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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심박동수변이도는 심전도에서 순간적인 심박동수 및 심전도 신

호의 R-R 간격의 변동을 평가하는 것으로 심장의 동방결절에 영향

을 미치는 자율신경의 작용을 반영한다.1) 심박동수변이도 감소는 

심박동수의 역동적 변화의 복잡성이 감소되었음을 말하며, 이는 변

화하는 환경에 대한 체내 자율신경 조절 능력의 감소를 의미한다. 

자율신경계는 내분비계와 더불어 신체 기능을 자율적으로 조절함

으로써 외부 환경에 대한 신체의 항상성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만성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은 자율신경계의 조절 장애

가 생기게 되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2)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병 발생 전 단계에서부터 대사 조절 장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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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진료 클리닉을 방문한 한국인 성인 남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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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Reduced heart rate variability (HRV) can be a predictor of all causes of death. Few studies have analyzed the association between HRV and 
the triglyceride-glucose (TyG) index in a primary care setting rather than in specific high-risk patient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HRV and the TyG index among Koreans at a primary care clinic.

Methods: This cross-sectional study included 1,991 participants who underwent HRV assessments and blood tests after fasting for more than 8 hours. 
Common HRV indices such as the standard deviation of normal-to-normal intervals (SDNN), the root mean square of successive difference (RMSSD), 
total power (TP), low frequency (LF), high frequency (HF), and the LF/HF ratio were measured. Individuals with a TyG index greater than 9.1 (≥75th 
percentile) were subclassified into a “high TyG index” group. Associations between the TyG index and HRV were investigated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individuals’ mean age was 46.6 years, and the high TyG index group included 244 of all 1,991 participants. Among the assessed HRV 
indices, the SDNN, RMSSD, and HF showed associations with the high TyG index group, with odd ratios of 0.98 (0.97–0.99), 0.98 (0.96–0.99), and 0.99 
(0.99–1.00), respectively, after adjusting for age, sex, white blood cell count, total cholesterol,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alanine 
aminotransferase, γ-glutamyltransferase, uric acid, creatinine, hypertension, and diabetes.

Conclusion: Among the common HRV indices, the SDNN, RMSSD, and HF were decreased in a subgroup of individuals with a high TyG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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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 증후군 발병에 연관이 있으며,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과 사망

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또한, 비만 등 개입 가능한 요

인이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4,5) 이전 연구

에서 체중 감량이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어6) 조기에 평가하여 적절한 치료 개입 및 추적관리하는 것

이 일차의료 현장 및 공중보건학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임상적 함의

를 가진다.

인슐린 저항성 측정을 위해 전통적으로 hyperinsulinemic euglycemic 

glucose clamp, oral glucose tolerance test, fasting insulin, homeostatic 

model assessment for insulin resistance (HOMA-IR), quantitative insulin 

sensitivity check index (QUICKI) 등이 많이 활용되어 왔으나7) 최근에

는 인슐린 저항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TyG 지수(triglyceride-

glucose index, TyG index)가 주목 받고 있으며,8-10) 국내 연구에서도 

심혈관질환의 예측인자로서 유용성이 보고된 바 있다.11) 특히 TyG 

지수는 서양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만하지 않은 한국인들에게 말

초 인슐린 저항성을 보기 유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12) 본 연구 

대상자에 적합한 면이 있다.

이전의 연구들에서 심박동수변이도 저하는 고혈압,13) 당뇨병14) 및 

심혈관질환15)의 발생 위험을 높이며, 모든 사망 원인의 예측인자로

서의 관련성으로 주목 받은 바 있다.16) 그러나 특정 고위험군 환자가 

아닌 지역사회 일차진료 현장에서 심박동수변이도와 주목 받는 인

슐린 저항성 지표인 TyG 지수와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는 미미하

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일차진료소를 방문한 한국인 성인 남녀에

서 심박동수변이도와 TyG 지수의 연관성에 대해 규명해 봄으로써 

추가적인 예방관리의 단초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 법

1. 연구 대상

2015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용인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에 

통상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한 내원객 중 8시간 이상 금식 후 혈액검

사와 심박동수변이도 검사를 시행한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2,180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급성염증 질환을 배제하기 위해 백혈구 수 

10.0×103 cell/μL 이상인 경우는 제외하여(189명), 총 1,991명(남자 707

명, 여자 1,284명)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 심사를 완료하

였으며 각 대상자의 연구 동의 하에 진행되었다(IRB no. 9-2019-

0015).

