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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심장질환이 없는 안정상태의 정상인에서도 심장의 박

동과 박동 사이의 간격이 항상 일정하지 않고 일정 범위 

내에서 규칙성을 가지고 계속 변화한다는 것은 잘 알려

져 있다.1) 최근에는 이러한 심박동수 변이 분석에 파워 

스펙트럼 분석이 도입되면서 교감 및 부교감 신경의 활

성도를 양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2) 

  심박동수 변이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기존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온 방법으로는 시간 및 주파

수 범위 분석법3)이 있는데, 이러한 분석법들은 생체 데

이터의 선형성을 전제로 한다. 주파수 범위 분석에서 

total power (TP)는 전체적인 자율신경계를, normalized low 

frequency power (LFnorm)는 전체 자율신경계에서 상대적

인 교감신경계의 활성을, low frequency/high frequency ratio 

(LF/HF ratio)는 교감-부교감 신경계의 균형을 반 하는 

지표들이다.4)

  근사 엔트로피(approximate entropy, ApEn)는 비선형적

인 분석방법으로서 그 값이 클수록 더 복잡함 내지는 불

규칙함을 나타내며5), 값이 작아지면 종종 심혈관계 이환 

및 병적인 생체상태와 연관되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6-8) 

  임상에서 심박동수 변이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여 급

성 심근경색 후 환자의 예후 관찰 지표9,10), 수술 시 마취

약물 효과의 측정11), 당뇨병성 자율신경병증의 평가12), 

뇌사 판정에의 응용
13)
, 대사증후군과의 관련성

14)
 등이 있

었다. 최근에는 중환자에 있어서의 심박동수 변이에 관

한 연구15-17)가 많이 되고 있다. 또한, 심박동수 변이는 자

율신경계의 심혈관 조절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이지만,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다.2)

  질병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acute physiologic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APACHE) 점수 체계가 있는

데, 이는 80년대 초기에 Knaus 등18)이 생리적 측정치 34

항목을 점수화하여 처음 제창한 후, 이를 12항목으로 간

소화한 APACHE II로 개정하 고, 90년대에 들어 AP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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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질병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acute physiologic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APACHE) 점수 

체계가 있으며 90년대 들어 APACHE III로 수정되었다. 심박동수 변이는 자율신경계의 심혈관 조절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이지만 비침습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중환자에 있어 APACHE III 점수와 심박동수 변이 변수들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방법: 2003년 4월과 5월 사이 일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중 심장질환, 뇌질환, 외과계 환자를 제외한 

2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조군은 대학병원 가정의학과에 입원한 환자 중에서 나이, 성별로 짝짓기를 하여 22명을 

선정하였다. 입원 2일째, 입원 후 24시간 동안의 환자상태로 APACHE III 점수를 부여하고, 심박동수 변이를 시행하여 

total power (TP), normalized low frequency (LFnorm), low frequency/high frequency ratio (LF/HF ratio)와 

approximate entropy (ApEn)를 구하였다. 

결과: 심박동수 변이에서 TP (msec2)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에서 538.9±896.7이고, 일반병실에 입원한 환자는 

1605.3±3091.8였다. Log (TP)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가 일반병실에 입원한 환자보다 작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3). 중환자에 있어 APACHE III의 평균 점수는 35.0±18.2였으며, APACHE III 점수와 log (TP)의 

피어슨 상관분석 결과 상관계수 -0.582으로 유의하였다(P=0.005).

결론: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일반 병실환자보다 전반적인 자율신경계 기능이 감소되어 있으며, 심박동수 

변이가 작을수록 질병의 중증도는 커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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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로 수정되었다. APACHE III 체계는 크게 세 가지 요소

로 구성되는데, 연령 점수는 0점에서 24점, 만성 질환 점

수는 0점에서 23점, 생리적 측정치는 0점에서 252점으로 

총 0점에서 299점으로 배정되어 있다. APACHE III 점수

가 증가함에 따라 사망률도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

다.18-20) 유진홍 등20)은 APACHE III 점수가 80∼85점인 경

우 사망 위험률은 50%, 130∼135점이면 90%의 위험을 

보이므로, 적어도 80점을 넘을 경우 보다 적극적인 치료

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 다. 

