정하는데 유용함을 보여주고 이를 이용하여 개별화된 치료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하 다.  NCEP에서는 심혈관 질환에 대한 독립적인 위험인

자로 5가지(연령, 고혈압, 흡연,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 낮은 고 도지단백

콜레스테롤)를 제시하 고, 이것은 일반사람에게 흔하게 발견되며 이를 조

절했을 때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 다.  또한 그 이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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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단지 심혈관질환 위험인자의 하나로만 여기던 당뇨를 심혈관질환과 

동등한 질환으로 간주하여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최고위험군으로 분

류하여 적극적 치료 및 예방을 강조하 다.  이 외에도 현재까지 여러 연

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로는 비만, 운동부족, 사회경

제학적인 요소, 우울증, 인종, 고중성지방혈증, 높은 small LDL particle, 

lipoprotein(a), 내당능장애, 호모시스테인, 혈액응고인자, 아포지단백 B, 그

리고 심전도상의 좌심실비대가 있으며 (Thomas 등, 2002), 이것은 심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인자는 아니지만 관상동맥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위

험인자로 생각되며 이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심박동변이는 시간에 따른 심박동의 주기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순간적

인 심박동 및 심전도에서의 R-R 간격의 변동을 표시함으로써 심장주기 사

이의 미세한 변화를 반 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의 

구성성분을 포함하는 자율 신경 시스템을 반 하고 (Pomeranz 등, 1985; 

Akselrod 등, 1975; Guyton 1991), 심장 자율신경의 양적 측정을 위해 사용

되는 가장 비침습적인 측정법의 하나라고 논의되고 있다 (Bigger, 1995; 

Hayano 등, 1991; Kamath 등,1987; Malik 등, 1990; Ori 등, 1992).  그리고 

내적, 외적 환경변화에 대한 자율신경계의 적응이 빠를수록 심박동변이는 

불규칙하다고 연구되어지고 있다 (Akselrod 등, 1981; Pomeranz 등, 1985).  

심장의 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심장의 자율신경 활성도를 정량화하는 

방법이 고안되었고, 비침습적인 방법의 하나로서 심박동변이(heart rate 

variability, HRV)가 도입되어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었다.  

심혈관질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환자는 심장의 자율

신경의 조절성에 향을 받아 심장의 자발적인 조절에 이상이 초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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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또한, 심박동변이의 감소와도 관

련되었다 (Kannel 등, 1986; Defronzo 등, 1991).  고혈압,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흡연과 심혈관 질환의 상관성도 연구되었고, 더 나아가 

이런 인자들이 심박동변이의 감소와도 관계된다는 연구도 발표되었다.  감

소된 심박동변이는 급성심근경색 후의 생존자에서 모든 사망률의 위험 증

가와 관계되었고(Kleiger 등, 1987; Vaishnav 등, 1994; Lombardi 등, 1987), 

울혈성심부전환자에서는 치명률의 독립된 예측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고, 

돌연 심장사와 관련되었으며, 관상동맥질환을 발생시키는 위험과도 상관성

이 있었다.  또한, 증상이 없는 건강한 중년 그리고 노인에서도 치명률 및 

심장 사건의 발생률의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 (Mensink, 1997; Sa 등, 1997; 

Perski 등, 1992).  일반 인구 집단에서 혈압 변이와 심박동수 감소가 심혈

관 질환의 이환 및 치명률에 독립적인 예측인자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

시되었다 (Kiduya 등, 2000).

2. 연구 목적

NCEP-ATP III에서 제시된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및 그에 의해 추정된 

심혈관질환 위험도를 임상에서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침습적이며 

측정해야 하는 항목이 많고 비용적인 문제점도 있어 심혈관질환의 고위험

군이 아닌 경우에는 그것을 적용하기 힘들다.  즉, 예방적 차원에서 볼 때 

NCEP에서 제시한 내용을 따르는 것은 유용성이 낮다.  본 연구의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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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박동변이가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와 개별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는 기존

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비침습적이며 해석이 간편하며 재현하기 쉬운 심박

동변이를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및 위험군과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며, 더 

나아가 심박동변이가 심혈관질환 위험도 추정에 있어서 임상적으로 어느 

정도 유용한지 그 가능성을 보고자 한다.

구체적 연구목적으로는 첫째, 우리나라 성인의 심박동변이의 분포를 알

아보고 둘째, NCEP에서 제시한 5가지의 심혈관질환 위험인자와 심박동변

이의 관련성을 알아보며 셋째, 기타의 위험인자와 심박동변이의 상관성을 

확인하며 넷째, 심혈관질환의 세 위험군에 대한 심박동변이의 분포를 살펴

봄으로써 심박동변이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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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심혈관 질환

가. 위험인자 및 예측인자

심혈관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보편적이며 정확한 방법을 밝히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Framingham heart study에서 나온 결과는 

우수한 방법론과 인구 집단의 오랜 기간의 추적 검사로 심혈관 질환을 예

측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었다.  그 외의 연구로 각 지역에 따라 여러가지

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을 보면, 독일의 코호트 연구로 PROCAM 

(prospective cardiovascular Munster), 스코틀랜드의 연구 (Assman, 1993)

인 WOSCOPS (the West of Scotoland coronary prevention study), 

Dundee, 그리고 국에서는 BRHS (British regional heart study)가 있었고 

(Shaper 등, 1986) 그 중 공통적인 위험인자는 연령, 고혈압, 흡연력이며 가

족력, 고지혈증 등도 위험인자로 연구되었다.  Framingham 연구는 다른 

지역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심혈관질환을 예측하는 적용성이 매우 높아 

타 지역에서도 Framingham 연구의 결과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 다 (Haq 

등, 1999).  심혈관질환에 대해 대규모로 장기간 시행되고 있는 Framingham 

연구는 각 위험군에 따라 10년 후 심혈관질환의 발생률을 예측할 수 있으

므로, 예방을 해야 하는 환자를 선별하는 지침이 될 수 있고, 또한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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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나의 수치로 표시되므로 위험요인이 변화되었을 때 심혈관질환 위험

도를 다시 측정하여 그 전의 값과 간단히 비교할 수 있어 추적 관찰시에 

편리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나. NCEP-ATP III

Multiple Risk Factor Intervention Trial (MRFIT)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와 심혈관질환의 6년 내 위험도 사이에는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점차적

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으며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 위험은 증가된 

총콜레스테롤 수치와 함께 상승하 다.  NCEP-ATP III에서는 저 도지단

백콜레스테롤(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개인별로 전반적인 심혈관질환 위험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

시하 다. 이 위험도는 비치명적인 심근경색 또는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예측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리고 당뇨 등과 같은 최고위험군의 환

자에서 저 도지단백콜레스테롤의 목표치를 강화하여, 스태놀 (stanol) 등

의 사용을 포함해 생활습관개선을 강조하 다.  비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 

(non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non-HDL-C)이란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 고 대사증후군 (metabolic syndrome)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예방

에 대해서도 언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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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jor risk factors for coronary heart disease(Exclusive of LDL cholesterol)
*

* Diabetes is regarded as a coronary heart disease(CHD) risk equivalent.