2. 연구 방법

1)	데이터	수집

시행된 모든 검사는 숙련된 의료진이 동일한 절차로 시행하였다. 

모든 대상자들은 문진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과거력 여부를 평가하

였다. 혈액 검사는 8시간 이상 금식 상태로 채혈하였으며 공복혈당,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 콜레스테롤, 알라닌 아미노전달효

소(ALT), 감마글루타밀전이효소(GGT), 요산, 크레아티닌을 Hitachi 

7600-110 Chemistry Autoanalyzer (Hitachi, Tokyo, Japan)로 평가하였

고, 백혈구 수는 Automated Blood Cell Counter ADVIA 120 (Bayer 

Co., Tarrytown,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심박동수변이도	측정

대상자의 심박동수변이도는 금식 상태에서 5분간 충분히 안정을 

취한 후에 측정하였다. 의자에 착석한 자세에서 AFT-800 Mode 3.4 

분석기기(MEDICORE Co., Ltd., Hanam, Korea)를 사용하였으며, 참

가자의 양측 손목과 양측 발목 각각에 전극을 부착시킨 후 5분간 

측정하였다. 심박동수변이도 분석은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시간 영역으로는 the standard deviation of normal 

to normal intervals (SDNN; 전체 R-R 간격의 차이를 제곱한 값의 평

균의 제곱근), the root mean square of successive difference (RMSSD; 

인접한 R-R 간격의 차이를 제곱한 값의 평균의 제곱근)를 측정하였

다. 주파수 영역으로는 total power (TP; 5분 동안의 power), low 

frequency (LF; 0.04–0.15 Hz에 해당하는 주파수 대역의 강도), high 

frequency (HF; 0.15–0.4 Hz에 해당하는 주파수 대역의 강도), LF/HF 

ratio (LF와 HF 간의 비율) 값을 구하였다.17)

3)	심박동수변이도	지표

시간 영역의 SDNN은 심박동수의 변화가 얼마나 이뤄지는지 가

늠할 수 있는 지표로, 자율신경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볼 수 있

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RMSSD는 심장에 대한 부교감 신경 조

절을 나타내는 고 주파수 영역을 평가하는 데 이용한다. 주파수 영

역의 TP는 자율 신경계의 전체적인 활성 정도, 즉 자율 신경계 조절 

능력을 반영하며, LF는 상대적인 저주파 성분으로 교감신경계와 부

교감신경계의 활동을 동시에 반영하나 대부분 교감 신경 활동의 지

표로 활용한다. HF는 호흡 활동과 관련이 있는 성분이며 부교감신

경계의 활동에 대한 지표로 알려져 있고, LF/HF ratio는 자율 신경

의 전체적인 균형 정도를 반영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교감 신경의 활

동에 대한 지표로 이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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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yG 지수의 정의 

TyG 지수는 ln (fasting triglycerides [mg/dL]×fasting plasma glucose 

[mg/dL]/2)으로 정의하였고,18) high TyG index는 75퍼센타일 이상

(≥9.1)으로 하여 대조군과 나누었다.

4. 통계 분석

연구대상자를 TyG 지수가 높은 군과 대조군으로 구획하였으며,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이들 간의 차이를 평가하기 위해 

t 검정 및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TyG 지수와 심박동수

변이도 지표 및 대사지표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

석을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TyG 지수와 심박동수변이도의 연관성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정한 후 교차비(odds ratio)를 분석하기 위

해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통계 분석은 SAS 

software version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이용하였

으며,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P-value <0.05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결 과

1.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

연구 대상자 평균 연령은 46.6±12.4세이고 남성이 707명(35.5%), 

여성이 1,284명(64.5%)이었으며, 총 1,991명 가운데 244명이 high TyG 

index군에 해당되었다. TyG 지수에 따른 비교에서 백혈구 수, 고혈

압, 당뇨병의 차이는 없었으며, 대조군에 비해 high TyG index군에서 

남성이 많고 연령, 공복 혈당,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ALT, GGT, 

요산, 크레아티닌은 더 높았으며,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더 낮았다. 

