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

정맥마취 2004; 8: 45∼86

설 □

심박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 HRV)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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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박변이도와 마취와의 관계에 대하여 기

술한 종설의 내용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고찰을 하

론

고 말미에는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심박변이도 측정
혈압, 심박수, 동맥압, 일회박출량, 심전도 복합체

장비를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electrocardiographic complex)의 형태 등과 같은 심혈
관계 변수는 모두 박동간 변동(beat-to-beat fluctua-

심박변이도의 유사 용어

tion)이 있다. 신호처리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이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박동간 변동의

심박변이도에서 중심이 되는 현상은 연속되는 심

기저에 있는 생리적 기전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많

박동 간 시간간격의 진동(oscillation)과 연속되는 순

이 이루어져 왔다. 심박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

간심박수(RR 간격의 역수, instantaneous heart rate)

HRV)로 알려져 있는 심박수의 박동간 변동은 일반

간의 진동이다. 이러한 RR 간격(interval)과 순간심박

적으로 심혈관계 기능을 조정하는 교감신경과 부교

수의 변이를 기술하는 용어로는, 문헌에 따라서 주

감신경의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 길이 변이도(cycle length variability), 심장 주기

심박변이도는 비침습적이어서 시행이 간편하며 측정

변이도(heart period variability), RR 변이도(RR vari-

대상자에게 큰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자율신경계

ability), RR 간격 타코그람(RR interval tachogram) 등

의 변화를 연구하는데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아직

의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일반적으로는 심박

까지는 심박변이도의 변화 양상을 마취단계에 맞게

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 HRV)라는 용어가 널리

세분화하여 정량화해서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연

인정되고 있다.

구가 부족하여 임상에서는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그러나 심박변이도를 임상에 접목하려

역사적 배경(Historical Background)

는 시도는 활발하다. 여기에서는 1996년도에 유럽
순환기학회(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와 북미

항상성(homeostasis) 개념이 발표된 1929년 이후 생

조율 및 전기생리학회(Norrth American Society of

리학 연구는 모든 세포, 조직, 기관이 내부 환경에서

Pacing and Electrophysiology) 회원들로 구성된 국제

정적(static) 또는 일정한 항정상태(steady-state)를 유

1)

이 표준에 따라서

지할 것이라는 원리에 토대를 두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HeartMath Research Center가 1997년도에 개

신호처리기술의 발전으로 심박수, 혈압, 신경활성도

발하여

평가보고서(Autonomic

(nerve activity)와 같은 생리학적 과정(process)들에 대

그리고 1993년도에 O’Fla-

한 지속적인 시간별 자료를 획득할 수 있게 되어,

전문위원회에서 제정된 표준과
발표한

자율신경계
2)

Assessment Report, AAR),

비록 항정상태라 할지라도 복잡하고 비선형적인 방
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즉, 건강한 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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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능은 다양한 신경성(neural) 조절, 호르몬성(hormonal) 조절, 역학적(mechanical) 조절, 그리고 국소적
으로는 세포 이하 수준에서의 조절 등이 지속적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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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동적으로(dynamic) 상호 작용한 결과이다. 예를

자율신경계의 균형(autonomic balance)을 정량화할 수

들어, 정상 휴식 때 심장의 굴리듬(sinus rhythm)은

있는 방법으로 소개되었다. 컴퓨터기술이 발달하면

단조로울 정도로 규칙적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진 개

서 파워스펙트럼밀도분석은 현재 임상에서 실용적이

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몹시 불규칙적이다. 심

고 경제적인 방법이 되었다.

박(heartbeat)의 불규칙적인 양상은 심박수를 박동간

심박변이도 분석은 여러 가지 질병에서 자율신경

(beat-to-beat) 토대로 검사해보면 더 명확해지지만,

계 이상이 수반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고, 적절한 치

심박수를 시간에 대한 평균값으로 표시할 경우 심박

료법을 선택하도록 해주며, 심인성 급사(sudden car-

의 불규칙한 양상을 간과할 수 있다.

diac death)의 위험요소를 층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심박수의 변동(fluctuation)은 수없이 다른 생리적

강력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체계 간의 복잡하고 비선형적인 상호관계 때문에 발
생한다. 단기간의 심박수 변동은 호흡, 압력수용체

자율신경계에 의한 심장의 조절

(baroreceptor), 화학수용체(chemoreceptor), 자율신경계

(Autonomic Control of the Heart)

활성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장기적으로는 체온, 대사
율, 호르몬, 수면주기가 심박변이도에 기여한다. 이

심장을 조절하는 신경기전은 주로 교감신경과 미

들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결코 멈추지도 않

주신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게 되고, 굴리듬

고 정적이지도 않은, 역동적인 생리적 조절체계(phy-

(sinus rhythm)이 정상리듬이므로, 심박수에 대한 영

siologic control system)를 형성하며, 건강한 사람에서

향은 정상적으로는 굴심방결절(sinus node)을 통해

이 체계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탄력적이며, 준비되어

나타난다. 젊고 건장한 사람이 휴식을 취할 때는 굴

있고, 필요할 때 신속하게 반응을 나타낸다.

심방결절의 미주신경에 의해 주로 조절되지만, 격렬

심박변이도 분석은 심혈관계 연구와 의학에서 많

한 운동이나 스트레스 하에서는 미주신경 활성이 줄

이 이용되고 있고, 임상 전문분야에서 이를 사용되

어들고 주로 교감신경에 의해 조절된다. 신경 혹은

는 예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자율신경기

호르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굴심방결절에

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심박변이도 분석이 예민하

의하여 발생되는 원래의 심박수는 100-120 beats/

면서도 비침습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확고히 하였다.

min이다. 건강한 사람에서, 특정 시점에서 측정된 심

자율신경성 리듬장애(autonomic dysrhythmia)는 여러

박수는 심박수를 느리게 하는 부교감(미주)신경과

종류의 질환과 연관되어 있는데, 심박변이도 분석은

심박수를 빠르게 하는 교감신경 작용의 순(net)효과

자율신경계 활성도와 균형, 리듬을 특성화하는데 쉽

로 나타난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모두 주도적으

게 이용 가능하고 비침습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입증

로 심박수 조절에 관여하고 있지만 안정기에는 미주

되고 있다. 심박변이도의 임상적 타당성은 태아절박

신경효과가 더 지배적이다. 심박수에 대한 부교감신

가사(fetal distress)가 발생하기 전에 심박수의 현저한

경 조절은 미주신경에서 분비되는 acetylcholine에 의

변화보다 박동간(beat-to-beat) 간격의 변화가 먼저 나

하여 매개되며, 교감신경 조절은 epinephrine과 nor-

타난다는 사실이 발견된 1965년도에 처음으로 알려

epinephrine에 의하여 매개된다. 굴심방결절은 acetyl-

졌다. 1970년대 초에는 심박변이도 분석이 당뇨환자

cholinesterase가 풍부하여 acetylcholine이 신속하게 가

의 자율신경계 신경병증(autonomic neuroparhy)을 증

수분해되기 때문에 미주신경 흥분파의 효과는 짧다.

상 발현 이전에 알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1977년에

안정기에 부교감신경의 영향이 교감신경의 효과를

는 심박변이도의 감소가 술후 심근경색으로 인해 사

능가하는 두 가지 독립적인 기전은 부교감신경이

망할 위험과 관련되어 있음이 보고되었고, 1980년대

(1) 교감신경 활성에 의하여 분비되는 norepinephrine

말에는 심박변이도의 감소가 급성심근경색 후 사망

을 감소시키고, (2) 아드레날린성 자극에 대한 반응

률의 강력한 독립변수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을 억제하는 것이다.

1981년에는 파워스펙트럼밀도분석(power spectral den-

미주신경 자극의 가장 분명한 효과는 심박수가 느

sity analysis, PSD analysis)이 심장에 대한 부교감신

려지고 어떤 경우 아예 심장이 정지하기도 한다. 이

경 조절과 교감신경 조절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에 대한 굴심방결절의 반응시간은 아주 짧고,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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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신경 흥분파(single vagal impulse)의 효과는 심박

다.

동 주기 중 어떤 주기에 전달되었는가에 따라 달라

(efferent neural discharge)의 리듬 변동을 발생시키며,

진다. 그러므로, 미주신경자극은 이 자극이 주어진

이는 심장 주기(heart period)의 단기 및 장기 진동으

이러한

진동자들은

원심성

신경

흥분발사

때에서 첫 번째나 두 번째 심박동 내에서 바로 즉각

로 나타난다. 이 리듬을 분석하면 (1) 중추성 진동

적인 자극의 결과를 보여준다. 미주신경자극이 사라

자, (2) 원심성 교감신경 및 부교감신경 활성도, (3)

지면, 심박수는 이전 상태로 즉시 복귀된다. 또한 미

체액성 요인, (4) 굴심방결절의 상태와 기능을 추론

주신경 활성도를 감소시키거나 차단함으로써 심박수

할 수 있다.

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갑작스런 심박수 변
화는 부교감신경계에 의하여 매개된다.

심장 리듬을 제외한다면, 호흡과 혈관운동 활성도
(vasomotor activity)가 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심박수가 굴심방결절에 의하여 발생되는 원래의

주요한 리듬이다. 호흡은 동맥압과 심박수의 변동과

수준보다 더 빨라지는 것은 주로 교감신경 활성도

동반되며, 이러한 호흡성 굴심방부정맥과 동맥압의

증가에 의한다. 교감심경 자극이 시작되면, 5초 정도

호흡성 변이도는 오래 전부터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의 시간 지연이 있은 후 심박수가 점차 증가하기 시

또한 교감신경과 미주신경 유출은 그 리듬의 흥분발

작하고 20-30초 정도 후부터 항정상태에 도달한다.