  일반 병실과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의 심박동수 

변이를 비교하고, 중환자에 있어 심박동수 변이의 변수

들과 APACHE III 점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심박동수 

변이와 질병 중증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2003년 4월과 5월 사이 서울지역 일개 대학병원 중환

자실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 다. 관상동맥병, 부

정맥 등의 심장질환자와 뇌출혈, 뇌경색 등의 뇌질환자 

그리고 수술 후 입원한 환자들은 제외되었다. 또한, 최소 

2일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 다. 

대조군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와 나이, 성별로 짝지어 

대학병원 가정의학과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 다.

  APACHE III 점수 체계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후천성 면역결핍증, 간부전, 간경화, 전이암, 백혈병/다

발성 골수종, 림프종, 면역억제 상태 등 동반질환을 조사

하여 만성적 건강에 따른 점수를 0점에서 23점, 나이에 

따른 점수를 0점에서 24점 부여하 다. 그리고 체온, 평

균 동맥압, 분당 심박수, 분당 호흡수, 동맥혈 산소 분압, 

헤마토크릿, 백혈구수, 혈장 크레아티닌, 소변량, 혈장 

나트륨, 알부민, 빌리루빈, 혈당, 동맥혈 가스분석, 의식

상태 항목에 대해 조사하여 생리학적 측정치 또는 검사

치에 대한 점수를 0점에서 252점까지 부여하 다. 각 항

목에 있어 Knaus 등
18)
이 제시한 대로 입원 후 첫 24시간 

동안의 결과 중 가장 나쁜 것을 택하여 이 결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 다.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동맥혈 가스

분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상태에서 맥박산소 측

정법으로 95% 이상인 경우는 동맥압 산소 분압을 0점으

로 부여하 다.

  심박동수 변이 측정은 입원 2일째 오전 10~12시 사이

에 누운 상태로 일정한 호흡을 유지하도록 하 으며, 안

정 상태에서 Medicore의 SA-2000E 분석기를 이용하여 5

분간 시행하 다. 기관 삽입 후 호흡기를 부착한 환자에 

있어서는 호흡수를 분당 14∼20회로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시행하 다. 주파수 범위 분석에서 TP, LFnorm, 

LF/HF ratio와 규칙 범위 분석에서 ApEn을 측정하 다. 

  심박동수 변이 변수들 중 TP는 상용로그를 취하여 log 

(TP)로 결과를 보고하 으며, LF/HF ratio는 유럽심장학

회와 북미심조율전기생리학회
2)
에서 권고한 대로 참고

치인 1.5∼2.0를 기준으로 1.5 미만과 2.0 초과인 3집단으

로 나누었다. 일반 병실과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에 

있어 심박동수 변이의 비교에는 t-test, χ
2
-test를 사용하

다. APACHE III 점수와 심박동수 변이의 변수들 사이

에는 피어슨 상관분석을 하 다. 통계분석에는 SAS ver 

8.0 for window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 다.

결      과

    1. 일반적인 특성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중 연구 대상자는 22명이었으

며, 이 중 남자 16명(72.7%), 여자 6명(27.3%)이었다. 평균 

연령은 58.3±14.9세 으며, 연령별로는 60대가 8명

(36.4%)으로 가장 많았으며, 70대 이상 5명, 50대 이하 5

명 순이었다. 응급실에서 입원한 경우가 17예(77.3%)로 

대부분이었으며, 입원 후 첫 24시간 이내 기계호흡을 한 

경우가 6예 다. 평균 APACHE III 점수는 35.0±18.2

다(표 1). 질환별로는 감염성 질환이 9예로 가장 많았으

며, 위장관 질환이 8예로 높은 빈도를 보 다(표 2).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intensive care unit patients.
Unit: number (%), mean±SD