† HDL cholesterol>60mg/dL counts as a "negative" risk factor: ts presence removes 1 risk     

factor from the total count.

LDL: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Table 2. ATP* III Classification of LDL, Total, and HDL Cholesterol     

* ATP indicates Adult Treatment Panel

LDL: low-density lipoprotein, HDL: high-density lipoprotein                           

Risk factor Risk group

Cigarette smoking 

              

Hypertension 

Low HDL cholesterol         

         

Family history of premature 

CHD

 Age   

                             

           

Yes

Blood pressure≥140/90mmHg or on antihypertensive medication 

  

<40mg/dL†

CHD in male first-degree relative<55 years: 

CHD in female first-degree relative<65 years

men≥45 years: 

women≥55 years

Lipid                   Cut off value (mg/dL) Classification

LDL cholesterol   

          

       

                            

   

                       

Total cholesterol

                            

 

                            

                    

HDL cholesterol            

                            

           

<100 

100-129

130-159

160-189

≥190  

<200  

200-239     

≥240 

<40   

≥60                         

Optimal

Near or above optimal

Borderline high

High

Very High

Desirable

Borderline high

High  

Low

High



- 9 -

그리고 급성관상동맥증후군 (acute coronary syndromes), 청소년과 노

인, 여성등의 특별한 대상군에 대한 지침 등을 개별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NCEP에서 심혈관질환을 저위험군, 고위험군, 최고위험군으로 나눈 기

준은 심혈관질환의 과거력과 개인이 가진 심혈관질환 위험요인들의 수이

다.  Framingham risk scores의 개념을 도입하여 심혈관질환이 없는 연구 

대상자를 추적하여 10년내의 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도를 수량화하 으며 

이는 연령, 성 그리고 혈압 등의 심혈관질환 위험요인들의 가중합에 의해 

하나의 수치로 계산되어 비교 및 추적관찰시 편리하게 하 다.  비록 이 

계산이 백인, 중산층을 대상으로 시행된 Framingham Heart Study 에 기

반을 두고 있지만 예측 규정이 잘 분류되고 정돈되어 있어, 그 이후의 많

은 연구에서 다른 인종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혀졌다.  Framingham 

risk scores는 고지혈증이 있으면서 위에서 언급한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2개 이상 가진 모든 환자에서 측정되어야 하며 10년 위험도가 20% 이상이

라면 그 환자는 최고위험군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므로 저

도지단백콜레스테롤의 치료 목표를 100 mg/dL로 정해야 한다.  결국, 

고위험군의 일부환자는 최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

하다.  NCEP-ATP III에서는 고지혈증을 가진 환자에서 치료적 생활습관 

개선의 개념을 도입했으며 개별화된 환자군에게 명백하며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 다.  방법으로는 

단순한 약물치료뿐 아니라 환자 관리를 위해 간호 인력을 사용하는 것까지 

전 역에 걸쳐있다.  결국, NCEP-ATP III는 각 위험군에 따라 10년 후 

심혈관질환의 발생률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예방을 해야 하는 환자를 선

별하는 지침이 될 수 있고, 또한 위험인자의 변화에 따라 그 위험도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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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로 다시 측정할 수 있어 변화 전후를 비교할 때 간편하여 추적 관찰시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심박동 변이

가. 심박동 변이의 정의

심박수는 동방결절에 있는 심박 자율 세포의 자발성이 자율신경계에 의

해 향을 받아 결정된다 (Singer 등, 1981).  동방결절은 교감신경과 부교

감 신경 모두에 의해 지배를 받으며 이들은 서로 상반되는 향에 의해 균

형을 이루며 심박수를 결정한다.  동방결절에 미치는 자율신경계의 향은 

체내,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데, 이러한 시간에 따

른 심박의 주기적인 변화를 심박동변이라고 한다.  심박동변이는 동방결절

에 향을 미치는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 사이의 상호 작용과 관련이 있

으며 이는 기록상으로 나타나는 심박동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심장 주기로부터 다음 심장 주기 사이의 미세한 변이

를 의미한다.  심박동의 R-R 간격의 변이는 파워 스펙트럼 분석을 이용하

여 미주신경 및 교감신경의 활성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

되어 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심박동의 R-R 간격은 호흡, 혈관운동, 교감 및 

부교감 신경계, 압 수용체 (baroreceptor) 반사, 화학 수용체 (chemoreceptor), 

레닌-안지오텐신계 (renin-angiotensin system) 등에 향을 받아 결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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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Sayers, 1973), 이들은 일정한 간격의 파장을 가진 자극을 만들어 R-R

간격을 결정한다.  이런 각각의 특성을 가진 파장을 파워 스펙트럼 분석으

로 분리하게 되고 교감 및 부교감신경 활성도를 파장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심박동변이를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Pagani 등, 1986).  

심박동변이는 시간 범위 분석 (Time domain analysis)과 주파수 범위 분석 

(Frequency domain analysis)으로 측정된다.  시간 범위 분석은 동성 심박 

사이의 R-R간격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측정하며 여

기에는 평균 심박수 (mean heart rate), SDDN과 RMSSD가 있다.  주파수 

역 분석은 각각의 심박동을 주파수 역별로 분석 후 상대적 강도로 정

량화 한 것으로 VLF (very low frequency, 극 저주파수 대), LF (Low 

frequency, 저주파수 대), HF (High frequency, 고주파수 대), TF (total 

power, 총 파워 스펙트럼 도), LF/HF ratio (저 주파수에 대한 고주파수

의 비)등이 있으며 고주파수 대 (0.15-0.4Hz)는 부교감 신경의 활성도와 관

계되며, 저주파수 대 (0.04-0,15Hz)는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계의 활동을 

동시에 반 하며 압 수용체 반사의 활성도 및 혈관 운동의 활성도, 레닌-

안지오텐신계와 연관되어 있다 (Kleiger 등, 1991; Van 등, 1993; Akselrod 

등, 1981).  또한 저주파수에 대한 고주파수 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미주신경)의 균형 정도를 나타낸다 (Kuwanara 등, 1994).  대부분의 심박

동 변이와의 상관성 연구는 24시간 심전도 측정이 사용되었지만 이것은 임

상에 손쉽게 적용하기는 시간적인 제약이 따른다.  급성 심근 경색 후 24

시간 심전도 기록에서 얻어진 심박동변이와 2-15분간의 분절에서 계산된 

것을 비교하 을 때 전체 기록에 대해 아주 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짧은 분절 기록도 줄 수 있었다 (Sinnreich 등, 1998; Bigger 등, 1993).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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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최근의 심박동변이 측정에 대한 유럽인과 북미인의 task force (European 

and North American task force on measurement of HRV)라는 보고에서

도 짧은 분절 기록의 신뢰도에 대한 유용성이 밝혀졌다.  그래서 본 연구

에서는 임상적으로 적용하기 편리한 짧은 분절 기록을 사용하여 심박동변

이를 측정하 다.