사(rhythmic discharge)가 호흡과 위상(phase)을 같이

교감신경자극에 대한 반응이 느린 것은, 거의 즉각

한다. 혈관운동 리듬은 보다 느리며, 압력수용체 반

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미주신경자극과는 대조적이

사의 주파수 반응에 의하여 변조되는 체온조절, re-

다.

nin-angiotension 시스템에 의한 감폭효과(damping ef-

극단적인 서맥이나 빈맥 사이의 교감미주신경 균

fect) 등의 기능을 반영한다.

형(sympatho-vagal balance)은 신경성 심장조절 시스

단기 혈압조절은 압력에 민감한 압력수용체(baro-

템(neural cardio-regulatory system)에 의해 조정되고

receptor)의 복잡한 연결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

있는데, 이에는 적어도 세 가지 주요한 요소가 있다.

러한 압력수용체는 심장과 대동맥궁 등에 분포해 있

첫 번째는 전뇌의 시상하부, 연수의 고립핵(nucleus

다. 혈압조절이 심혈관계의 대표적인 기능이기 때문

tractus solitarius)이나 의문핵(nucleus tractus ambigu-

에, 혈압을 변화시키는 요인들 또한 심박수 변동을

ous)과 같은 중추성 신경통합(central neural integra-

조절한다. 압력수용체에서 감지되어 뇌로 전달되는

tion)이며, 두 번째는 심장, 대동맥, 경동맥, 폐에 존

구심성 신경자극들은 설인신경(glosspharyngeal nerve)

재하는 압력수용체와 미주신경의 구심성 섬유를 통

과 미주신경을 거쳐서 연수의 혈관운동중추(vasomo-

하여 음성되먹임(negative feedback)을 특징으로 하는

tor center)로 전달된다. 혈관운동중추는 심장으로 가

말초 억제성 반사기전(peripheral inhibitory reflex me-

는 부교감신경 유출(parasympathetic outflow)을 일부

chanism, 원심성 부교감신경 활성도 증가 및 원심성

조절하기도 하지만, 주로 심장과 혈관으로 가는 교

교감신경 활성도 억제)이다. 세 번째는 교감신경의

감신경 유출(sympathetic outflow)을 조절한다. 그러므

구심성 섬유를 통하여 양성되먹임(positive feedback)

로, 압력수용체는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박수,

을 특징으로 하는 말초 흥분성 반사기전(peripheral

혈관수축(vasoconstriction),

excitatory reflex mechanism, 원심성 교감신경 활성도

그리고 심장의 수축성(contractility)을 조절한다.

정맥수축(venoconstriction),

흥분 및 원심성 부교감신경 활성도 억제)이다. 원심

압력수용체에서 감지된 구심성 신경자극과 교감신

성 미주신경 활성도는 심장의 구심성 교감신경에 의

경 및 부교감신경 활성도에 따라서 심박수의 박동간

하여 지속적으로 억제된다. 굴심방결절에 전달되는

변화(beat-to-beat change)가 야기되며, 이러한 변화를

원심성 교감신경 및 미주신경 활성은 흥분발사(dis-

관찰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RR 간격을

charge)로 특징 지워지며, 매 심장주기(cardiac cycle)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심박수 타코그램(heart rate ta-

와 크게 동조(synchronication)될 수 있고, 중추성 진

chogram)이다. 심박변이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동자(central oscillator, 혈관운동중추와 호흡중추)와

의 상승작용(synergistic action)에 의하여 나타난다.

말초성 진동자(peripheral oscialltor, 동맥압의 진동과

심혈관계의 여러 지표들을 최적 수준으로 유지하고,

호흡운동의 진동)에 의하여 변조(modulation)될 수 있

내부 및 외부조건의 변화에 적절히 반응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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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lock diagram of nerves between the heart and
brain, the interaction of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generation of HRV.

120

(BPM)

100

Fig. 3. Typical power spectrum of a 5-minute heart rate
tachogram. The spectrum has been divided into 3
bands or regions. The high frequency (HF) band
(.15 to .4) is reflective of parasympathetic
influence on the heart and the very low frequency
(VLF) (.0033 to .04) and the low frequency (LF)
(.04 to .15) are reflective of sympathetic influence
on the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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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beat to beat variability)의 변화가 빠른데, 이는
60

부교감(미주) 신경에 의한 자극 때문이다. 초저주파
수(VLF) 대역은 거의 전적으로 교감신경자극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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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저주파수(LF) 대역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자극이 함께 작용한다. 파워스펙트럼분석은 심전도
기록의 5분 분절(5-minute segment) 이외에도 24시간

Fig. 2. Heart rate tachogram.

기록 전체도 한꺼번에 분석할 수 있다. 24시간 전체
자료를 파워스펙트럼분석을 하면, 0.0033 Hz 미만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신경성(neural), 역학성(me-

극초저주파수(ULF) 대역을 분리할 수 있다.

chanical), 체액성(humoral), 그리고 다른 생리적인 기

Fig. 4는 심박수 타코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전에 의하여 균형적으로 작용한다(Fig. 1). Fig. 2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여러 주파수 대역에서

5분 동안의 심박수 타코그램이다. 심박수 타코그램

어떻게 심박수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은 심박변이도의 신호(signal) 혹은 파형(waveform)이

Fig. 4A에 표시된 점들은 모든 박동 간 간격(inter-

며, 자율신경계 조절에 의하여 모양과 속도가 다양

beat interval)마다의 심박수이다. 심박수 타코그램은

하게 변하는 진동(oscillation)이다. 이 파형에 스펙트

이 점들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얻어진다. Fig. 4B는

럼분석(spectrum analysis) 및 여과기술(filtering tech-

좀 더 긴, 3분 간의 심박동 타코그램이며, Fig. 4A를

nique)을 적용하면, 여러 가지의 주파수 요소를 분리

여기서 추출할 수 있다. Fig. 4B를 여과하면 Fig. 4C

해낼 수 있고 이에 대한 분석도 할 수 있다. Fig. 3

와 4D로 분리된다. Fig. 4C에서는 부교감신경의 영

은 5분 동안의 심박변이도 파형 또는 타코그램을 파

향을 보여주는 0.15-0.4 Hz대의 고주파수들이 여과

워스펙트럼으로 전환한 것이다. 심박변이도 파워스

과정을 통하여 제거되고 교감신경의 활성도를 보여

펙트럼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주파수 대역으로 나뉘

주는 저주파수만이 남아 있다. Fig. 4D에서는 0.04-

어 진다: VLF (0.0033-0.04 Hz), LF (0.04-0.15 Hz),

0.15 Hz 사이의 저주파수가 제거되고 부교감신경의

HF (0.15-0.4 Hz). 고주파수(HF) 대역은 박동간 변

활성도만을 볼 수 있다. 60초에서 120초 사이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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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 증가는 교감신경계에 의하여 매개되며, Fig. 4D
에서는 이것이 여과되어 있다. 또한 Fig. 4D에서 보

A

면 심박수 증가가 부교감 신경의 억제에도 기인함을
알 수 있다. 교감신경 유출(sympathetic outflow)의 증
가는 흔히 부교감신경 억제와 동반되며, 부교감신경
활성도 증가는 교감신경 억제와 흔히 동반된다. 교
감신경 펄스가 나타나기 전의 사인파(sine wave)와
비슷한 형태(Fig. 4B)는 호흡과 심박변이도 사이에
나타나는 “동반현상(entrainment)”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조용히 자고 있을 때나 아주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자주 볼 수 있다.
이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B

∙ 신경성 혹은 호르몬성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
에서의 심박수는 100-120 beats/min이다.
∙ 굴심방결절에 의한 부교감신경성 자극의 반응
시간은 아주 짧으며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준다. 심
박수의 갑작스런 변화는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매개
된다.
∙ 심장은 교감신경성 자극에 대하여 느리게 반응

C

한다. 심박수가 영향을 받기 전에 5초 정도의 시간
지연이 있다.
∙ 교감신경성 자극에 대하여 심장이 느리게 반응
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미주신경의 자극에 대하여
는 순간적으로 반응한다. 이 현상을 이용하여 교감
신경과 부교감신경 활성도를 독립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D

심박변이도 분석법(Measurement of HRV)
시계열분석법(Time Domain Methods)
간단한 시계열분석법(Simple Time Domain Methods): 심박수의 변이를 분석하는 방법 중에 가장 간
단한 것은 시계열분석이다. 시계열분석에는 정상
QRS 복합체 간의 시간 간격 혹은 특정 시점에서의
순간심박수를 측정한다. 즉, 지속적으로 기록된 심전
도에서 굴심방결절(sinus node)의 탈분극에 의해서만

Fig. 4. Example showing how filtering techniques can be
used to separate the sympathetic and parasympathetic effects on heart rate. This Fig. also
illustrates the entrainment (sine wave) pattern
often seen during restful sleep or deep relaxation.