ꠧꠧꠧꠧꠧꠧꠧꠧꠧꠧꠧꠧꠧꠧꠧꠧꠧꠧꠧꠧꠧꠧꠧꠧꠧꠧꠧꠧꠧꠧꠧꠧꠧꠧꠧꠧꠧꠧꠧꠧꠧꠧꠧꠧꠧꠧꠧꠧꠧꠧꠧꠧꠧꠧꠧ

Characteristics Number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ears)
  ≤50   5 (22.7%)
  51~60   4 (18.2%)
  61~70   8 (36.4%)
  ≥71   5 (22.7%)
Sex
  Male  16 (72.7%)
  Female   6 (27.3%)
Location prior to ICU* admission
  Emergency room  17 (77.3%)
  Floor   5 (22.7%)
Sedation   3 (13.6%)
Ventilator apply   6 (27.3%)
NPO† state  15 (68.2%)
APACHE III‡  35.0±18.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22 (100.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ICU: intensive care unit, †NPO: nothing per os, ‡APACHE III: 
acute physiologic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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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로 입원한 환자들의 심박동수 

변이

  심박동수 변이에서 TP (msec2)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에서는 538.9±896.7이고, 일반 병실에 입원한 환자

는 1605.3±3091.8 다. Log (TP)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

자가 일반병실에 입원한 환자보다 작았으며, 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 다(P=0.003). LFnorm, ApEn에서는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LF/HF ratio의 경우, 1.5 미만은 

중환자에서 13명(59.1%), 일반 병동환자에서 12명(54.6%)

이며, 2.0 초과는 중환자 6명(27.3%), 일반 병실환자 6명

(27.3%)로 통계적인 관련성은 없었다(표 3).

    3. 중환자의 APACHE III 점수와 심박동수 변이 변수들

의 관계

  APACHE III 점수와 log (TP) 사이에 산포도를 그렸으

며(그림 1), 피어슨 상관분석 결과 상관계수 -0.582으로 

유의하 다(P=0.005). APACHE III 점수는 LFnorm, LF/HF 

ratio과는 음의 상관, ApEn과는 양의 상관을 보 지만 통

계학적으로 의의는 없었다(표 4).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일반 

병실환자보다 전반적인 자율신경계 기능이 감소되어 있

으며, 심박동수 변이가 작을수록 질병의 중증도는 커짐

을 알 수 있었다.

  중환자들의 평균 total power (msec
2
)는 538.9±896.7로, 

일반 병실에 입원한 환자의 1605.3±3091.8보다 감소되

어 있으며, 이는 유럽심장학회와 북미심조율전기생리학

Table 2. Major diagnosis categories.
Unit: number (%)

ꠧꠧꠧꠧꠧꠧꠧꠧꠧꠧꠧꠧꠧꠧꠧꠧꠧꠧꠧꠧꠧꠧꠧꠧꠧꠧꠧꠧꠧꠧꠧꠧꠧꠧꠧꠧꠧꠧꠧꠧꠧꠧꠧꠧꠧꠧꠧꠧꠧꠧꠧꠧꠧꠧꠧ

Categories Intensive care unit General ward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Infectious disorder 9 (40.9%) 5 (22.7%)
 Gastrointestinal disorder 8 (36.4%) 3 (13.6%)
 Renal disorder 4 (18.2%) 1 (4.6%)
 Endocrine disorder 1 (4.6%) 6 (22.3%)
 Others 0 (0.0%) 7 (31.8%)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able 3. Heart rate variability on the second hospital day.
Unit: number (%), mean±SD

ꠧꠧꠧꠧꠧꠧꠧꠧꠧꠧꠧꠧꠧꠧꠧꠧꠧꠧꠧꠧꠧꠧꠧꠧꠧꠧꠧꠧꠧꠧꠧꠧꠧꠧꠧꠧꠧꠧꠧꠧꠧꠧꠧꠧꠧꠧꠧꠧꠧꠧꠧꠧꠧꠧꠧ

Intensive General
Variables P-value*

care unit ward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ears) 58.3±14.9 59.7±17.6  0.776
 Log (TP)† 2.2±0.7 2.8±0.6  0.003
 LFnorm (%)‡ 53.7±20.8 56.8±15.2  0.572
 ApEn∥ 1.1±0.2 1.1±0.2  0.670
 LF/HF ratio§