또한 대조군에 비해 high TyG index군에서 심박동수 변이가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SDNN은 33.0±17.9 ms에서 30.8±14.2 ms 

(P=0.027)로, RMSSD는 26.4±16.5 ms에서 22.1±13.2 ms (P<0.001)로, 

HF는 221.6±328.1 ms2에서 146.8±193.7 ms2 (P<0.001)로 각각 유의하

게 감소하였다(Table 1).

2. TyG 지수에 따른 심박동수변이도와 대사지표의 비교

TyG 지수에 따른 심박동수변이도 지표 및 대사지표와의 상관성

을 분석해 본 결과, TyG 지수와 연령, 총 콜레스테롤, ALT, GGT, 요

산, 크레아티닌, 백혈구수에서 각각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

며(P<0.001), 심박동수변이도 지표 중 SDNN, RMSSD, TP, HF 

(P<0.001), LF (P=0.002)에서 각각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2).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Variable Total (n=1,991) Control (n=1,747) High TyG index (n=244) P-value

Age (y) 46.6±12.4 46.4±12.6 48.1±11.0 0.031

Male, sex 707 (35.5) 521 (29.8) 186 (76.2) <0.001

Fasting plasma glucose (mg/dL) 106.1±24.3 101.5±17.9 122.6±34.7 <0.001

Total cholesterol (mg/dL) 190.9±38.9 187.2±37.2 203.8±41.9 <0.001

Triglyceride (mg/dL) 132.1±89.3 95.4±34.8 249.3±107.4 <0.001

HDL-cholesterol (mg/dL) 52.1±12.7 54.4±12.7 44.4±43.3 <0.001

Alanine aminotransferase (IU/L) 26.6±23.0 23.3±20.8 38.5±26.6 <0.001

γ-glutamyltransferase (IU/L) 38.5±53.1 29.8±44.3 69.0±67.9 <0.001

Uric acid (mg/dL) 5.5±1.5 5.2±1.4 6.3±1.6 <0.001

Creatinine (mg/dL) 0.9±0.2 0.9±0.2 1.0±0.2 <0.001

White blood cell (×103 cells/μL) 6.3±1.5 6.1±1.4 7.0±1.4 0.197

Heart rate variability

   SDNN (ms) 32.8±17.5 33.0±17.9 30.8±14.2 0.027

   RMSSD (ms) 25.9±16.2 26.4±16.5 22.1±13.2 <0.001

   TP (ms2) 943.1±1,373.7 956.4±1,401.7 847.6±1,150.8 0.179

   LF (ms2) 279.5±616.7 283.0±620.6 254.3±589.1 0.496

   HF (ms2) 212.5±315.6 221.6±328.1 146.8±193.7 <0.001

   LF/HF 0.9±31.8 0.7±34.0 2.3±2.2 0.061

Hypertension 69 (3.5) 58 (3.3) 11 (4.5) 0.341

Diabetes 27 (1.4) 23 (1.3) 4 (1.6) 0.74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TyG, triglyceride-glucose; HDL, high-density lipoprotein; SDNN, the standard deviation of normal to normal intervals; RMSSD, the root mean square of successive differ-

ence; TP, total power; LF, low frequency; HF, high frequency.

P-values were calculated using an independent two-sample t-test or Pearson’s chi-squared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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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yG 지수에 따른 심박동수변이도의 교차비

TyG index의 대조군을 reference군으로 하고, TyG 지수에 따른 심

박동수변이도의 교차비(95% 신뢰구간)를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나이, 성별, 백혈구 수, 총 콜레스테롤, 고

밀도 콜레스테롤, ALT, GGT, 요산, 크레아티닌, 고혈압 여부, 당뇨병 

여부를 보정하여 시행한 결과 SDNN, RMSSD, HF는 TyG 지수와 각

각 교차비가 0.98 (0.97–0.99; P=0.013), 0.98 (0.96–0.99; P=0.008), 0.99 

(0.99–1.00; P=0.022)로 유의한 음의 연관성을 보였다(Table 3).