발생한, 연이은 정상 QRS 복합체 간의 시간 간격인
NN 간격(normal-to-normal interval, NN interval) 혹은
순간심박수가 계산된다. 간단한 시계열변수에는 (1)

간 차이(the difference between night and day heart

평균 NN 간격, (2) 평균 심박수, (3) 최장 NN 간격

rate) 등이 있다. 그 이외에 호흡, 몸의 경사, Val-

과 최단 NN 간격 간의 차(the difference between the

salva maneuver, phenylephrine 주입에 이차적인 순간

longest and shortest NN interval), (4) 심박수의 주야

심박수의 변이(variations in instantaneous hear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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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ary to respiration, tilt, Valsalva maneuver, or
phenylephrine infusion)가 있다. 이러한 차이값은 심
박수의 차이 혹은 주기 길이(cycle length)의 차이 중
의 하나로 기술된다.
통계적 시계열분석법(Statistical Time Domain Methods): 심전도 기록을 오래(대개 24시간)하여 얻은 순
간심박수 혹은 주기 간격(cycle interval) 자료로부터,
좀 더 복잡한 통계적 시계열측정치(statistical time domain measures)를 얻을 수 있다. 통계적 시계열측정
치에는 (1) NN 간격 혹은 순간심박수에서 직접적으
로 측정한 것과, (2) NN 간격의 차이값으로부터 측
정한 것들이 있다. 이러한 변수들은 전체 심전도 기
록 혹은 심전도 기록의 분절을 분석하여 계산하는
데, 분절분석은 휴식, 수면 등 활동 정도가 다른 여

으로 억제된 경우에는 100 msec 이하로 추천하고 있
다. 심전도 기록 시간이 짧아질수록 SDNN은 보다
짧은 주기길이(cycle length)를 추정하게 된다. 또한
분석구간이 길수록 심박변이도의 전체 분산은 커진
다. 따라서 임의의 길이로 선택한 심전도 기록에서
계산된 SDNN은 신뢰할만한 통계량이 되기 어렵다.
기록 기간이 다른 심전도 자료들에서 계산된 SDNN
을 비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으며, SDNN을 계산하
는데 필요한 기록 기간은(다른 심박변이도 변수도
마찬가지이다) 반드시 표준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표준화된 기록 기간에는 단기분석에는 5분, 장기분
석에는 24시간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SDANN은 전체 심전도 기록의 분절(대개 5분)로
부터 계산되는 통계변수인데, 24시간 심전도 기록
중 모든 5분 분절의 NN 간격 평균(평균 심박수)의
1
S

2

s

러 상황에서의 심박변이도를 비교 분석할 수 있게

표준편차 (SDANN=

해준다.

수,

가장 간단한 변수로 SDNN (standard deviation of
the NN intervals)이 있는데, SDNN은 NN 간격의 분
산의 제곱근이다. 즉, SDNN은 24시간 ECG 기록 전
체에서 정상적인 RR 간격(normal RR interval, NN

의 평균)를 의미하며, 이것 역시 msec로 측정된다.
SDANN은 5분 이상의 주기로 변하는 심박변이도에
대한 추정치이며, SDNN에 비례한다.
SDNN Index는 24시간 심전도 기록에서 NN 간격

interval)의

표준편차 (SDNN =

1
N-1

N-1

2
∑i (RR i - RR) , RR:

RR간격의 평균)를 말하며, msec 단위이다. 분산(variance)은 수학적으로 파워분석의 총파워와 동일하므
로 SDNN은 심박변이도에 기여하는 모든 주기 요소
들을 반영한다. 대개 SDNN은 24시간에 대하여 계산
되므로, SDNN은 심전도를 기록한 24시간 전체에서
심박변이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호르몬성 영향에 대한 심장의 내
인성 반응 능력을 반영해 준다고 알려진 느린 진폭
(slow oscillation)까지 포함되어 있다. 즉, 단기 HF 변
이뿐만 아니라 24시간 분석에서 볼 수 있는 ULF 요
소도 포함된다. 심박수는 혈중 호르몬에 의하여 아
주 느리게 변화하나, 자율신경 자극에 의한 것보다
더 오랫동안 그 효과가 유지된다. SDNN의 감소는
좌심실 기능장애, 최대 creatine kinase 수치와 킬립군
(Killip class)과 밀접히 관련이 있으며, 좌심실 박출
계수 감소와 후 전위(late potential)와 같은 이미 알
려진 위험요소들과는 별도로 심인성 급사와 심실빈
맥의 위험도 증가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밝
혀졌다. SDNN의 최대 제한값(cut-off value)은 아주
억제된 경우에는 50 msec 이하로 그리고 보통 수준

mRR

i

∑i (mRR i - mRR )

, S: 분절의 개

: i-번째 분절의 RR 간격 평균,

의 5분 표준편차들의 평균 (SDNN
S: 분절의 개수,

SDNN i :

index =

mRR :

1
S

mRR i

s

∑i SDNN i ,

i-번째 분절의 SDNN)이다.

즉, SDNN Index는 24시간 심전도 기록을 288개의 5
분 분절로 나누고, 각각의 5분 분절 내에서 RR 간
격의 표준편차를 계산한 뒤, 이들의 평균을 구하여
얻을 수 있다. SDNN index는 5분 분절 동안 심박변
이도에 영향을 끼친 요인에 의하여 야기되는 변이
도, 즉 5분 미만의 주기로 변하는 심박변이도의 추
정치이며, 주로 심박변이도에 대한 자율신경계 영향
(autonomic influence)을 측정하는 값이라고 받아들여
지고 있다.
SDNN Index와 SDNN의 차이는 Fig. 5에서 보여주
는 심장이식환자의 자료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
다. 이 환자는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SDNN인 83을
보여주고 있지만 SDNN Index는 11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식된 심장은 호르몬과 다른 자극들에
대해서는 반응할 수 있지만, 신경이 제거되었기 때
문에 자율신경 조절에는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러므로 심장이식을 받지 않은 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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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is heart transplant recipient has a relatively high SDNN (83) and a very low SDNN Index (11). The SDNN
primarily reflects the heart's intrinsic ability to respond to hormonal changes and the SDNN Index reflects autonomic effects on hear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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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심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환자의 자율신경

값이 작을수록 건강한 상태이다.
RMS-SD, NN50 pNN50는 모두 단기 변이도를 반

계에 영향을 주는 병리학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

영하며, 심박수의 HF 변이도를 추정하고 또한 HF

미한다. SDNN이 높은 것은 모든 심장이식 환자들에

변이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정상수준의 SDNN과 낮은 SDNN Index를 보이는 것

게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며, 이 값이 이식 환자의
사망률이나 거부반응을 예견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하학적 분석법(Geometric Methods)

지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정상보다

NN 간격의 연속적인 자료들은 NN 간격 지속시간

더 높은 SDNN Index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duration)의 표본밀도분포(sample density distribution

이들은 대체적으로 정상인보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

of NN interval durations), 인접 NN 간격 차이의 표본

경이 더 활성화되어 있다. 정상보다 변이도가 높은

밀도분포(sample

환자들을 더욱 많이 분석함에 따라, 이들의 임상적

between adjacent NN intervals), NN 혹은 RR 간격의

그리고 병리학적인 해석이 더욱 확실해질 것이다.

Lorenz plot 등과 같은 기하학적 패턴으로도 변환할

density

distribution

of

differences

간격의 차이값으로부터 계산되는 측정치들 중 가장

수 있다. 이러한 기하학적 패턴은 기하학적 혹은 그

많이 사용되는 것은 RMS-SD, NN50, pNN50이다. RMS-

래프의 특성에 따라서 변이도를 판단하는 간단한 공

SD는 연속되는 NN 간격 차의 제곱 평균에 대한 제곱

식을 사용한다.

근을

나타낸다 (R MSSD =

1
N-1

N-1

2
∑i (RR i - RR i + 1 ) ,

RR i :

기하학적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는데 (1) 특정 수
준에서 분포 히스토그람의 넓이 등을 측정하여 이를

i번째 RR 간격). 이 값은 연속되는 QRS 복합체 간

심박변이도로 변환하는 방법, (2) 분포 히스토그람을

의 시간 간격을 msec로 계산하고, 각각의 값에 대한

삼각형으로 근사(approximation)하거나 미분 히스토그

제곱들의 평균을 구한 다음, 다시 제곱근하면 구해

람(differential histogram)을 지수함수 곡선(exponential

진다. RMS-SD는 심박수에 대한 단기 변이를 반영하

curve)으로 근사하는 등 수학적으로 정의된 형태로

는데, 심박변이도에서 고주파수 대역의 박동 간 변

기하학적 패턴을 내삽(interpolation)하는 방법, (3) 기

이도(variation)를 예측하는데 사용되는 주된 시계열

하학적 형태에 따라서 몇 가지의 범주(타원형, 직선

측정치이고, 따라서 심장에 대한 부교감신경계의 조

형, 삼각형 등의 Lorenz plots)로 나누고 이 범주는

절에 대한 예측치이며, 이 값이 클수록 건강한 상태

각각의 심박변이도를 반영하는 방법.

이다.

