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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다양한 환경에 의해 자극을 받는 자율신경은 신경계를 통하여 심박

수 및 여러 장기에 영향을 준다. 심박수 변이 검사(heart rate variability)

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자율신경도의 활성도를 측정하는 검사로 

임상에서 널리 사용된다[1]. 

심박수 변이는 크게 시간 영역 측정(time domain measure)과 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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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 were found in SDNN (p< 0.01) and HF (p< 0.05) with WHtR and only SDNN (p< 0.05) with TG/HDL. Conclusions: TG/HDL and WHtR, including 
the metabolic syndrome,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DNN indicating left ventricular function and HF indicating activation of parasympa-
thetic n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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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영역 측정(frequency domain measure)으로 나뉜다. 시간 영역 측정

의 대표값으로 Standard Deviation of the NN interval (SDNN)이 있는

데, 이는 정상 심박동 간격의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주파수 영역 측정

은 시간 영역 측정값 중 비주기적 심박수 간격 값에 수학적으로 처리

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Low Frequency (LF, 0.04-0.15 Hz), High Fre-

quency (HF, 0.15-0.4 Hz), Very Low Frequency (VLF < 0.04 Hz) 값이 있

다. SDNN 값은 급성심근경색 후 독립적인 예후인자로 좌심실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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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영한다. LF는 교감 및 부교감 신경 활성 혹은 교감 신경의 활성을 

반영하며, HF는 미주신경(vagal nerve)에 의한 부교감 신경의 활성을 

반영한다. 또한 LF/HF ratio는 교감-부교감 신경의 균형을 반영하며 값

이 증가할수록 교감 신경 활성화를 의미한다[1]. 심박수 변이 검사는 

심장질환 및 당뇨 신경병증에서 사용되는데, 감소된 심박수 변이는 급

성심근경색 이후의 사망률과 부정맥 발생 예측인자로 알려져 있다

[1,2]. 또한 대사증후군과 심박수 변이와의 관련성도 지속적으로 보고

되고 있다[3-5]. 

본 연구에서는 대사증후군과 함께 심장대사 위험인자로 평가되고 

있는 중성지방을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로 나눈 비(triglyceride/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TG/HDL)나 허리둘레를 키로 나눈 

비(waist-to height ratio, WHtR) 등과 심박수 변이 성분들과의 관련성

을 확인하고, 향후 심장 및 대사성 질환의 위험 평가에 심박수 변이 검

사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16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북 경주시 일개 대학

병원에서 검진받은 대상자 중 심박수 변이 검사를 시행한 2,815명의 

의무기록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들은 검진 당일 오전

에 심박수 변이 검사를 위하여 검사 전날 흡연 및 커피 음용은 피하였

으며, 검사 당일 SA-3000 (Medicore, Seoul, Korea) 모델을 이용하여 양

측 손목과 좌측 발목에 모델과 연결된 접지판을 부착한 채로 5분간 편

안하게 앉아서 측정을 받았다. 

 본 연구를 위하여 수집된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연령, 성별, 병력(고

혈압, 당뇨, 심장질환) 및 주당 음주 횟수, 현재 흡연 여부 등이었고 신

체 계측된 신장과 체중, 허리둘레,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 기록, 심

전도 결과 및 혈액검사 중 대사증후군 구성성분이 되는 혈당 및 중성

지방, 고밀도 지단백 수치와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중 아스파테이트 

아미노 전이효소(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농도, 알라닌 아미

노 전이효소(alanine aminotransferase, ALT) 농도, 요산 수치 등을 수

집하였다. 이 중 심장질환 병력이 없고 심전도가 정상이면서 신체 계측

과 혈액검사에서 결측값이 없는 2,008명을 대상으로 최종 분석을 시

행하였다.

대상자들의 대사증후군 여부는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

gram’s Adults Treatment Panel (NCEP ATP) III 기준을 이용하여 확인

하였으며, 이 중 복부 비만 기준은 한국 성인 기준을 이용하여 남자는 

허리둘레가 90 cm 이상, 여자는 85 cm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였다[6,7]. 

대사증후군 구성성분 중 중성지방과 고밀도 콜레스테롤 지단백 결과

를 이용하여 TG/HDL 비를 구하였고, 허리둘레와 신장을 이용하여 

WHtR을 구하였다. 

대사증후군 유무에 따른 심박수 변이 구성성분들(SDNN, LF, HF, 

LF/HF)의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 t-검정을 시행하였다. 

대사증후군의 구성성분들과 심장 대사 위험인자인 TG/HDL, WHtR 

및 백혈구 수, 적혈구 수, AST, ALT, 요산 수치 등과 심박수 변이 구성

성분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령, 성별, 음주 횟수, 흡연을 

보정한 상태에서 편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SPSS 

20.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유

의 수준은 0.05 미만으로 정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 연구윤리위

원회에서 심의(110757-201710HR-01-01)를 승인받았다.