고 찰

본 연구는 단면연구 및 후향적 연구로 통상 건강관리를 위해 지

역사회 일차진료소를 방문한 한국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심박동

수변이도와 TyG 지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심박동수변이

도 지표 중 SDNN, RMSSD, HF가 TyG 지수와 유의한 음의 연관성

을 보였다. 이러한 연관성은 여러 가지 혼란변수들을 보정하였음에

도 유지되었다.

심박동수변이도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체내 자율신경 조절 능

력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신체 증상뿐만 아니라 여러 

만성질환에 있어 기능적 상태 평가 혹은 예후 예측에 유용한 의미

가 내포되어 있다.19) 또한 이전 연구들에서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

들이 심박동수변이도에 영향을 미치고, 심박동수변이도를 심혈관

질환의 예측인자로 사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20) 본 연구에서 

TyG index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심박동수변이도의 지표 

중 SDNN은 심박동수의 변화가 얼마나 이뤄지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자율신경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척도로 사

용되고 있으며, RMSSD, HF는 부교감신경의 기능을 나타내는 지표

로 사용된다.21) 선행 연구들을 통해 인슐린 저항성은 자율신경계의 

균형 변화와 관련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교감 신경 항진보다 부

교감 신경 기능 저하가 인슐린 저항성 증가에 더 주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22) 이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췌장 내 베타 세포에 

작용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므로, 부교감신경의 기능장애가 일

어나면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23-25) 따

라서 심박동수변이도를 통해 부교감신경의 활성도를 파악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의 예측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 인슐린 저항성 지표로 HOMA-IR, 중성지방/고

밀도 콜레스테롤 비율(triglyceride to HDL-cholesterol ratio), fasting 

glucose level 등 많은 지표가 사용되어 왔다.26,27) 그러나 최근에는 국

내 역학연구에서 TyG 지수가 대사증후군 위험 선별 및 핵심 지표인 

인슐린 저항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HOMA-IR보다 더 유용하다는 

보고가 이루어진 바 있어,28,29) 본 연구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의 지표

Table 2. Correlation of the TyG index with metabolic indicators and 

heart rate variability

Variable ra P-value

Age (y) 0.151 <0.001

Total cholesterol (mg/dL) 0.249 <0.001

Alanine aminotransferase (IU/L) 0.306 <0.001

γ-glutamyltransferase (IU/L) 0.345 <0.001

Uric acid (mg/dL) 0.318 <0.001

Creatinine (mg/dL) 0.222 <0.001

White blood cell (×103 cells/μL) 0.375 <0.001

Heart rate variability

   SDNN (ms) -0.177 <0.001

   RMSSD (ms) -0.273 <0.001

   TP (ms2) -0.121 <0.001

   LF (ms2) -0.095 0.002

   HF (ms2) -0.227 <0.001

   LF/HF -0.003 0.923

TyG, triglyceride-glucose; SDNN, the standard deviation of normal to normal in-

tervals; RMSSD, the root mean square of successive difference; TP, total power; 

LF, low frequency; HF, high frequency.
aCorrelation coefficient.

P-value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able 3.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ing the independent relationship of heart rate variability parameters to a high TyG index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SDNN 0.98 (0.97–0.99) 0.018 0.98 (0.97–0.99) 0.029 0.98 (0.97–0.99) 0.013

RMSSD 0.98 (0.97–0.99) <0.001 0.98 (0.96–0.99) 0.016 0.98 (0.96–0.99) 0.008

TP 1.00 (1.00–1.00) 0.150 1.00 (1.00–1.00) 0.161 1.00 (1.00–1.00) 0.073

LF 1.00 (0.99–1.00) 0.198 1.00 (0.99–1.00) 0.188 1.00 (0.99–1.00) 0.102

HF 0.99 (0.99–1.00) 0.003 0.99 (0.99–1.00) 0.036 0.99 (0.99–1.00) 0.022

LF/HF 1.02 (0.96–1.08) 0.429 0.99 (0.92–1.07) 0.835 0.98 (0.91–1.06) 0.782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TyG, triglyceride-glucose; SDNN, the standard deviation of normal to normal intervals; RMSSD, the root mean square of succes-

sive difference; TP, total power; LF, low frequency; HF, high frequency; HDL, high-density lipoprotein.