대부분의 기하학적 방법은 RR 혹은 NN 간격들이

NN50은 인접한 NN 간격 간의 차이가 50 msec 보다
큰 경우가 총 몇 개인가를 나타낸다. 즉, 위상 그림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0 msec 이내에 해당하는 점들의
N

수이다 (NN50 = ∑
i,k

C (∣RR i - RR k ∣ - 50 ms) ,

x ＜= 0, C (x) = 0, if x ＞ 0,

RR i :

연속적이지 않고 분리된 값으로 측정 혹은 변환되어
야 한다. 분리된 정도는 너무 조밀하지도 너무 떨어
져 있어도 안되며 부드러운 형태의 히스토그람을 만

C (x) = 1, if

들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 경험상으로 보면 현재

i번째 RR 간

상업화되어 있는 장비의 정밀도에 해당하는 8 msec
(정확하게는 7.8125 msec = 1/128 seconds) 정도의

격).
pNN50은 전체 NN 간격에 대하여, 인접한 두 NN

bins 길이가 적당하다.

간격의 차이가 50 msec 보다 큰 NN 간격의 비율을

HRV triangular index는 밀도분포의 적분값(모든

의미한다. 즉, 위상그림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0

NN 간격의 수)을 밀도분포의 최고치(최빈 bin에서의

msec 이내에 해당하는 점들의 백분율(%)을 의미한다

NN 간격 수)로 나눈 값이다. HRV triangular index는

( pNN50 =

(

N

C ( ∣ RR i - RR k ∣ - 50 ms)
∑
i,k
N

2

)

bin의 길이, 즉 측정되는 분리형 척도의 정밀도
× 100 , C (x)

(precision of the discrete scale)에 따라서 달라진다.

i번째

따라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128 Hz의 샘플링 속도

RR 간격). 이 역시 RMS-SD와 마찬가지로 심장에서
의 부교감신경의 조절을 볼 수 있는 측정치이며, 이

(sampling rate)와 다를 경우 bin의 크기를 반드시 언

= 1, if x ＜= 0, C (x) = 0, if x ＞ 0,

RR i :

급하여야 한다. NN 간격 히스토그람의 삼각형 내삽
(TINN, triangular interpolation of NN interval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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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ram)은 NN 간격 분포를 근사하는 삼각형의 밑변
이며 NN 간격 분포의 기준 넓이이다. HRV triangular index와 TINN을 계산하는 방법은 Fig. 6에 나
와 있다. HRV triangle index와 TINN은 24시간 심전
도 기록 전체의 전반적 심박변이도(overall HRV)를
의미하며, 주로 고주파수보다는 저주파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기하학적 방법의 장점은 NN 간격에
대한 분석의 질(quality)에 비교적 둔감하다는 것이
다. 단점으로는 기하학적 패턴을 만들어 내기 위하
여 일정 개수 이상의 NN 간격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 최소 20분(대개 24시간)의 심전도 기록이 필요하
며 이는 심박변이도의 단기 변화를 평가하기에는 부
적절함을 의미한다.
시계열분석법과 기하학적 분석법에 대한 권고사항
은 다음과 같다.
∙ 다양한 시계열측정치들이 Table 1에 요약되어
있으며, 이들은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
에 다음의 4가지 측정치들을 심박변이도 평가의 시
계열측정치로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1) SDNN
(HRV의 전반적 추정치), (2) HRV triangular index
(심박변이도의 전반적 추정치), (3) SDANN (심박변
이도의 장기 요소에 대한 추정치), (4) RMSSD (심박
변이도의 단기 요소에 대한 추정치).
∙ HRV triangular index가 심전도 신호의 전처리
(preprocessing)에 있어서 격식이 없기(casual) 때문에
두 가지의 전반적 심박변이도 추정치를 측정하기를
권고한다.

Fig. 6. To perform geometric measures on the NN interval
histogram, the sample density distribution D is
constructed, which assigns the number of equally
long NN intervals to each value of their lengths.
The most frequent NN interval length X is
established, that is, Y=D(X) is the maximum of the
sample density distribution D. The HRV triangular
index is the value obtained by dividing the area
integral of D by the maximum Y. When the
distribution D with a discrete scale is constructed
on the horizontal axis, the value is obtained
according to the formula HRV index = (total
number of all NN intervals)/Y. For the
computation of the TINN measure, the values N
and M are established on the time axis and a
multilinear function q constructed such that q (t)
= 0 for t ≤ N and t ≥ M and q (X) = Y, and
∞
2
such that the ∫ (D (t)- q (t)) dt integral is the
minimum among all selections of all values N and
M. The TINN measure is expressed in milliseconds
and given by the formula TINN = M - N.

∙ RMS-SD의 통계적 특성이 더 낫기 때문에
pNN50이나 NN50보다는 RMS-SD를 권고한다.
∙ 전반적 심박변이도, 장기 요소, 단기 요소를 반
영하는 각각의 측정치들은 서로를 대신할 수 없으
며, 이들을 선택하는 것은 특정 연구의 목표에 부합
하여야 한다.

정량화 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주파수계열분석법(Frequency Domain Methods)
시계열분석 보다 PSD (power spectrum analysis) 분

∙ NN 간격 혹은 순간심박수에서 바로 계산된 측

석의 주요 이점은 주파수에 대한 함수로서 파워 분

정치와 NN 간격의 차이값으로부터 계산된 측정치는

포가 어떠한지(분산, variance)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구별되어야 한다.

며, 이로서 24시간 동안의 어떠한 시간대에서도 자

∙ 심전도 기록시간이 다른 자료로부터 계산된 시

율신경계의 균형을 정량화 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계열측정치들은 서로 비교할 수 없으며 이는 전반적

이와 더불어,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 가지와 부교감

심박변이도를 반영하는 측정치들에서 더욱 그러하다.

신경 가지를 반영하는 심박변이도 스펙트럼 요소인

∙ 시계열 측정치는 계산하기가 쉽지만 자율신경

초저주파수(VLF), 저주파수(LF), 고주파수(HF)를 그

계 중 어떤 가지(branch)가 일시적인 파워의 분포에

래프화 함으로써 각 자율신경 가지(branch)의 하루주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고,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기(circadian rhythm)를 정량화하고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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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lected Time Domain Measures of HRV
ꠧꠧꠧꠧꠧꠧꠧꠧꠧꠧꠧꠧꠧꠧꠧꠧꠧꠧꠧꠧꠧꠧꠧꠧꠧꠧꠧꠧꠧꠧꠧꠧꠧꠧꠧꠧꠧꠧꠧꠧꠧꠧꠧꠧꠧꠧꠧꠧꠧꠧꠧꠧꠧꠧꠧꠧꠧꠧꠧꠧꠧꠧꠧꠧꠧꠧꠧꠧꠧꠧꠧꠧꠧꠧꠧꠧꠧꠧꠧꠧꠧꠧꠧꠧꠧꠧꠧꠧꠧꠧꠧꠧꠧꠧꠧꠧꠧꠧꠧꠧ
Variable
Units
Descriptio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tatistical measure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DNN
msec
Standard deviation of all NN intervals
SDANN
msec
Standard deviation of the averages of NN intervals in all 5-minute segments of
the entire recording
RMSSD
msec
The square root of the mean of the sum of the squares of differences between
adjacent NN intervals
SDNN index
msec
Mean of the standard deviations of all NN intervals for all 5-minute segments of
the entire recording
SDSD
msec
Standard deviation of differences between adjacent NN intervals
NN50 count
Number of pairs of adjacent NN intervals differing by more than 50 ms in the
entire recording; three variants are possible counting all such NN intervals pairs
or only pairs in which the first or the second interval is longer
pNN50
%
NN50 count divided by the total number of all NN interval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Geometric measure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HRV triangular index
Total number of all NN intervals divided by the height of the histogram of all
NN intervals measured on a discrete scale with bins of 7.8125 ms (1/128 seconds)
TINN
msec
Baseline width of the minimum square difference triangular interpolation of the
highest peak of the histogram of all NN intervals
Differential index
msec
Difference between the widths of the histogram of differences between adjacent
NN intervals measured at selected heights
(eg, at the levels of 1,000 and 10,000 samples)
Logarithmic index
Coefficient φof the negative exponential curve k․e-φt, which is the best
approximation of the histogram of absolute differences between adjacent NN
interval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파워스펙트럼 분석을 통하여 심박수의 박동간 변

단기 측정(Short-term recordings): 2-5분간의 단

화에 대한 가용 정보를 추출하는 데는 두 가지 접근

기 측정에서 계산되는 스펙트럼은 VLF, LF, HF의

방법이 이용된다. 첫 번째는 5분 분절분석(5-minute

세 가지 주 스펙트럼 요소가 존재한다.

segment analysis) 혹은 단기분석(short-term analysis)인

VLF 요소의 생리적 설명은 정의가 잘 되어 있지

데, 이는 심박수에 대한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측정

않으며, VLF 요소의 변화를 일으키는 특정 생리적

한다. 두 번째는 24시간 분석(24-hour analysis) 혹은

과정이 있는지도 의문시된다. 일관된 특성을 가지지

장기분석(long-term analysis)이며, 체온조절(thermore-

않고 있고 기준선이나 경향 제거(trend removal)용 알

gulation), renin-angiotensin 시스템, 기타 다른 호르몬

고리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비조화성 요소(nonhar-

성 요인 등과 같은 장기 조절 기전(long-term reg-

monic component)가 VLF의 주요소인 것으로 알려져

ulation mechanism)에 의한 극도로 느린 심박수 변화

있다. 따라서 5분 이하의 단기 측정에서 얻어진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VLF는 신뢰할 만하지 않으며 단기 심전도의 PSD

PSD의 주요 단점으로는 계산이 아주 복잡하고,
모든 변수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성능이 좋
아야 하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분석에서는 빼야 한다.
5분 분절분석은 심박수에 미치는 자율신경계 영향
과, 교감신경 가지와 부교감신경 가지의 하루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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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심박변이도 기록(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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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대역의 파워는 총파워의 5% 정도이다.