연구 결과

전체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48.93 ±12.24 (범위: 20-87)세이며 남자는 

1,081명(53.8%)이었다. 현재 흡연자는 414명(20.6%)이었으며, 음주 횟수

는 비음주는 1,049명(52.2%), 주 3회 미만 음주자는 763명(38.0%), 주 3

회 이상 음주자는 196명(9.8%)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대사증후군이 있

는 대상자는 330명(16.4%)이었다. 심장 대사 위험인자인 TG/HDL과 

WHtR 값의 평균은 각각 2.37± 2.18 (0.29-32.50)과 0.50 ± 0.56 (0.17-0.77)

이었다. 전체 대상자들의 심박수 변이 검사 결과 SDNN 평균은 35.61±

18.44 ms, LF는 274.45 ± 404.47 ms2, HF는 215.39 ± 323.67 ms2, LF/HF는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Values

Mean±SD, n (%)

Age (y) 48.93±12.23
Gender

Male 1,081 (53.8)
Female 927 (46.2)

Current smoking 414 (20.6)
Frequency of drinking per week

0 1049 (52.2)
1-2 763 (38.0)
≥3 196 (9.8)

Metabolic syndrome 330 (16.4)
TG/HDL 2.37±2.18
WHtR 0.50±0.56
Components of heart rate variability (HRV) 

SDNN (ms) 35.61±18.44
LF (ms2) 274.45±404.47
HF (ms2) 215.39±323.67
LF/HF 2.68±13.12

SD, standard deviation; TG, triglyceride;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WHtR, waist to height ratio; SDNN, standard deviation of the NN interval; 
LF, low frequency; HF, high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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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13.12이었다(Table 1). 

대사증후군 유무에 따라 전체 대상자들을 두 군으로 나누어 심박

수 변이의 구성성분의 평균의 차이를 확인했을 때 유의한 차이를 보인 

값은 SDNN과 HF이었다. 대사증후군 대상자들에서 SDNN 평균값은 

32.78 ±16.49 ms로 대조군의 36.16 ±18.75 ms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p< 0.01). HF 값도 두 군에서 각각 162.77± 278.08 ms2과 225.74 ± 330.99 

ms2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05) (Table 2).

연령, 성별, 흡연여부 및 음주 횟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심박수 변이 

구성성분들 중 SDNN과 HF 성분은 대사증후군 구성성분들 중 HDL

을 제외하고 허리둘레(p< 0.01, p< 0.001), 수축기 혈압(p< 0.001, p< 0.001) 

이완기 혈압(p< 0.001, p< 0.001), 공복혈당(p< 0.001, p< 0.01) 및 중성지

방 농도(p< 0.01, p< 0.01)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대사

증후군 구성성분들의 수치들이 증가할수록 좌심실 기능을 나타내는 

SDNN과 부교감 신경의 활성을 나타내는 HF 값은 감소됨을 의미하였

다. LF는 중성지방(p< 0.05)과만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을뿐, 다

른 성분들과는 관련성이 없었다. 

심장대사 위험 요인으로 인식되는 WHtR는 SDNN (p< 0.01)과 HF 

(p< 0.001), TG/HDL는 SDNN (p< 0.05)만 유의한 음의 상관을 보여 심

장 대사 위험요인이 증가할수록 좌심실 기능 및 부교감 신경 활성은 

저하되었다.

본 연구에서 혈중 백혈구 수는 SDNN (p< 0.001)과 음의 상관을, 적

혈구 수는 SDNN (p < 0.01)과, HF (p < 0.001)와 음의 상관을, LF/HF 

(p < 0.01)와 양의 상관을 보였다. 이는 체내 염증 반응은 좌심실 기능 

저하와 적혈구 증가증은 부교감 신경 기능 저하 및 교감 신경 활성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였다. 간질환 시 증가하는 ALT는 SDNN (p< 0.01), 

HF (p< 0.01)와는 음의 상관을, 요산은 SDNN (p< 0.05)과는 음의 상관

을 보여, 간질환 혹은 요산 수치의 증가도 좌심실 기능저하 혹은 부교

감 신경 활성 저하와 관련이 있었다(Table 3).

고  찰 

심박수는 교감 신경과 미주신경에 의한 부교감 신경으로 이루어진 

자율신경계에 의해 조절을 받는데, 특히 미주신경에 의해 심장과 대뇌

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스트레스 상황은 심박수에 영향을 준다[8]. 

심뇌혈관 질환 및 당뇨 발생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대사증후군 또한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어 대사증후군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심박동 변

이가 낮게 관찰된다고 한다[4,9]. 본 연구에서도 대사증후군 환자에서 

심박수 변이 성분 중 SDNN과 HF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되

어 기존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대사증후군의 구성성분 중 HDL

을 제외한 모든 성분들이 성별, 연령, 흡연 및 음주 횟수를 통제한 상태

에서 SDNN과 HF 값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기존의 연구

에서는 허리둘레, 이완기 혈압, 중성지방 농도, 혈당 등의 대사증후군

의 구성성분들이 SDNN 값과 관련이 있었고, 혈당은 HF 및 LF와도 유

의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4]. 또한 이러한 대사증후군 구성성

분과 심박수 변이의 관련성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10]. 