나. 심혈관 질환과 심박동변이

낮은 심박동변이는 관상동맥 질환의 사망률에 대한 대표적 예측인자인 

좌심실 박출계수 (ejection fraction)보다 더 강력한 예측인자라는 연구가 있

었다 (Kleiger 등, 1987).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가진 환자는 심장의 자

율신경의 조절성에 향을 미쳐 심장의 자발적인 조절이 감소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되어 심박동변이가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보 다 

(Vaishnav 등, 1994; Lombardi 등, 1987; Malik 등, 1990).  임상에 기초한 

몇 몇 연구에서는 급성심근경색 후의 생존자를 대상으로 낮은 심박동변이

가 생존자들의 사망과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낮은 심박동변이는 

또한 돌연 심장사와도 관련 있었다 (Martin 등, 1987).  인구에 기초한 추

적 관찰 연구로부터의 결과는 낮은 심박동변이를 갖는 사람에서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증가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Tsuji 등, 1996; Liao 등;1997).  

최근 단면적 연구에서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심박동도 증가하

다 (Bonaa 등, 1992).  허혈성심질환이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 모두에서 심

박동변이가 다른 위험인자와는 독립적으로 혈중 콜레스테롤과 음의 상관관

계가 있었고 이것은 혈중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면 심박동변이가 감소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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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었다 (Christensen 등, 1991).  심박동변이는 당뇨 환자에서 정상인에 

비해 낮은 값을 가진다는 것이 Framingham과 다른 연구에서 밝혀졌고 

(Tsuji 등, 1996), 공복혈당과 심박동변이가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

었다 (Singh 등, 2000).  일정기간 동안의 Statin 복용 (Pehlivanidis 등, 2001),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Ebbenoj 등, 2002), 베타차단제 (Ridha 등, 

2002), 항비만제 (Hirsch 등, 2000), 운동요법 (Masari 등, 2001)등이 심박동

수 변이를 증가시켰다.  결국, 심박동변이는 개인별로 고정된 값이 아니라 

심박동변이에 향을 미치는 여러 인자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는 표지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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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의 틀

이 연구는 단면 연구로서 건강검진을 실시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

적 특성,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 기본적인 검사수치, 심박동변이등을 측정

하여 심혈관질환 위험인자와 심박동변이와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심혈관질환

기타의 위험인자

- 공복혈당
- 체질량지수

- 저 도지단백

- 총콜레스테롤

- 중성지방

심박동변이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 연령
- 흡연

- 심혈관질환가족력

- 고 도 지단백

- 가족력

NCEP에서의 층화

- 저위험군
- 고위험군

- 최고위험군

그림 1. 본 연구의 이론적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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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1년 8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가정의학

과에 건강검진을 위해 내원한 환자 105명 중 심박동변이를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 다.  대상연령군은 30세-60세이며 환자의 과거력에서 허혈

성심질환, 만성 간질환 및 만성 신장 질환의 병력, 갑상선 기능 이상, 정신과

적 병력이 있거나, 건강검진에서 시행한 검사상 간기능, 신장기능, 갑상선기

능에 이상소견을 보이는 사람 20명은 제외하 다.  또한 흡연 및 과거력에 

대한 정보가 누락된 사람 12명도 제외하여 총 연구대상자는 73명이었다.

3. 자료수집

가. 문진표 

 검사를 하기 전에 모든 피검자에게 문진표를 작성하게 하 으며, 문진

표는 흡연력, 음주력, 질병 및 수술의 과거력, 직계 가족의 질병력 등을 묻

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작성되지 않은 부분은 면담할 

때 질문을 통해 보충하 다.

나. 신체 계측 

 신장과 체중은 공복 상태에서 신발을 벗고 1회 측정하 다.  체질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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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Body mass index, BMI)는 체중(kg)/신장
2 

(m
2
)의 공식에 의해 산출하

다.  

다.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NCEP에서 제시한 5가지 심혈관질환 위험인자에 대해 조사하 다.  

고혈압 (고혈압 약물을 먹는 환자와 측정 당시 혈압이 140/90mmHg이상

인 경우)과 당뇨 (이전에 당뇨로 진단받아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그리

고 흡연력은 문진표를 참고하 고 수축기 혈압 및 이완기 혈압은 약 5분

간 휴식을 취한 후 앉은 자세로 자동혈압계를 이용해 1회 측정하 다.  

10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로 오전에 채혈하여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을 

측정하 다.

그 외의 심혈관질환 및 심박동변이에 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은 편의상 

기타의 위험요인이라 지칭하 고 이에 대한 정의는 NCEP에서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전의 연구에서 심혈관질환과 심박동변이 모두에 향을 준다고 

밝혀졌으며, 건강검진의 검사에도 포함된 공복혈당, 체질량지수, 저 도지

단백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12시간 이상의 공복상

태로 오전에 채혈하여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 도지단백콜

레스테롤 (중성지방이 400mg/dL이하인 경우에 Friedewald공식 [총콜레스

테롤-중성지방/5-고 도지단백]을 이용해 산출하 고, 400mg/dL를 넘는 

경우는 결측값으로 처리)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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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NCEP의 세 위험군, Framingham risk scores

 NCEP에서 제시한 5가지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연령, 흡연력, 고혈압, 

고 도지단백, 심혈관질환 가족력)에서 1개 이하를 가진 환자는 저위험군

(제 3군), 2개 이상을 가진 환자는 고위험군인 제 2군으로 분류하고, 당뇨

병이 있는 환자는 최고위험군인 제 1군으로 분류하 다.  또한 고위험군

(제 2군)은 NCEP에서 제시한 Framingham heart study의 계산표를 이용하

여 10년 후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퍼센트로 측정하 다.