을 5분 간격의 분절로 나누면 호르몬 및 기타 다른

부교감신경의 활성(고주파수 대역) 감소는 일련의

요인들의 효과를 반영해 준다고 생각되는 극초저주

심장 질환에서 발견되며, 스트레스나 공황을 겪거나,

파수 대역(ultra-low frequency, ULF)이 여과된다. 빠

불안과 걱정에 빠진 사람들에서도 발견된다. 부교감

른 푸리에 변환(FFT: Fast Fourier Transforms)은 각각

신경활성의 저하는 노화에 의한 심박변이도 감소의

의 5분 분절에서, 3종류의 스펙트럼 대역(band) 혹은

상당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구역(region)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파워 분포와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HF 대역의 파워가

VLF, LF, HF 최고치(peak)의 중앙 주파수(central fre-

저녁 시간대에 증가하고 낮에는 감소하는 것을 쉽게

quency)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호흡과 심장에 대

볼 수 있다. 통증에 시달리는 일부 사람들 중 밤 시

한 자율신경 조절에 따라서 달라진다.

간대 고주파수 대역의 파워 증가가 통증이 없을 때

2

각 주파수 대역의 파워는 msec 으로 표시된다. 심
2

박변이도의 파워 스펙트럼 단위(msec )는 처음에는

의 밤 시간대 증가분보다 훨씬 크다는 점은 흥미롭
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약간 혼동스러울 수 있다. 세로축의 단위는 msec인

저주파수 대역(Low Frequency band): 저주파수

데 이는 심박동 간의 간격이 msec로 측정되기 때문

(LF) 대역은 파워스펙트럼 대역(power spectrum range)

이며, 이러한 시간 간격들이 주파수분석을 하기 위

에서 0.04-0.15 Hz사이에 위치하며, 교감신경과 부

한 신호를 생성한다. 파워스펙트럼이 계산될 때마다

교감신경 활성도를 모두 반영한다. 그러나 장시간

그 값은 제곱이 되며, 심박변이도 분석의 경우 시간

기록하면 대부분의 경우, 교감신경 활성도를 더 반

측정으로부터 얻어지는 파형을 대상으로 스펙트럼

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로서, 편두통 환자들과 같

분석을 하므로 세로축은 msec2으로 표시된다.

이 교감신경의 활성이 과잉으로 나타나는 환자들에

LF 및 HF 파워는 자율신경계의 평균적인 활성수

있어서, 저주파수 대역의 변동(fluctuation)은 정상인

준을 나타낸다기 보다는, 심장에 전달되는 자율신경

들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며, propranolol이 이를 감소

자극의 변동수준을 나타낸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저주파수 대역이 β-교감신경

러므로, 낮은 심박변이도는 자율신경이 전적으로 차

계의 조절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단되거나 교감신경계의 활성이 아주 증가하기 때문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에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낮

부교감신경의 영향은 분당 호흡회수가 분당 7회

은 심박변이도 값이 관찰되었을 때 심박수의 평균값

이하이거나 깊은 호흡을 할 경우에 특히 뚜렷해진

을 살피는 것이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를 분명히 하

다. 저주파수 대역은 이전에는 “압력수용체 대역

기 위해서 중요하다.

(baroreceptor range)” 또는 “중간주파수 대역(mid fre-

고주파수 대역(High Frequency Band): 고주파수

quency band)”이라고 불려졌는데, 이는 저주파수 대

스펙트럼은 288개의 5분 분절에서 0.15-0.4 Hz 대

역이 압력수용체 및 혈압파형(blood pressure wave)의

역에서의 파워이다. 이 주파수 대역은 부교감신경

활동성, 그리고 공명(resonance)을 반영하기 때문이

또는 미주신경의 활성을 보여주며, 심박수의 변화가

다. 이와 비슷하게, 지금의 초저주파수(VLF) 대역은

호흡주기와 관계 있기 때문에(호흡성 굴심방부정맥,

예전에는 저주파수 대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 점

respiratory sinus arrhythmia) 호흡대역이라고 불리우

은 오래된 문헌을 참고할 경우 혼동을 막기 위해서

기도 한다. 심박수는 흡기 때 증가하고 호기 때 감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소한다. 호흡에 의한 심박수 진동(oscillation)의 크기

깊은 이완(relaxation), 수면 혹은 Freeze-Frame과

는 다양한데, 아주 느리고 깊은 호흡을 할 경우 대

Heart Lock-In 같은 자율신경계 균형을 촉진시키는

개 커진다. 호흡에 의한 심박변이도의 기전은 매우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심박변이도와 호흡이 자발

복잡하며 중추신경성 상호작용과 반사신경성 상호작

적으로 동조(synchronization) 혹은 동반(entrainment)될

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미주신경을 완전히 차단

수 있는데, 이러한 동반현상은 0.1 Hz 대역 근처에

시키면(total vagal blockade) 고주파수 진동이 제거되

서 발생한다. 이 현상은 저주파수 대역의 중심에 위

고 저주파수의 대역에서의 파워가 감소된다. 고주파

치하며 교감신경 활성도 증가에 의한 것처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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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제로는 주로 부교감신경의 활성도와 혈관 공

혈증과 동조되었다. 즉 가스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명(vascular resonance) 증가에 의한다. 복잡한 모의실

경우 초저주파수 대역의 파워가 증가한다고 할 수

험에 의하면 저주파수 대역 총파워의 50% 가량이

있으며, 초저주파수 대역은 압력반사고리(baroreflex

아마도 중추신경계로부터 발생하여 굴심방결절에 부

loop)의 혈관운동 부위(vasomotor part)의 자체 진동

딪히는 신호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고, 나머지 파워

(self-oscillation)으로부터 기인하고, 무호흡 동안 초저

의 대부분은 동맥압조절 되먹임고리(arterial pressure

주파수 대역의 증가(augmentation)는 교감신경 자극

regulation feedback loop)에서의 공명 때문이었다. 교

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이러한 견해는 무호흡 동안

감신경계는 0.1 Hz 이상에서는 작동하지 않으며, 부

에 근육신경의 교감신경 활성도가 증가한다는 관찰

교감신경계는 0.05 Hz에서도 작동하는 것으로 관찰

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되다. 호흡수가 느린 기간(periods of slow respiratory

피로로 지친 사람이나 부정맥 환자들을 살펴본 결

rate)이 있는 환자들에서, 부교감신경 활성도가 저주

과 이들은 공통적으로 SDNN과 극초저주파수(ULF)

파수 대역까지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파워가 상대적으로 정상이었지만, 초저주파수(VLF)

저주파수 대역의 하한 영역(lower end)과 초저주파

의 파워와 SDNN Index가 낮았다. 초저주파수 대역

수 대역에서는 심장과 관련 있는 교감신경의 활성과

은 저주파수와 고주파수 대역에 비하여, 모든 원인

더불어, 혈관운동 활동성(vasomotor activity)과 체온

에 의한 사망률(all-cause mortality)과 더 깊은 연관성

조절 활동성(thermoregulation activity)이 파워에 기여

이 있고, 이와 더불어 초저주파수 대역의 파워가 낮

한다.

으면 부정맥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이 있다.

신경활성도(neural activity)의 변동(fluctuation)과 신

5분 총파워(5-Minute Total Power): 5분 총파워는

경활성도의 평균 사이의 정확한 관련성은 아직까지

각 5분 분절 총파워의 평균이며 초저주파수, 저주파수

명확하지 않지만, 대략 직선적인 관계를 가진 것으

그리고 고주파수 파워스펙트럼 대역(0.4 Hz 미만 대

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 반대되는 신

역)을 포함한다. 5분 총파워는 전반적 자율신경계 활

경경로(neural pathway)가 평형을 이루고 있을 경우에

성도의 지표이나 교감신경계 활성도가 주 요소이다.

만 적용되며, 신경활동이 없거나 포화된 수준의 활
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LF/HF Ratio: LF/HF Ratio는 저주파수 대역과 고
주파수 대역 파워의 비이며, 높을 경우 교감신경이

초저주파수 대역(Very Low Frequency Band): 초

활성화되었거나 부교감신경의 활성이 억제되었다는

저주파수 대역은 심박변이도 파워 스펙트럼 영역 중

것을 의미한다. LF/HF Ratio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

0.0033-0.04 Hz의 주파수 대역을 이르며, 초저주파

신경계 사이의 전반적 균형을 정량화 하는데 도움이

수 요소의 발생에 관한 완전한 생리학적인 설명과

된다

기전들은 저주파수와 고주파수 요소에 비하면 다소

저주파수 대역과 고주파수 대역의 표준화된 파

부족한 편이다. 그러나 자율신경의 영향 이외에도

워[Normalized LF (LF norm)and HF Power (HF

이 주파수 대역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기

norm)]: 심박변이도의 절대 파워 단위인 msec2이 초

조절 기전들은 체온조절, renin-angiotensin 시스템과

저주파수, 저주파수 그리고 고주파수 대역에서의 자

다른 여러 호르몬성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심장

율신경 활성도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이식환자들과 같이 더 이상 심장에 자율신경이 분포

저주파수와 고주파수 대역은 표준화된 단위로도 측

하지 않는 경우, 초저주파수 대역의 활성도를 찾아

정할 수 있다. 저주파수와 고주파수 대역의 파워를

보기가 어렵다는 것은, 초저주파수 대역 활성도의

표준화된 단위로 표시하면 초저주파수 파워의 변화

대부분이 자율신경계의 영향에 의한다는 것을 의미

로 저주파수와 고주파수 요소가 영향을 받는 것을

한다. 그러므로 초저주파수 대역은 교감신경 기능의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

부가적 지표라 할 것이다.