   ＜1.5 13 (59.1%) 12 (54.6%)
   1.5∼2.0  3 (13.6%)  4 (18.2%)  0.913
   ＞2.0  6 (27.3%)  6 (27.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value by t-test (continuous variable) or χ2-test (categorical 
variable) analysis, †Log (TP): common logarithm of total power, 
‡LFnorm: normalized low frequency power=low frequency/(total 
power-very low frequency)×100, §LF/HF ratio: low frequency/ 
high frequency ratio, ∥ApEn: approximate entropy.

Table 4. Correlation between APACHE III* score and heart rate 
variability in intensive care unit patients. 

ꠧꠧꠧꠧꠧꠧꠧꠧꠧꠧꠧꠧꠧꠧꠧꠧꠧꠧꠧꠧꠧꠧꠧꠧꠧꠧꠧꠧꠧꠧꠧꠧꠧꠧꠧꠧꠧꠧꠧꠧꠧꠧꠧꠧꠧꠧꠧꠧꠧꠧꠧꠧꠧꠧꠧ

Variables r P-valu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Log (TP)† -0.582 0.005
LFnorm‡ -0.221  0.323
LF/HF ratio§ -0.060  0.794
ApEn∥  0.161 0.47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r: correlation coefficient, P-value by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PACHE III: acute physiologic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III 
score, †Log (TP): common logarithm of total power, 

‡
LFnorm: 

normalized low frequency power=low frequency/(total power-very 
low frequency)×100, §LF/HF ratio: low frequency/high frequency 
ratio, ∥ApEn: approximate entropy.

Figure 1. APACHE III* score vs. log (TP)
†
 in intensive care unit 

patients. r: correlation coefficient, P-value by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PACHE III: acute physiologic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III, 
†
Log (TP): common logarithm of total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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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
에서 권고한 참고치인 3,466±1,018보다 감소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상원 등21)이 출혈성 쇼크 환자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평균 total power (msec2)는 대조

군 19명의 2,108.9±1,480.5보다 환자군 19명의 552.0±

404.5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고 보고한 것과 비슷한 결

과 다. 중환자의 질환별로는 위장관 질환의 경우 평균 

total power (msec
2
)는 1,224.2±1,220.8로서 감염성 질환 

206.5±238.7, 신장 질환 44.6±42.0보다 증가된 소견을 

보이는데, 이는 위장관 질환의 경우 평균 연령이 54.0±

14.9세로 감염성 질환의 63.6±16.5세보다 작고, APACHE 

III 점수가 26.1±17.5로 감염성 질환 35.2±16.1, 위장관 

질환 54.0±14.4보다 작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LF/HF ratio는 교감-부교감 신경계의 균형을 나타내고, 

LF/HF ratio의 감소는 교감신경부전을 의미하는데,2,22) 

Winchell 등17)은 LF/HF ratio가 중환자에 있어 일정하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 다. 본 연구에서 LF/HF ratio

가 참고치인 1.5∼2.0인 경우는 13.6%이며, 감소(＜1.5)한 

경우는 59.1%, 증가(＞2.0)한 경우는 27.3%로, Korach 등22)

이 대상자의 1/2에서 감소, 1/3에서 증가한다고 한 결과

와 유사하 다. 이는 입원 2일째 교감신경부전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중환자에 있어 APACHE III 점수와 심박동수 변이 변

수들 간의 상관 분석에서는 log (TP)만이 상관계수 -0.582

로 유의하 다. Barnaby 등4)은 15명의 응급실로 내원한 

패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APACHE II 점수와 심박동수 변

이 변수들 사이에 상관 분석을 하 는데, LFnorm가 상관

계수 -0.67로 유의하 다고 하 는데 total power는 음의 

상관이나 유의하지 않았다고 하 다. 이는 본 연구와 차

이가 있는데 대상자와 APACHE 점수 체계가 다르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근사 엔트로피는 APACHE III 점수와의 관련성이 없었