NCEP에서 Framingham risk scores는 total point, total risk로 표현된

다.  이것은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각각에 대해 다른 가중치를 둔 후 모든 

값을 합한 것을 total point로 나타내고, total point에 해당하는 10년 후 심

혈관질환의 발생 위험도를 또 다른 표에서 찾아서 total risk (%)로 표시하

다.  

여기서 risk라고 표시된 변수는 Framingham risk scores는 아니지만 

NCEP에서의 5가지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에서 해당하는 수 (0에서 5)를 나

타낸 것이다.  

마. 심박동변이

 심박동변이는 금식상태에서 오전에 누운 상태로 5분간 충분히 휴식한 

후 같은 자세로 SA-2000 Medicore 분석기를 사용하여 5분간 측정하 다.  

심박동변이의 측정변수는 4개를 선택하 고 시간 범위 분석에서는 Standard 

deviation of the NN interval (SDNN, R-R간격의 표준편차)와 The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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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 of the mean squared differences of successive NN intervals 

(RMSSD, 인접한 RR간격의 차이를 제곱한 값의 평균의 제곱근)을 사용하

고 주파수 범위 분석에서는 total power (TP, 총 파워 스펙트럼 도), 

LF/HF ratio (고주파수에 대한 저주파수의 비)를 사용하 다.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AS 8.0 version을 사용하 다.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는 일단 NCEP에서 제시한 5가지 기준에 따라 분

석하 다.  연령은 남자에서는 45세, 여자에서는 55세를 기준으로 구분하

고, 흡연력은 한 달 전까지의 흡연 유, 무에 따라 나누었으며 (Ball 등, 

1974; Yotsukura 등, 1998),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에 있어서는 일차 가족 

중 남자는 55세 미만, 여자는 65세 미만에서 심혈관 질환이 있었는지에 따

라 위험인자의 유, 무로 구분하 다.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은 40mg/dL

를 기준으로 하 고, 고혈압은 이전에 진단을 받아 항고혈압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와 건강검진의 혈압 측정시 140/90mmHg이상이 나온 사람을 고

혈압 환자로 간주하여 분석하 다.  이외에 기타의 위험인자에 대해서도 

분석하 다.  공복혈당은 110mg/dL를 기준으로 하 고, 체질량지수는 동

양인의 비만기준인 25kg/m2을 사용하 고, 지질 검사는 NCEP에 제시된 기준

에 따라 저 도지단백콜레스테롤은 160mg/dL, 총콜레스테롤은 240mg/dL, 중

성지방은 200mg/dL을 기준으로 위험인자를 유, 무로 나누어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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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NCEP에서 제시된 5개의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와 기타의 위험인자 각각에 대해서 심박동변이 (시간 범위 분석에서는 

SDNN과 RMSSD, 주파수 역 분석에서 TP, LF/HF)와 t-test를 시행하여 

유의성을 검정하 다.  또한 심혈관질환 위험인자와 심박동변이 사이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시행하 다.  NCEP에서 제시된 

Framingham risk scores와 심박동변이의 상관성을 살펴 보았으며 세 개의 

위험군과 심박동변이와의 관계를 ANOVA test로 확인하 다.  마지막으로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독립변수로 하고, 심박동변이를 종속변수로 한 다

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모든 분석의 유의수준은 0.05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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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73명 가운데 남자는 41명으로 51.2%, 여자는 32명으로 

41.8% 다.  NCEP에서 제시한 5가지 위험인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연령이 

더 적은 군은 남자 68.3%, 여자 71.9%이며, 흡연하지 않는 군이 남자 

34.2%, 여자 93.8%이고, 심혈관질환 가족력이 없는 군은 남자 86.5%, 여자 

84.6% 으며,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은 위험이 없는 군이 남자 80.5%, 여

자 87.5%이며, 고혈압이 없는 군이 남자 85.4%, 여자 84.4%로 건강 검진 

환자에서는 남자에서의 흡연력을 제외하고는 위험인자가 없는 군이 더 많

음을 볼 수 있었다.  5가지 이외의 기타의 위험인자로 공복혈당, 체질량지

수, 저 도지단백콜레스테롤,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비교한 결과도 위

험인자가 없는 군이 더 많았다.  Table 3에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흡연력

을 제외한 모든 위험인자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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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by sex 

unit : No (%)

* This is the case of female.

FHx: family history of premature CHD,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FBS: fasting blood sugar, BMI: body mass index, LDL: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T-chol: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

Characteristics Category  Male(n=41)   Female(n=32)

age (year) 

smoking  

FHx 

HDL  

(mg/dl)

HTN 

FBS 

(mg/dl)

BMI

(kg/m
2)

LDL  

(mg/dl)

T-chol   

(mg/dl)

TG   

(mg/dl)

<45(<55*) 

≥45(≥55
*) 

No 

Yes  

No 

Yes  

≥40

<40  

No 

Yes

<110 

≥110 

<25

≥25 

<160    

≥160 

<240 

≥240  

<200

≥200 

28(68.3) 

13(31.7) 

14(34.2)

27(67.9)   

32(86.5) 

5(13.5)

33(80.5)

 8(19.5)  

35(85.4) 

6(14.6)

33(80.5)

8(19.5) 

24(58.5)

17(41.5)

38(92.7)

3(7.3)

36(87.8)

5(12.2)

32(78.1)  

9(22.0) 

23(71.9)

9(28.1)

30(93.8)

2(6.3)

30(93.8)

2(6.3)

28(87.5)

4(12.5)

27(84.4)

5(15.6)

27(84.4)

5(15.6)

21(65.6) 

11(34.4)

                   

27(84.4)

5(15.6)

                 

24(75.0)

8(25.0)

                 

27(84.4)

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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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자의 심박동 변이의 분포

심박동변이 중 시간 범위 분석에서는 SDNN, RMSSD, 그리고 주파수 

범위 분석에서는 Total power, LF/HF ratio에 대해 성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았다.  시간 범위 분석에서 남자의 SDNN의 평균은 44.3±17.01, 여자

는 37.3±14.2이며, RMSSD의 평균은 남자에서는 28.6±16.1, 여자에서는 

24.9±14.0이 다.  또한 주파수 범위 분석에서 Total power는 남자의 평균이 

1587.2±1127.5, 여자의 경우는 1177.0±863.7 으며, LF/HF ratio는 남자 3.9±4.9, 

여자 2.7±3.3 다.  그러므로 남자에 비해 여자가 심박동변이에서는 전반적으

로 더 적은 값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값의 p-value가 0.05이상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성별에 따른 심박동변이의 차이는 있다고 볼 수는 

없었다. 

                        

Table 4.  The distribution of HRV according to sex

* p-value was calculated by t-test.