경 간의 균형에 중점을 둔 것이다. 본질적으로, 이러

수면무호흡증(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 환

한 표준화 과정은 24시간 전체에 걸쳐서 두 종류의

자들에서 무호흡 동안 초저주파수 대역의 파워가 증

단기 심혈관 리듬의 상대적인 파워를 비교하는 방법

가했으며, 이는 호흡정지(respiratory arrest)나 저산소

으로 사용된다. 교감심경계나 부교감신경계 중 하나

최병문․노규정：심박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 HRV)

가 큰 활성 변화를 일으키는 중에도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표준화된 HF 값(HF norm)은 3가지 주파수 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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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를 대상으로 한 스펙트럼 분석이나 5분 분절들
의 스펙트럼 분석 결과값을 24시간으로 평균한 값은
같으며, 이는 LF와 HF 요소의 변화를 일으키는 조

파워를 먼저 측정하고, VLF 대역을 총파워로부터

절 기전의 평균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평균값은 단

빼서, 그 결과로 HF 파워를 나눈다. 이렇게 하여 얻

기 측정에서 얻어진 RR 간격에 대한 자율신경 조절

어진 값에 100을 곱하여 Y축을 0부터 100까지의 단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없도록 한다. 심박변이도 요소

위로 표시한다.

들은 자율신경 긴장도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

[HF norm = HF/(total power - VLF) × 100]

라 자율 신경 조절의 정도를 나타내며 조절 정도의

스펙트럼 요소의 파워 분포를 완전하게 기술하기

평균이 긴장도 수준의 평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위해서는 LF와 HF의 절대값도 같이 표시를 해주어
야 한다.

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극초저주파수 파워(Ultra Low Frequency Power):

대부분의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수면 중에 HF

극초저주파수 파워는 0.0033 Hz 미만인 주파수 대역

norm이 LF norm보다 크고, 깨어있는 동안에는 LF

의 파워이며, SDNN과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

norm이 HF norm보다 높다. 이런 교차현상은 노화가

고, ULF 파워가 낮을 경우 심근경색 후 사망률을

진행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은

예측할 수 있게 한다.

교감미주신경의 균형(sympathovagal balance)이 나이

총파워(Total Power): 총파워는 24시간 동안의 모

가 들수록 교감신경 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의미한

든 주파수 대역의 파워를 말하며 ULF, VLF, LF 그

다. 이는 부교감신경의 활성도 감소 때문인데 나이

리고 HF 모두를 포함한다. 총파워의 대부분은 ULF

에 따른 부교감신경 활성도 감소 속도는 교감신경보

대역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총파워가 심인성 급사

다 더 빠르다.

(sudden cardiac death)의 위험성과 심근경색 후 모든

장기 측정(Long-term recordings): 스펙트럼 분석
은 24시간 전체의 NN 간격 자료 분석에 사용할 수

원인에 의한 사망률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은 그
리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있다. 24시간 분석을 하면 VLF, LF, HF 요소 이외
에도 ULF 요소도 얻을 수 있다. 스펙트럼 값을 선형
적으로 적합하여 24시간 스펙트럼의 기울기를 loglog 척도(scale)로 평가할 수도 있다(Fig. 7).
불변성(stationarity)의 문제는 흔히 장기측정에서
다뤄진다. 스펙트럼 분석기법을 정확하게 적용하려
면 대상 자료가 변하지 않아야 하는데(stationary), 이
것은 분석 기간 동안 어떤 주파수 대역의 파워에 기
여하는 생물학적 과정의 공헌 정도가 일정하여야 함
을 의미한다. 짧은 기간이라면 원인이 되는 생물학
적 과정이 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대상 자료도 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어떤 주파수의
심장 주기 조절을 야기하는 기전이 전체 측정 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심박변이도의
주파수 요소는 이러한 조절에 대한 측정치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조절기전이 불안정하
다면 주파수 분석의 결과는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LF와 HF 요소의 변화를 일으키는 심장 주기
조절 기전은 24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가 어렵다. 따라서 LF와 HF 요소에 대하여, 24시간

Fig. 7. Example of an estimate of power spectral density
obtained from the entire 24-hour interval of a
long-term Holter recording. Only the LF and HF
components correspond to peaks of the spectrum,
while the VLF and ULF can be approximated by
a line in this plot with logarithmic scales on both
axes. The slope of such a line is the a measure
of H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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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적 분석법(Nonlinear Methods): 심박변이도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발생에는 비선형적 현상이 분명히 포함된다. 이러한

각각의 스펙트럼 요소와 잘 정의된 생리적 기전을

비선형적 현상은 혈역학, 전기생리학, 체액성 변수

연관시키려면, 측정 기간 동안 심박수 조절 기전들

뿐만 아니라 자율신경과 중추신경 조절의 복잡한 상

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일시적인 생리적 현상을 특

호작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비선형적으로 심박변이

별한 방법으로 분석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연구

도를 분석하면 보다 가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단계이며 실제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다. 스펙트럼

급사의 위험 요인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요소 별로 신호의 안정성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전통

왔다.

적인 통계적 검증 방법을 사용하면 될 것이다. 샘플

심박변이도의 비선형적 특성을 측정하는데 사용되

링 속도(sampling rate)는 적절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는 파라미터에는 1/f scaling of Fourier spectra, H

샘플링 속도가 느리면 R 파의 기준점 추정이 불안

scaling exponent, Coarse Graining Spectral Analysis

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스펙트럼을 크게 변화시

(CGSA) 등이 있고, 그림으로 표시하는 방법에는

킨다. 적절한 샘플링 속도는 250-500 Hz 혹은 그

Poincare sections, low-dimension attractor plots, singu-

이상이며, 내삽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R 파의 기준

lar value decomposition, attractor trajectories 등이 있

점을 정교하게 할 경우에만 이보다 낮은 샘플링 속

다. 기타 다른 정량적인 방법에는 D2 correlation di-

도(그러나 ≥ 100 Hz)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일 수

mension, Lyapunov exponents, and Kolmogorov entro-

있다.

py 등이 있다. 원리상으로 보면 이러한 방법들이 여

기준선과 경향 제거(baseline and trend removal)를

러 가지 복잡한 시스템의 특성을 기술하는데 강력한

할 경우 스펙트럼의 낮은 주파수 대역에 영향을 미

도구이나, 심박변이도를 포함한 생체신호에 적용해

칠 수 있다. 여과에 대한 주파수 반응, 회귀 알고리

보면 현재로서는 뚜렷한 이점이 없다. 이는 적분형

즘의 양태를 검사하고, 분석할 스펙트럼 요소가 이

복잡도측정치(integral complexity measures)가 생물학

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적 시스템을 분석하는데 적합하지 않아서 생리학적

것이 좋다. QRS의 기준점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

혹은 임상적 의미를 가질지도 모르는 RR 간격의 비

하다. 안정되고 신호잡음 없는 기준점을 찾아주는

선형적 변동을 감지하는데 둔감하기 때문일 것으로

잘 검증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야 한다(derivative

생각된다. 그러나 scaling index method와 같은 미분

plus threshold, template, correlation method). QRS 복

형 복잡도측정치(differential complexity measures)는

합체 내에 위치한 기준점은 심실성 전도장애에 의하

좀 더 나은 결과를 보였으나, 이 방법으로 많은 인

여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기외수축, 부정맥, 자료

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없다.

손실(missing data), 신호잡음은 심박변이도의 PSD 추

현재로서는 비선형적 방법은 심박변이도 평가에 있

정을 변하게 할 수도 있다. 적절한 내삽 혹은 선형

어서 잠재적 가능성만 보여주고 있고, 표준이 없으

회귀 및 이와 유사한 알고리즘을 심박변이도 신호

며, 이러한 방법들의 모든 범위를 평가할 수도 없다.

상의 선행 및 후발 심박에 적용하거나 이들의 자동

기술과 비선형적 방법에 의한 결과 판독의 발전이

상관함수(autocorrelation function)에 적용하면 이러한

이루지고 나면 생리적 혹은 임상 연구에 이용될 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기외수축, 자료 손실, 신호잡

있을 것이다.