는데, Barnaby 등4)도 APACHE II 점수와 상관 분석을 하

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고 하 다. 그러

나 민성원
23)
은 그의 연구에서 심박동수 변이 변수 중 근

사 엔트로피만이 수술 후 심근허혈 발생 시 심근허혈이 

발생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수술 전 0.84에서 수술 후 

0.37로 감소하 다고 하 다. 이는 심장질환자를 대상으

로 하여 본 연구의 대상과 차이가 있었다. 근사 엔트로피

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고, 연구자가 

감지하지 못하는 데이터의 미묘한 규칙성의 변화 정도

까지도 정량화할 수 있는 방법이며 각종 소음에도 강한 

것으로 되어 있어 24시간 심전도 등의 활동 중 심전도 

검사를 분석하는 데에도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23)

 

이를 이용한 연구도 최근 점차 활발해져 다양한 심혈관

계 질환이나 기타 병적 상태에서의 근사 엔트로피의 감

소뿐만 아니라, 노화
24)
, 누워서 안정 시

25)
 등의 정상 상태

에서의 감소도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비선형적 방법이 

심박동수 변이 측정에 잠재적으로 유망한 도구로 보이

지만, 아직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2)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택 편견이 있을 수 있다. 연구를 위해 최소한 

24시간 이상 중환자실에 머물려야 하는데, 병이 심각해 

사망한 경우와 경과가 매우 좋아 조기에 병실로 옮긴 경

우는 심박동수 변이를 시행할 수 없어 제외되었다. 그러

므로 이 연구 결과들은 모든 중환자들을 대상으로 적용

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22)

  둘째, 심박동수 변이에 향을 주는 것에는 많은 요인

들이 존재할 수 있다. 자세, 호흡수, 일중변동4), 약물, 정

신적 스트레스17) 등이 심박동수 변이에 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특히, high frequency가 부교감신경성 매

개 호흡성 동부정맥의 향을 받는다고도 한다.4) 그러나 

Korach 등22)은 중환자에 있어 기계호흡의 유무가 심박동

수 변이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 다. 그리하여, 위

와 같은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호흡기를 달지 않은 중

환자 및 일반 병실 환자들은 누운 자세에서 일정하게 호

흡을 유지하도록 지시하 으며, 기계호흡인 경우는 일

정하게 호흡이 유지된 상태에서 오전 10시에서 12시 사

이 심박동수 변이를 시행하 다. 약물, 특히 혈압 상승제

가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혈압 상승제

를 투여한 대상은 제외하 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심박동수 변이를 이용한 

자율신경계 활성도 평가는, 비침습적이고 정량적인 방

법으로 치료에 대한 반응과 사망률 예측 등에 보조적인 

도구로 이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향후 입실 여부, 재원

기간, 사망률 등 임상적인 결과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대규모의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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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In severity of illness index, there is an acute 

physiologic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APACHE) 

scoring system which was modified to APACHE III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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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Heart rate variability (HRV) studies for the inten-

sive care unit (ICU) patients provides an indirect but 

noninvasive probe of autonomic cardiovascular control. 

Therefore, we intended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PACHE III score and the HRV variables in 

ICU patients.

Methods: We examined 22 patients in medical ICU of one 

college hospital from April to May of 2003, excluding 

patients with cardiac disorders, neurologic disorders or 

surgical diseases. We also examined 22 patients in general 

wards of family medicine. We checked the APACHE III 

during the 24 hours of admission, and examined the HRV 

on the second day of admission and then the total power 

(TP), normalized low frequency (LFnorm), low frequency/ 

high frequency ratio (LF/HF ratio) and approximate 

entropy (ApEn). 

Results: The average of TP (msec
2
) were 538.9±896.7 in 

ICU patients and 1605.3±3091.8 in patients of general 

ward. The average APACHE III score was 35.9±18.5 and 

by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APACHE III score and the log (TP) was 

-0.58 (P=0.005).

Conclusion: We found that the medical ICU patients had 

more decreased autonomic function than the patients of 

general ward, and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APACHE III score and the disease severity. (J Korean 

Acad Fam Med 2005;26:15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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