Model 1: adjusted for age and sex; Model 2: adjusted for age, sex, white blood cell count, total cholesterol, HDL-cholesterol, alanine aminotransferase, 

γ-glutamyltransferase, uric acid, and creatinine; Model 3: adjusted for age, sex, white blood cell count, total cholesterol, HDL-cholesterol, alanine aminotransferase, 

γ-glutamyltransferase, uric acid, creatinine, hypertension, and diab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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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TyG 지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 고위험군 환자가 아닌 지역사회 일차진료 현장에

서 자율신경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인 심박동수변이도와 인슐

린 저항성 지표인 TyG 지수와의 유의한 연관성을 확인한 연구이며, 

본 연구에서 선택한 지표인 TyG 지수는 일차진료 현장에서 일상적

으로 측정되는 수치로 평가할 수 있으면서도 기존 지표들과 비교했

을 때 충분한 평가 유용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임상적 의의가 있다. 

지역사회 일차진료 현장에서 만나는 환자들의 건강관리 측면에서 

당뇨의 위험도 예측과 추적검사, 자율신경계 활성도 개선 치료 계획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대상자가 지역 병원 수검자에 국한되어 

대표성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과 high TyG index군에 해당하는 표

본의 수가 적었다는 점, 심박동수변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

정 시간, 스트레스, 신체 활동량 등의 요인이 자료 수집 단계에서 평

가되지 않아 혼란변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통상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일차진료

소를 방문한 한국인 성인 남녀에서 심박동수변이도 지표 중 SDNN, 

RMSSD, HF가 TyG 지수와 유의한 음의 연관성을 보여 인슐린 저항

성을 평가하고 지표 개선을 통한 건강 관리에 의의를 지닌다. 향후 

제한점들을 보완하여 좀 더 대규모 전향적 연구를 통한 이들 간의 

관계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요 약

연구배경: 심박동수변이도 저하는 모든 사망 원인의 예측인자로서

의 관련성으로 주목 받은 바 있으나, 특정 고위험군 환자가 아닌 지

역사회 일차진료 현장에서 심박동수변이도와 인슐린 저항성 지표인 

TyG 지수(triglyceride-glucose index)와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는 미미

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일차진료소를 방문한 한국인 성인 남

녀에서 심박동수변이도와 TyG 지수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일차진료 클리닉에 통상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한 내원객 중 8

시간 이상 금식 후 혈액검사와 심박동수변이도 검사를 시행한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99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중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통해 개별 심박동수변이도 지표가 high TyG index (TyG 지수 

≥9.1; 75 퍼센타일)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결과: 연구 대상자 평균 연령은 46.6±12.4세이고, 총 1,991명 가운데 

244명이 high TyG index군에 해당되었다. 심박동수변이도는 혼란변

수 보정 후 지표 중에서 total power (TP), low frequency (LF), LF/high 

frequency (HF)는 TyG 지수와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the stan

dard deviation of normal to normal intervals (SDNN), the root mean 

square of successive difference (RMSSD), HF는 TyG 지수와 각각 교차

비 및 95% 신뢰구간 0.98 (0.97–0.99), 0.98 (0.96–0.99), 0.99 (0.99–

1.00)로 유의한 음의 연관성을 보였다(P=0.013, P=0.008, P=0.022).

결론: 통상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일차진료소를 방문한 한국

인 성인 남녀에서 심박동수변이도 지표 중 SDNN, RMSSD, HF가 인

슐린 저항성 지표인 TyG 지수와 유의한 음의 연관성을 보였다.

중심단어: 심박동수변이도; 자율신경계 장애; TyG 지수; 인슐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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