음이 제거된 단기 측정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기외수축만 제거된 단기측정이 선택편

주파수계열분석의 기술적 필요조건과 권고사항

견(selection bias)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는

(Technical Requirements and Recommendations)

적절한 내삽을 사용하여야 하고 기외수축에 의하여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기 및 장기 심전도 측정에 대한 스펙트럼 분석
은 결과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분석될 심전도 신호로부
터 믿을만한 스펙트럼 추정치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제거되고 내삽된 RR 간격의 상대적인 수와 시간도
언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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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lected Frequency Domain Measures of HRV
ꠧꠧꠧꠧꠧꠧꠧꠧꠧꠧꠧꠧꠧꠧꠧꠧꠧꠧꠧꠧꠧꠧꠧꠧꠧꠧꠧꠧꠧꠧꠧꠧꠧꠧꠧꠧꠧꠧꠧꠧꠧꠧꠧꠧꠧꠧꠧꠧꠧꠧꠧꠧꠧꠧꠧꠧꠧꠧꠧꠧꠧꠧꠧꠧꠧꠧꠧꠧꠧꠧꠧꠧꠧꠧꠧꠧꠧꠧꠧꠧꠧꠧꠧꠧꠧꠧꠧꠧꠧꠧꠧꠧꠧꠧꠧꠧꠧꠧꠧꠧ
Variable
Units
Description
Frequency rang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nalysis of short-term recordings (5 mi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5-min total power
msec
The variance of NN intervals over the
≈≤ 0.4 Hz
temporal segment
2
VLF
msec
Power in VLF range
≤ 0.04 Hz
2
LF
msec
Power in LF range
0.04-0.15 Hz
LF norm
nu
LF power in normalized units
LF/(total power-VLF)×100
2
HF
msec
Power in HF range
0.15-0.4 Hz
HF norm
nu
HF power in normalized units
HF/(total power VLF)×100
2
2
LF/HF
Ratio LF [ms ]/HF[ms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nalysis of entire 24 hour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power
msec2
Variance of all NN intervals
≈≤ 0.4 Hz
ULF
msec2
Power in the ULF range
≤ 0.003 Hz
VLF
msec2
Power in the VLF range
0.003-0.04 Hz
LF
msec2
Power in the LF range
0.04-0.15 Hz
HF
msec2
Power in the HF range
0.15-0.4 Hz
α
Slope of the linear interpolation of the
≈≤ 0.04 Hz
spectrum in a log-log scal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모

주파수계열분석의 알고리즘 표준과 권고

수적 방법의 기본적인 단점은 선택된 모형의 적합도

(Algorithmic Standards and Recommendations)

(suitability)와 복잡도[complexity, 모형의 차수(order)]
를 검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PSD를 계산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비모수적인

스펙트럼 분석을 할 자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법과 모수적인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어떤

얻을 수 있다. Discrete event series (DES)는 자료를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신호의 PSD 추정치는 적절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인데, 시간(Ri 발생시간)에

한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하여 구해진다. 대개는 두

대한 RiRi-1 interval의 그래프이며, 이는 비정기적으로

가지 방법 모두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비모수적

샘플링 된 신호이다. 그러나 순간심박수를 스펙트럼

방법의 장점은 (1) 알고리즘의 단순성(대부분 Fast

분석하기도 한다. 심박변이도 신호의 스펙트럼은 일

Fourier transformation을 사용한다), (2) 빠른 신호처리

반적으로 RR 간격 타코그람(진행되는 심장박동 별

속도를 들 수 있으며, 모수적인 방법의 장점으로는

RR interval)으로부터 계산되거나, 시간에 대한 연속

(1) 사전 선택된 주파수 대역과는 무관하고, 확연히

적 신호를 얻기 위하여 DES를 내삽하거나 각각의

구별되며, 부드러운 형태의 스펙트럼 요소, (2) 저주

QRS 복합체에 대응되는 시간에 따라서 counts-uni-

파수 파워 혹은 고주파수 파워 요소를 자동 계산해

tary pulses의 스펙트럼을 계산함으로써 얻을 수 있

주고, 각 요소의 중앙 주파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

다. 방법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RR 간격 타코그람을

으며, 스펙트럼의 후처리가 용이하다, (3) 신호의 불

모수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거나, DES를 정기적으로

변성(stationarity)이 가정되는 샘플의 수가 적어도 PSD

샘플링 된 신호로 내삽하여 비모수적으로 분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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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DES를 정기적으로

속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드시 5분 정도

샘플링 된 신호로 내삽하여 모수적으로 분석하는 방

의 데이터를 얻어야 VLF값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

안 역시 적당하다. DES의 내삽을 위한 샘플링 속도

나 이 두 방법의 임상적인 결과는 비슷하다.

는 스펙트럼의 Nyquist 주파수가 분석할 주파수 대
역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충분히 높아야 한다. FFT

심박변이도 측정의 안정성과 재현성

알고리즘에 근거한 비모수적 방법의 표준에는 Table

(Stability and Reproducibility of HRV

2의 값들, DES 내삽의 공식, 스펙트럼 계산에 사용

Measurement)

된 샘플의 수, 사용된 스펙트럼 창(Hann, Hamming,
triangular windows가 가장 흔히 사용된다.)이 포함되

여러 연구들에서 5분 간의 기록으로부터 얻어진

어야 한다. 또한 창에 따르는 파워 계산 방법도 언

심박변이도의 단기 측정치들은 일시적인 동요(per-

급되어야 한다. 심박변이도의 비모수적 스펙트럼 분

turbation) 후에 기본값으로 빠르게 회복된다는 것이

석을 사용하는 모든 연구는 이 모든 변수들을 모두

밝혀졌다. 24시간 동안 심박변이도를 조사한 연구에

언급하여야 한다. 모수적 방법의 표준에는 Table 2의

서는 심박변이도 측정치들이 정상인, 심근경색을 겪

값들, 사용된 모형의 종류, 샘플 수, 각 스펙트럼 요

고 난 후의 환자, 그리고 심실부정맥을 보이는 환자

소(LF, HF)의 중앙주파수, 모형의 차수값(value of

모두에서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어떤 자료들

model order, 파라미터의 수)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

은 심박변이도 측정치들이 수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

한 모형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통계적 계수도

지된다고 주장하였지만,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산하여야

test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4시간 동안의 지표

(PEWT)는 적합한 모형의 우수성에 대한 정보를 제

들이 안정적이면서 위약효과(placebo effect)와 무관한

공한다. 반면에 the optimal order test (OOT)는 모형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들은 치료를 위한 처방의

의 차수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한다. 최종 prediction

적절함을 평가하는데 이상적인 변수들이라고 할 수

error와 Akaike information criteria를 포함하는 OOT를

있다.

한다.

Prediction

error

whiteness

시행하는데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Autoregressive (AR) model의 P 차수를 선택하는 다음의 기준
이 제시될 수 있다. 즉, 차수는 8-20, PEWT 검사를
만족시키며 OOT 검사에 적합할 것(P≈min [OOT]).
비모수적 방법인 FFT는 심박변이도 신호를 sine,

기록조건(Recording Requirement)
심전도 신호(ECG Signal)
심전도 기록 상에서 QRS 복합체를 확인해주는 기

cosine 함수의 합으로 표현하여 주파수를 구분하고,

준점은 복합체의 최대치 혹은 baricentrum, 내삽곡선

모수적 방법인 AR은 심박변이도 신호를 다항 함수

의 최대치에 기초하거나, 템플릿 혹은 기타 다른 사

로 표현하여 그 함수의 근을 계산하는데, 근의 수가

건 표지자로 매칭을 해서 발견한다. 기준점을 찾기

보통 64 이상을 요구한다. 심박변이도의 스펙트럼분

위한 진단용 심전도 장비의 표준은 signal-to-noise

석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주로 FFT를 이용하였으나,

ratio, common mode rejection, 대역폭(bandwidth) 등으

최근에는 autoregressive algorithm을 사용한다. Autore-

로 보아서 만족스럽다. 진단용 장비의 상대역 주파

gressive algorithm은 스펙트럼 해상도가 더 크며, 신

수 상한치는 약 200 Hz인데 이보다 낮으면 QRS 복

호 잡음에 덜 민감하고 FFT에서 초기값과 마지막

합체의 기준점 인식이 불안정해져서 RR 간격 측정

값의 차이(leakage와 자료의 truncation)에 의하여 발

에 오류가 발생한다. 이와 유사하게 샘플링 속도가

생되는 인공물(artifact)에 덜 영향을 받는다. FFT는

낮으면, 주파수에 따라서 증가하는 심박변이도 스펙

주파수 대역별로 비교적 뾰족한 모양이 얻어지나,

트럼에 오류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결국 HF 요소에

AR은 대역별로 부드러운 모양을 나타낸다. AR은 짧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덜 수집된 심전도 신

은 시간의 데이터를 얻어도 HF, LF, VLF 값이 어느

호를 내삽하면 이러한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적절하

정도 예측이 가능하나, 계산 속도가 느려 컴퓨터에

게 내삽만 된다면 100 Hz 샘플링으로도 충분하다.