HRV: heart rate variability

HRV   
 Male Female 

 p-value*

mean±SD  mean±SD 

SDNN(ms)

RMSSD(ms)

Total power(m
2
s) 

LF/HF  

44.3±17.0

28.6±16.1

1587.2±1127.5

3.9±4.9 

37.3±14.2

24.9±14.0 

1177.0±863.7 

 2.7±3.3  

 0.063

 0.312

 0.093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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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혈관질환 위험인자와 심박동 변이

Table 5는 남자에서 NCEP의 5가지 심혈관질환 위험인자와 심박동변이

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연령이 높은 위험군에서는 심박동변이 중 시간 범

위 분석에서는 SDNN, RMSSD, 그리고 주파수 범위 붐석에서 total power

의 값이 비위험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p-value <0.05) 낮았다.  

심혈관질환 가족력이 없는 군이 심박동변이 중 total power, LF/HF에서 

더 큰 값을 가졌고 (p-value <0.05), 고혈압이 없는 군의 SDNN이 고혈압

이 있는 위험군의 값보다 더 높았다 (p-value <0.05).  고 도지단백콜레스

테롤은 위험군의 심박동변이 중 SDNN이 낮은 경향을 보 다.  Table 6은 

남자에서의 기타 위험인자와 심박동변이의 관계를 보았다.  공복혈당은 

SDNN, 총콜레스테롤은 total power, 중성지방은 LF/HF ratio가 각각 위험

인자가 없는 군보다 있는 군에서 평균이 작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기타 체질량지수와 저 도지단백콜레스테롤에서도 위험인자가 있는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심박동변이의 평균이 더 작았다.

Table 7은 여자에서 NCEP의 5가지 심혈관질환 위험인자와 심박동변이

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p-value <0.05) 결과를 살펴보

면  흡연을 한 군의 RMSSD가 더 큰 값을 보 고, 고 도지단백콜레스테

롤이 더 낮은 위험군에서 심박동변이 중 SDNN과 RMSSD의 평균이 더 작

았다.  고혈압 환자군은 심박동변이 중 RMSSD, total power, LF/HF ratio 

값이 고혈압이 없는 군에 비해 더 작은 값을 보 고 이것 역시 p-value 

0.05이하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또 Table 8은 여자에서 기타의 위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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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심박동변이에 대한 연관성을 보여준다.  공복혈당은 SDNN, RMSSD, 

total power, LF/HF ratio, 중성지방은 SDNN의 평균이 위험군에서 감소하

고 이것은 p-value가 0.05이하로 유의하 다.  

Table 5. Distribution (mean±SD) of HRV according to CHD risk factors of NCEP* 

         in male                                                  

*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 p-value is obtained from t-test

HRV: heart rate variability, FHx: family history of premature CHD,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Risk

 factor
Category

HRV

SDNN (ms)   RMSSD (ms)
Total

power (m2S)
LF/HF

 Age

(year)

≥45

<45

p-value†

33.5±18.0

49.4±14.2

 0.004

18.8±11.3

33.1±16.1

0.006

749.3±858.2

1976.2±1030.1

0.001

2.4±1.4

4.7±5.7

0.052

Smoking

No

Yes

p-value†  

38.6±17.8

47.3±16.1

0.121

25.8±18.7

30.0±14.7

0.440

1290.5±1135.5

1741.0±1113.2

0.230

3.9±6.2

4.0±4.2

 0.970

FHx

No

Yes

p-value†

47.4±15.3

37.2±22.7

0.201

30.4±15.8

23.7±17.6

0.392

1836.3±1082.3

538.5±478.6

0.013

4.5±5.4

1.7±1.1

0.014

 HDL

(mg/dl)

<40

≥40

p-value†  

34.4±12.9

46.8±17.2

0.065

22.8±12.6

30.0±16.7

0.265

1177.7±794.2  

1686.5±1182.8 

0.128

3.1±2.0

4.1±54 

0.229

 HTN

No

Yes

p-value†

47.0±16.0

29.1±15.8

0.016

30.0±15.9

20.1±16.0

0.165

1698.5±1110.9

937.8±10.9

0.128

4.2±5.2 

2.7±2.0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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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e 6. Distribution (mean±SD) of HRV according to other risk factors for  CHD in 

male    

 * p-vlue is obtained from t-test

HRV: heart rate variability, FBS: fasting blood sugar, BMI: body mass 

index, LDL: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T-chol: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

 Risk

 factor 
Category

HRV

 SDNN (ms) RMSSD (ms)
Total

power (m2s)
LF/HF

 FBS

(mg/dL)

<110

≥110

p-value*

47.3±15.8

32.2±16.1

0.022

30.5±16.0

20.7±15.8

0.127

1699.9±1082.9

1122.2±1263.5

0.197

4.2±5.4

3.0±1.6

0.274

 BMI

 (kg/m2)

<25

≥25

p-value*

48.6±17.5

38.4±14.8

0.058 

31.2±18.0

24.8±12.3

0.208

1722.6±1187

1395.9±1042.4

0.367

3.8±5.3

4.1±4.5

0.828

 LDL

 (mg/dL)

<160

≥160

p-value
*

44.8±16.6 

38.8±25.5

0.567

29.6±16.1

15.6±9.0

0.150

1679.6±1118.9

416.0±214.8

0.061 

4.0±5.0

3.0±2.8

0.745

 T-cho

 (mg/dL)

<240

≥240

p-value*

45.2±16.9

37.8±18.7 

0.368

29.9±16.5

18.9±7.9

0.153

1726.9±1130.6

581.2±295.3

<0.0001

4.2±5.1

2.4±2.2  

0.460

 TG

 (mg/dL)

<200

≥200

p-value*

45.4±17.7

40.7±14.4

0.469

28.1±16.7

30.2±14.3

0.733

1617.7±1168.7

1478.8±1023.3

 0.749

4.5±5.4 

1.9±1.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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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istribution (mean±SD) of HRV according to CHD risk factor of NCEP* 

          in female     

*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
p-value is obtained by t-test

HRV: heart rate variability, FHx: family history of premature CHD,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Risk   

 factor  
Category

HRV

SDNN (ms) RMSSD (ms)
Total

power (m
2
s)

LF/HF

 Age

 (year)

≥55

<55

p- value†

35.6±14.7

38.0±14.2

0.678

23.2±9.7

25.6±15.5

0.677

1135.5±871.3

1193.2±879.8 

0.868

2.6±3.8

2.8±3.2

0.873

 Smoking

No

Yes

p-value†

36.3±14.0

52.8±1.8

0.111

23.1±12.4

52.4±1.6

0.003

1112.6±836.7

2142.5±912.2  

0.103  

2.9±3.3

0.6±0.4

0.355

 FHx

No

Yes

p-value
†

42.4±11.6

38.1±11.2

0.499

27.4±13.7

28.5±18.7

0.890

1487.7±828.9 

888.0±428.7

0.175

3.3±3.7

2.3±2.3

0.607

 HDL

 (mg/dl)