하지만 본 연구 결과는 성별, 연령, 흡연 및 음주 횟수를 통제한 상태에

서 확인하였고 특히 허리둘레,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혈당, 중성지

방 성분들도 HF 값과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한 연구였다. HF는 

심박수 변이 성분들 중 미주신경의 활동을 대표하는 지표로 남성에 

Table 2. Comparison of heart rate variability (HRV) components between 
metabolic syndrome patients and controls

HRV 
components 

Metabolic syndrome 
(n=330)

Control 
(n=1,678) p-value

Mean±SD Mean±SD

SDNN, ms 32.78±16.49 36.16±18.75 0.002
LF, ms2 277.52±529.86 273.85±375.10 0.880
HF, ms2 162.77±278.08 225.74±330.99 0.000
LF/HF 3.07±5.24 2.60±14.14 0.548

p-value was calculated by independent t-test.
SD, standard deviation; SDNN, standard deviation of the NN interval; LF, 
low frequency; HF, high frequency.

Table 3. Correlation between components of metabolic syndrome and 
components of heart rate variability

Variables SDNN (ms) LF (ms2) HF (ms2) LF/HF

Components
of metabolic
syndrome

WC -0.064** 0.012 -0.102*** 0.024

Systolic BP -0.098*** 0.001 -0.080*** 0.026

Diastolic BP -0.015*** -0.033 -0.133*** 0.027

Fasting glucose -0.099*** -0.042 -0.065** 0.000

TG -0.057** -0.049* -0.062** 0.016

HDL 0.025 0.015 0.025 -0.015
Cardiometabolic  

risk factors
WHtR -0.064** 0.006 -0.098*** 0.027
TG/HDL -0.047* -0.043 -0.041 0.013

Other blood
tests

WBC -0.082*** -0.023 -0.030 0.016
RBC -0.059** -0.011 -0.112*** 0.059**
AST -0.026 0.041 -0.022 0.010
ALT -0.062** 0.004 -0.064** 0.009
Uric acid -0.051* 0.024 -0.035 0.017

Values was presented as correlation coefficient. p-value was calculated by 
partial correlation analysis adjusted by age, sex, current smoking state and 
frequency of drinking per week.
SDNN, standard deviation of the NN interval; LF, low frequency; HF, high 
freqeuncy; WC, waist circumference; BP, blood pressure; TG, triglyceride;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WHtR, waist to height ratio; WBC, white 
blood cell; RBC, red blood cell;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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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여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11]. 앞서 미주신경이 심장과 

대뇌를 통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에서 

관찰된 HF의 유의한 관련성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TG/HDL 지표는 여러 연구에서 인슐린 민감성 저하 및 대사증후군

과 관련된 지표로 알려져 있고, 허리둘레 대 신장 비율도(WHtR)도 체

질량 지수와 함께 심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12,13]. 

두 지표 간의 상호관계도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심장 대사 위험의 예

측인자로 주목을 받는다[14]. 본 연구에서는 TG/HDL 및 WHtR 값과 

심박수 변이 성분 중 SDNN 혹은 HF 값이 음의 상관을 보였다. 이는 

심장 대사 위험 증가와 심박수 변이의 감소는 연관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현재 임상적으로 심근경색 이후의 평가나 당뇨병성 

신경병증, 스트레스 측정도구로만 이용되는 심박수 변이 검사를 심혈

관 질환의 위험의 평가도구로 확대해 볼 수 있겠다[1,4]. 

또한 본 연구에서 백혈구 및 적혈구 수, 간질환 시 증가하는 혈중 

ALT 농도 및 요산 농도와 심박수 변이 구성성분에 대한 관련성을 확

인한 결과, 백혈구 수는 SDNN과 적혈구 수 증가는 SDNN, HF, LF/HF

와 관련성을 보였는데, 면역계의 만성적 활성화가 대사증후군을 발병

시킨다는 병인에 따른다면 적혈구 수 및 백혈구 수 증가와 심박수 변

이와의 관련성은 당연한 결과로 생각된다[15]. 지방간을 비롯하여 다

양한 간질환이 있을 때 증가하는 ALT 농도도 HF 값과, 통풍을 유발

하는 요산 농도와 SDNN의 음의 상관 결과도 기존 연구결과와 동일하

였다[16,17].

본 연구의 단면연구 설계로 인하여 확인된 관련성들의 인과관계를 

제시할 수 없다는 제한을 가진다. 또한 일개 병원 검진센터 검진자들

의 자료로 인하여 관련성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있다. 하지만 본 연

구결과가 기존 연구들과 동일하였고, 심장 대사 위험인자로 인식되는 

TG/HDL 및 WHtR과의 관련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던 연구로 의

미를 가진다. 

대사증후군을 비롯한 TG/HDL, WHtR과 다양한 혈액 지표들의 증

가는 좌심실 기능을 나타내는 SDNN과 부교감 신경의 활성화를 반영

하는 HF 값의 감소와 관련이 있었다. 향후에는 심장과 대사 장애의 인

과성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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