<40

≥40

p-value
†

21.8±8.7

39.5±13.5

0.017

11.1±1.8

26.9±13.9

<0.0001

429.0±356.2

1283.9±864.7 

0.063 

1.5±0.8

2.9±3.5

0.071

HTN

No

Yes

p-value†

39.0±14.5

28.2±7.4

0.119

26.6±14.6

16.0±4.0

 0.004

1276.7±900.2

638.5±289.9

0.008 

3.0±3.5

1.3±0.8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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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Distribution (mean±SD) of HRV according to other risk factors for CHD 

in male

* p-vlue is obtained by t-test

HRV: heart rate variability, FBS: fasting blood sugar, BMI: body mass 

index, LDL: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T-chol: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

 Risk   

 factor  
Category

HRV

 SDNN (ms) RMSSD (ms)
Total

power (m2s) 
LF/HF 

 FBS

(mg/dl)

<110

≥110

p-value*

40.6±12.6

19.3±5.8 

0.001

26.9±14.3

14.0±4.6

0.001 

1346.8±828.8

260.1±266.3

<0.0001

3.1±3.5

1.8±0.6

 0.013

 BMI

 (kg/m2)

<25

≥25

p-value*

38.6±14.9

34.8±12.9

0.484

27.0±15.8

20.9±9.0

0.247

1244.7±889.1

1047.7±838.7

0.549

2.6±3.4

2.9±3.4

 0.813

 LDL

 (mg/dl)

<160

≥160    

p-value
*

37.7±14.9

35.3±10.3 

0.738

25.9±14.7

19.4±9.3

0.348

1182.8±929.6

1145.8±402.9  

0.932

2.6±3.2

3.6±3.9

 0.522

 T-chol

 (mg/dl)

<240

≥240

p-value
*

38.9±14.8 

34.8±12.6

0.570

26.3±13.7

20.7±15.0

0.338

1239.0±951.9

991.1±523.1

0.491

2.6±3.4

3.3±3.3

 0.599

 TG

 (mg/dl)

<200

≥200

p-value*

39.4±14.1

25.8±8.3

0.046

26.5±14.5

16.4±7.6

0.143

1275.3±887.0 

646.2±499.9

0.137

2.9±3.6 

1.6±0.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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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ramingham scores와 심박동변이의 상관계수

Table 9는 NCEP의 세 위험군 중에서 고위험군(제2군)에서 Framingham 

risk score에 기초한 total point, total risk, 그리고 risk와 심박동변이의 관

련성을 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한 것이다.  여기서는 모든 값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p-value >0.05).  하지만 상

관계수가 모두 음수로 나왔고 이것은 Framingham scores의 위험도가 증가

할수록 심박동변이는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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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Framingham risk scores and HRV

* p-value is obtained from correlation test

HRV: heart rate variability, Total point: obtained by Framingham risk 

scores, Total risk: 10-year risk(%) by Framingham risk scores, Risk: the 

number of CHD risk factor of NCEP(national cholesterol eduction 

program)

 Sex  
 Framingham

 risk scores  

HRV 

SDNN RMSSD Total power LF/HF 

 Male

(N=11)

Total point

p-value*

-0.155

 0.375

-0.246

 0.154

-0.276

 0.108

-0.162

 0.353

Total risk

p-value*

-0.199

 0.201

-0.273

 0.263

-0.400

 0.070 

-0.238

 0.283

Risk

p-value*

-0.222

 0.201

-0.195

 0.263

-0.310

 0.070

-0.187

 0.283

Female

(N=3)

Total point

p-value*

-0.330

 0.099

-0.272

 0.179

-0.114

 0.579

-0.239

 0.241

Total risk

p-value*

-0.232

 0.255

 -0.177

 0.387

-0.162

 0.429

-0.106

 0.605

Risk

p-value*

-0.367

 0.065

-0.243

 0.233

-0.258

 0.204

-0.007

 0.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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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박동변이와 심혈관질환 위험인자의 다중 회귀분석

남자에서는 심혈관질환 위험인자와 심박동변이의 관련성을 분석할 때 

Table 5와 Table 6에서 p-value가 0.1 이하인 연령, 가족력, 고 도지단백콜

레스테롤, 고혈압 그리고 총콜레스테롤을 독립변수로 하고 심박동변이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45세 이상인 군이 45세 

미만인 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심박동변이 중 SDNN이 14.7정도 

낮았다.  나머지 변수들에 대해서도 시간 범위 분석과 주파수 범위 분석으

로 나뉜 심박동변이의 회귀계수는 대체로 음수 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위험요인을 가지게 되면 심박동변이는 감소한다는 것

을 보여준다 (Table 10).   

여자에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Table 7과 Table 8에서 p-value가 0.1이

하인 흡연력,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 고혈압, 공복혈당, 체질량지수, 중성

지방을 독립변수로 두고 심박동변이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흡연력에 대해서 RMSSD의 회귀계수가 25.3으로 흡연을 하는 군이 

심박동변이가 높았으며, 중성지방에 대해서는 SDNN의 회귀계수가 -0.035

로 두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그 이외의 독립변수에 대해서는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음수로 나와 위험요인이 있

는 방향으로 독립변수가 변하면 심박동변이도 감소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

다 (Table 11).  



- 31 -

Table 10. Regression coefficients for the HRV in male

HRV: heart  rate  variability,  FHx:  family history of  premature CHD,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T-chol:  total  cholesterol

 

Table 11. Regression coefficients for the HRV in female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T-chol: total cholesterol,          

   FBS: fasting blood sugar, BMI: body mass index, TG: triglyceride

Risk

factor  

SDNN RMSSD Total power LF/HF 

coefficient

(p-value)

coefficient

(p-value)

coefficient

(p-value)

coefficient

(p-value)

Age (1=over 45)

FHx (1=yes)

HDL (1=under 40)

HTN (1=yes)

T-chol (mg/dL)

-14.66(0.043)

-1.51(0.857)

-7.65(0.355)

-11.37(0.274)

 0.013(0.879)

-10.53(0.139)

 0.34(0.968)

-6.09(0.459) 

-3.06(0.766)

-0.1(0.242)

-868.6(0.063)

-784.8(0.155)

-401.5(0.452)

-277(0.678)

-2.27(0.678)

-1.73(0.470)

-1.99(0.487)

-2.35(0.403)

 1.24(0.723)  

-0.02(0.424)

R
2

 0.2493  0.2040  0.3085  0.0958

Risk                

factor

SDNN RMSSD Total power LF/HF

coefficient

(p-value)       

coefficient

(p-value) 

coefficient

(p-value)

coefficient

(p-value)

Smoking (1=over 55)

HDL (1=under 40)  

HTN (1=yes)        

FBS (mg/dL)         

BMI (kg/m2)          

TG (mg/dL)          

 10.32(0.280)

-11.58(0.162)

-3.81(0.578)

-0.004(0.963) 

-0.339(0.700)

-0.035(0.041) 

 25.3(0.010)

-11.57(0.149)

-4.61(0.487) 

 0.03(0.772)

-0.15(0.860)

-0.02(0.187)  

 663.3(0.290)

-404.1(0.451) 

-286.6(0.524) 

-1.26(0.833)

-32.84(0.570)

-1.63(0.142) 

-2.45(0.363)

-0.94(0.682)

-1.15(0.552)

-0.01(0.706)  

 0.18(0.477)

-0.003(0.520)

  R2  0.4011  0.4320  0.3079  0.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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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NCEP에서 세 개의 위험군과 심박동변이의 관계

NCEP에서 10년 후 심혈관질환 위험도에 따라 층화한 세 개의 위험군

에서 심박동변이가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해 ANOVA test를 실시하 다.  

남자에서는 저위험군, 고위험군, 최고위험군 순으로 볼 때 시간 범위 분석

에서는 SDNN이 51.8±14.2, 38.4±15.2, 25.6±13.0으로 점차 감소하 고, 

RMSSD도 33.8±17.0, 23.7±9.6, 16.7±14.0로 세 군에서 역시 감소했다.  또한 

주파수 범위 분석인 total power에서도 2034±1085, 1110±808, 673±993로 

감소하 고, 이 값들은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다 (Table 12).  여자에

서도 시간 범위 분석인 SDNN의 평균이 저위험군, 고위험군, 최고위험군 

순으로 43.8±10.3, 26.2±6.5, 17.9±6.2로 점차 감소하 고, RMSSD에서 

29.3±14.0, 14.2±6.0, 13.2±4.5 다.  주파수 범위 분석 중 하나인 total 

power의 평균도 1495±798, 630±306, 230±249로 감소함을 보 으며, 이 값

들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Table 12).  즉, 성별에 관계없이 저위험

군에서 심박동변이 평균이 제일 높고 고위험군에서는 중간정도, 그리고 최

고위험군에서는 심박동변이의 평균이 제일 낮아서 층화된 심혈관질환 위험

이 심박동변이의 층화와도 관련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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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Distribution (mean±SD) of HRV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NCEP* for 

the risk of CHD                              

*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 p-value is obtained by ANOVA test

 Sex HRV
Low risk

group 

Moderate

risk group

High

risk group
p-value† 

 Male

SDNN(ms)

RMSSD(ms)

Total power(ms
2
)

LF/HF

(N=24)

51.8±14.2

33.8±17.0

2034±1085

4.8±6.1

(N=11)

38.4±15.2

23.7±9.6

1110±808

2.6±1.9

(N=6)

25.6±13.0

16.7±14.0

673±993

2.8±1.8

0.001

0.029 

0.005 

0.382

Female

SDNN(ms)

RMSSD(ms)

Total power(ms
2
)

LF/HF

(N=23)

43.8±10.3

29.3±14.0

1495±798

2.9±3.0

(N=3)

26.2±6.5

14.2±6.0

630±306

5.4±7.0

(N=6)

17.9±6.2

13.2±4.5

230±249

0.9±0.8

<0.0001 

0.012

0.001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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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본 연구는 심박동변이가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는 단면 연구이다.  

심박동변이는 심장내의 동방결절에 향을 미치는 자율신경계의 조절능

력에 따라 변화하는 수치로 고혈압, 당뇨가 있는 환자에서는 심장의 자율

신경 조절성이 향을 받아 심장의 자발적인 조절이 감소되고 결과적으로 

심혈관질환이 증가되며 그에 따라 심박동변이도 감소한다고 알려졌다.  최

근까지 심혈관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치명률을 예측하는 인자로 많은 연구

가 실시되었다.  또한 연령, 성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공복혈당, 지질, 

체질량지수 등과 심박동변이의 관련성도 연구되었고, 더 나아가 일반인에

서 심박동변이가 낮을 때 심혈관질환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도 연구

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심박동변이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인 연령, 성별, 흡연

력, 심혈관질환의 가족력,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 고혈압, 공복혈당, 체질

량지수, 저 도지단백콜레스테롤,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과 심박동변이의 

상관성을 분석하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만을 살펴보면, 남자에서는 

연령, 심혈관질환의 가족력, 고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에서, 

여자에서는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 고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의 위험군

에 속하면 심박동변이의 변수 중 시간 범위 분석과 주파수 범위 분석에 

향을 받지 않고 한 가지 이상의 지표에서 감소함을 보여, 기존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 다.  그 이외의 독립변수들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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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독립변수의 위험도가 증가

하는 경우 심박동변이가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이전의 연구처럼 

결과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는 연구대상자의 수가 적어 소수의 이상값에 의

해 분포가 달라짐으로 인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연구대상자가 심

장 자율 신경에 명확한 변화를 줄 만한 심장질환이나 장기간의 유병 기간

을 가지지 않은 집단으로 심박동변이 자체가 대부분 정상범주에 속하기 때

문으로 생각된다.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대상자를 

상대로 심박동변이와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추적 관찰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혈관질환은 유병률이 높고 또한, 높은 사망률을 보이므로 그동안 많

은 대규모 연구가 시행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로 Framingham heart study

는 오랜 기간의 추적검사로 심혈관질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다.   

NCEP-ATP III는 Framingham heart study를 사용하여 심혈관질환의 전반

적인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 다.  이 보고서에서는 5가지 심

혈관질환 위험인자와 Framinham score, 그리고 10년 후 심혈관질환 위험

도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혈관질환 위험인자에 대한 신뢰할 만한 우리나라 결과

가 없는 관계로 NCEP-ATP III에서 제시된 5가지 심혈관질환 위험인자와 

10년 후 심혈관질환 위험도에 따라 나눈 세 군을 중심으로 분석하 다.  

결과는 남자에서는 5가지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중 연령, 심혈관질환의 가

족력, 고혈압과 심박동변이의 일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관성이 있었

다.  그리고 여자에서는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 고혈압이 기존의 연구에

서처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나머지 위험인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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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위험요인이 있는 군에서 심박동변이가 적은 값을 가짐을 볼 수 있었

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심박동변이의 일부만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 이유는 연구대상자의 수가 적고, 이들은 정상인으로서 심

박동변이가 대체로 정상범위 내에 분포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 NCEP에

서 나눈 심혈관질환의 세 개의 위험군과 심박동변이와의 관련성을 보면 남

자, 여자 모두에서 LF/HF ratio를 제외한 시간 범위 분석에서의 SDNN, 

RMSSD, 그리고 주파수 범위 분석에서 total power 모두가 세군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평균을 가진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저위

험군의 심박동변이가 가장 크며, 고위험군의 심박동변이는 중간정도 값을 

가지며, 최고위험군의 심박동변이는 가장 작은 값을 가졌다.  이것은 기존

의 연구 중 일반인에서 낮은 심박동변이가 심혈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결론과 비슷한 것이며 더 나아가 심혈관질환 위험군의 층화와 심박동변이

의 층화가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심박동변이의 

층화를 위해서는 심박동변이의 기준치와 위험군에서의 변이 정도를 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연구 대상자를 상대로 일정기간 동안의 추적 

연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로, 서울에 위치한 일개 

대학병원에 건강검진을 위해 방문한 환자 중 심박동변이를 원하는 환자를 

연구대상으로 하 기 때문에 충분한 대표성을 가지지 못하 으며 대부분 

건강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 기 때문에 심박동변이도 거의 정상범위에 있

어서 층화시 많은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 다.  또한, 심박동변이에 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군을 배제하지 못했다.  둘째로 105명중

에서 32명이 심박동변이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검사결과를 가지거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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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력과 흡연유무의 정확하지 못한 기술로 인해 연구에서 누락되었던 점을 

들 수 있겠다.  셋째로는 본 연구에서는 당뇨병이 있는 환자만이 최고위험

군으로 분류하 는데 연구 대상자데 대해 말단 동맥 질환, 복부 동맥류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에 분포된 환자 중 최고위험

군으로 포함되야 할 환자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Framingham 연구가 여

러 인구에 적용할 수 있다고는 하나 독일의 대규모 연구인 PROCAM에서 

보듯이 모든 인구에 여과 없이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한국인

은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등을 이 논문에서 인용한 NCEP-ATP III의 기

준치에 맞춰 적용하는 것은 한국인에서 대규모 연구가 없는 까닭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건강 정책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측정되어야 할 자료들로 추후 연구

를 통해 보완될 제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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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심혈관 질환은 치료가 힘들 뿐 아니라 높은 사망률과 치명률로 인해 사

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예방이 더욱 강

조되는 질환이다.  따라서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집중적인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임상에서 직접 적용하여 심혈관질

환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것이 침습적이며 어렵기 때문에 비침습적이며 재

현하기 쉬운 심박동변이가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및 심혈관질환 위험군과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더 나아가 심박동변이가 심혈관질환 위험도 추

정에 어느 정도 유용한지 그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 연

구의 연구 대상자는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 서울의 모 대학병원을 내원한 

105명의 사람들이었고 그 중 심혈관질환과는 관계없이 심박동변이에 향

을 줄 수 있는 검사치나 과거력을 가진 사람들은 제외하 고 결국, 73명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 다.

연구 결과는 심박동변이는 남녀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었

지만 남자가 여자보다 더 큰 심박동변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자에서는 NCEP의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유, 무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연

령, 가족력, 고혈압에서는 위험인자가 있는 군에서 심박동변이가 통계학적

으로 유의하게 작았으며,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의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심박동변이가 유의하게 작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심혈관질환 및 심박동변

이에 향을 미치는 위험인자에서도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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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 심박동변이가 유의하게 작았다.  

여자에서는 NCEP의 심혈관질환 위험인자의 유, 무로 나누어 분석한 결

과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 고혈압의 위험인자가 있는 군에서 심박동변이

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작았으며, 연령, 가족력의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에서도 심박동변이는 더 작은 경향이 있었다.  또 심혈관질환 및 심박동변

이에 향을 미치는 위험인자에 대해서도 공복혈당과 중성지방은 위험요인

이 있는 군에서 심박동변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작은 값을 보 다.  

나머지 다른 위험인자에 대해서도 기존의 연구결과와 방향성을 달리하지는 

않았다.  

NCEP의 세 개의 위험군과 심박동변이를 분석한 결과 저위험군, 고위험

군, 최고위험군에서 심박동변이의 평균이 세 개의 군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함을 볼 수 있었다.  즉, 심혈관질환 위험군에 따라 심박동변

이의 평균이 다르다는 것은 심박동변이에 따라 심혈관질환 위험군의 층화

가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어 심박동변이가 심혈관질환의 위험군

을 선별할 수 있는 비침습적인 방법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지금

까지 대부분의 실험 논문은 일정 시기의 신체 훈련이나 지질저하제나 고혈

압치료제등의 약물이 심혈관 질환의 감소를 가져오며 동시에 심박동변이도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결과들은 심박동변이가 심혈관 질환을 층화하고 선별하기 위한 예

측인자로서 뿐만 아니라 같은 환자의 추후 관찰을 위해서도 유용하게 사용

될 가능성을 보여주며 더 나아가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에 대한 비침습적인 

주요한 표지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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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art Rate Variability and 

Risk Factors of Coronary Heart Disease

Dae-Young Kim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 Chung Mo Nam, Ph.D)

Background : Cardiovascular diseases are a multifactorial pathology 

with high mortality and morbidity, and therefore importance has been 

stressed on its prevention. Heart rate variability (HRV) reflects cardiac 

autonomic function and has been accepted as a useful predictor of 

cardiovascular diseases. 

Method  : From July 2001 to Feb. 2002, 105 persons who took the 

routine medical checkups were recorded. The CHD risk factor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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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cigarette smoking, family history of premature CHD, hypertension, 

low HDL cholesterol. They we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CHD risk factors. W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risk factor and HRV and the differences in 

HRVs in the three Categories.  

Result : In male, HRV of the group who had the CHD risk factors 

as age, family history of premature CHD, hypertension, HDL cholesterol 

were fewer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female, HRV of the group who 

had the CHD risk factors as HDL cholesterol, HTN were fewer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three Categories which represented the number of CHD risk factors. 

Conclusion : HRV showed a relationship with the CHD risk factors. 

I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three Categories 

which represented the number of CHD risk factors. HRV are possible as 

a clinical marker and follow-up instrument for CHD. 

Key words : CHD risk factors, NCEP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Framingham risk score, heart rate var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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