서 작업을 해야 효과적이다. FFT는 계산 속도를 고

Solid-state storage recorders를 사용할 경우 자료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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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효과적인 샘플링 속도와, 진폭과 위상 왜곡

우도 있으며, 개별연구마다 환경의 특성이 항상 기

을 초래할 수 있는 재구성 방법의 질의 측면에서 신

술되어야 한다. 잘 정의된 서로 다른 군 간에 심박

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변이도를 비교하는 생리학적 연구는 기저 심박수

심전도 기록 시간과 상황(Duration and Circumstances of ECG Recording)

(underlying heart rate)의 차이 역시 적절하게 밝혀야
한다.
RR 간격 시퀀스의 편집(Editing of the RR In-

심박변이도 연구에서 기록 시간은 각 연구의 성격

terval Sequence)

에 따라서 결정되나 생리학적, 임상적 연구는 표준
이 필요하다. 단기 측정을 할 경우 시계열분석법보

RR 간격 시퀀스가 부정확해서 발생하는 오류는

다는 주파수계열분석법이 필요하다. 기록시간은 대

통계적 시계열 분석법과 모든 주파수계열 분석법의

상 요소의 주파수 대역 하한선 파장의 최소한 10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기하학적 분석법에

는 되어야 하며, 신호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이보

의한 전체 심박변이도의 근사 평가(approximate as-

다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 따라서 HF 요소 평가에

sessment)는 RR 간격 자료를 격식없이 편집하여도

는 1분, LF의 경우는 2분 정도 기록하는 것이 적당

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다른 분석법에 의한

하다. 단기 심박변이도에 대한 여러 연구를 표준화

결과가 정확하려면 얼마나 정밀하게 편집을 하여야

하기 위하여, 연구 성격상 다른 설계를 필요로 하지

하는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통계

않는 한, 정적인 시스템의 5분 기록이 선호된다. 시

적 시계열 혹은 주파수계열의 분석법을 사용할 경

간별로 얻어진 스펙트럼 요소를 평균하면 매우 짧은

우, RR 자료를 높은 수준으로 수동 편집하여 모든

분절을 분석하는데서 오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

QRS 복합체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과 분류가 이루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리적 심장 주기 조절의 정

져야 한다. 원래의 RR 시퀀스와 다른 interval을 걸

도와 본질이 짧은 분절마다 달라진다면 이러한 스펙

러내는(예: 직전 interval과 20% 이상 차이나는 in-

트럼 요소의 평균을 판독하는데 있어서 장기 측정의

terval) 자동 여과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한 오류를

스펙트럼 요소분석과 같은 문제점을 안게 되며, 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동 편집을 대신할 수 없

는 추가적인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간에 따라

다.

순차적인 파워스펙트럼을 일정 기간 동안(예: 20분
이상) 보여주면 주어진 생리적 상황에서 항정상태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비록 시계열분석법

장비표준(Suggestions

for

Standardization

of

Commercial Equipment)

(특히 SDNN과 RMS-SD)이 짧은 기간의 심전도 기

심박변이도의 측정 표준(Standard Measurement

록을 분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주파수

of HRV): 단기 심박변이도를 분석하도록 설계된 장

계열분석법이 대개는 생리적 조절의 관점에서 볼 때

비는 비모수적 스펙트럼분석을 포함하여야 하며 모

더욱 쉽게 판독 가능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일

수적 스펙트럼분석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다. 5분

반적으로 시계열분석법은 장기 측정의 분석에 이상

분절을 비모수적 스펙트럼 분석을 하려면 최소한

적이다(장기 측정에서는 심박수 조절 기전의 안정성

512 포인트(1,024 포인트면 더 좋다)가 필요하다.

이 떨어지므로 주파수분석법의 결과 판독이 어렵

장기 심박변이도를 분석하도록 설계된 장비는 시

다). 경험에 비추어 보면 장기 심박변이도 값의 상

계열분석법을

당 부분은 주야간 차감값이 차지한다. 따라서 시계

SDNN, SDANN, RMS-SD, HRV triangular index의 4

열분석법으로 분석된 장기기록은 밤 시간대를 완전

가지 표준 측정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5분 분

히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최소한 18시간 분량의 판

절에 주파수계열분석을 하여야 한다.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독 가능한 심전도 기록이 있어야 한다. 장기기록에

장비의 정밀도 및 검사(Precision and Testing of

서 육체적 활동의 종류와 성질, 감정 상태 등과 같

Commercial Equipment): 심박변이도 분석에 이용된

은 환경에 의한 효과에 대하여 알려진 바가 거의 없

서로 다른 장비의 품질을 확보하고 정밀도와 비용의

다. 연구에 따라서는 환경 변수를 조절하여야 할 경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모든 장비에 대한 독립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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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필요하다. 심박변이도 평가 오류에는 QRS

험)로 각종 장비를 검증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심박

복합체 기준점 확인의 부정확성이 포함되므로, 기록,

변이도 연구에 상품화되어 있는 장비를 사용할 경우

재생, 분석 모두를 검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심박변

장비에 대한 독립적 검증이 항상 필요하다.

이도 특성이 이미 알려져 있는 신호(컴퓨터 모의시

이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심전도 장비의 signal-to-noise ratio, common
mode rejection, 대역폭(bandwidth)은 표준을 따라야

Table 3. Approximate Correspondence of Time Domain
and Frequency Domain Methods Applied to
24-Hour ECG Recordings
ꠧꠧꠧꠧꠧꠧꠧꠧꠧꠧꠧꠧꠧꠧꠧꠧꠧꠧꠧꠧꠧꠧꠧꠧꠧꠧꠧꠧꠧꠧꠧꠧꠧꠧꠧꠧꠧꠧꠧꠧꠧꠧꠧꠧꠧꠧꠧꠧ
Time domain
Approximate frequency
variable
domain correlat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DNN
Total power
HRV triangular index
Total power
TINN
Total power
SDANN
ULF
SDNN index
Mean of 5-minute
total power
RMSSD
HF
SDSD
HF
NN50 count
HF
pNN50
HF
Differential index
HF
Logarithmic index
HF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한다.
∙ Solid-state recorders는 신호 재구성 시 진폭과
위상 왜곡이 되지 않아야 한다. 아날로그 자기매체
를

이용하여

장기

심전도

기록을

하는

장비는

phase-locked time tracking이 가능한 신호를 동반하여
야 한다.
∙ 심박변이도 장비는 “심박변이도의 측정 표준”에
언급된 기술적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하고 성능은
독립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 연구를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5분
단기 기록과 24시간 기록을 사용하여야 하며, 생리
적으로 안정된 조건에서 얻어진 5분 단기 기록은 주
파수계열 분석으로, 24시간 기록은 시계열 분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장기 심전도 기록을 임상연구에 이용할 경우
조건과 환경이 사람마다 비슷하여야 한다. 통계적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Time and Frequency Domain Measures
ꠧꠧꠧꠧꠧꠧꠧꠧꠧꠧꠧꠧꠧꠧꠧꠧꠧꠧꠧꠧꠧꠧꠧꠧꠧꠧꠧꠧꠧꠧꠧꠧꠧꠧꠧꠧꠧꠧꠧꠧꠧꠧꠧꠧꠧꠧꠧꠧꠧꠧꠧꠧꠧꠧꠧꠧꠧꠧꠧꠧꠧꠧꠧꠧꠧꠧꠧꠧꠧꠧꠧꠧꠧꠧꠧꠧꠧꠧꠧꠧꠧꠧꠧꠧꠧꠧꠧꠧꠧꠧꠧꠧꠧꠧꠧꠧꠧꠧꠧꠧ
Ln
Ln
Ln
Ln
Ln
Ln
HR
N-D
Ln
SDNN 5-min
Ln
SDNN Total
SDANN
5-min 5-min 5-min
LF/
(ms)
delta
ULF
index Total
RMSSD
power
VLF
LF
HF
HF
power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HR (ms)
1
N-D delta
0.29
1
SDNN
0.61
0.66 1
Ln Total power 0.55
0.66 0.98
1
Ln ULF
0.47
0.67 0.95
0.99
1
SDANN
0.47
0.70 0.96
0.97
0.98
1
SDNN index
0.72
0.43 0.79
0.73
0.62
0.62
1
Ln 5-min
0.71
0.40 0.78
0.71
0.60
0.61
0.99 1
Total power
Ln 5-min VLF 0.74
0.49 0.83
0.80
0.70
0.68
0.96 0.93
1
Ln 5-min LF
0.57
0.27 0.63
0.61
0.49
0.48
0.87 0.84
0.81
1
Ln 5-min HF
0.36
0.38 0.56
0.54
0.44
0.44
0.79 0.75
0.68
0.75
1
Ln RMS-SD
0.54
0.41 0.68
0.64
0.54
0.54
0.90 0.86
0.80
0.82
0.95
1
Ln LF/HF
-0.02 -0.31 -0.27 -0.24 -0.20 -0.21 -0.37 -0.34 -0.27 -0.20 -0.80 -0.66
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최병문․노규정：심박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 HRV)

시계열 혹은 주파수계열 분석법을 사용할 경우 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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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서 보면, 이러한 경향은 중요한 주파수의 최

로 직접 보면서 전체 신호를 편집하여야 하며, 수동

대치를 감소시키고 밑변을 확장시킨다. 이로 인하여,

으로 개별 RR 간격과 QRS 복합체 분류를 하여야

리듬의 특성에 따라 RR 간격의 블록을 측정하고,

한다. 자동 여과는 신뢰할 수 없다.

내부 변이도를 무시한 채 이러한 블록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어려움

시계열과 주파수계열측정치 간의 상관관계

을 줄이기 위하여 시계열 및 주파수계열에서 유래된

(Correlations Between Time and Frequency

접근방법이 제시되었다. 간격에 대한 스펙트럼 방법

Domain Measures)

과 개수에 대한 스펙트럼 방법(interval spectrum and
spectrum of counts methods)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

정적인 단기 심전도 기록을 분석할 경우, 시계열

며, 심박변이도와 다른 생리적 측정치의 변이도에

측정치에 비하여 주파수계열측정치를 판독할 때 경

대한 관계를 규명하는데 매우 적합하다(Fig. 8D). 간

험과 이론적인 지식이 더 많이 필요하다. 반대로 24

격 스펙트럼은 혈압과 같은 박동간으로 정의되는 변

시간 측정의 경우 많은 시계열 및 주파수계열 변수

수와 RR 간격을 연결짓는데 적합하다. 개수 스펙트

들이 서로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Table 3). 이러한

럼은 RR 간격이 호흡과 같은 연속적 신호 혹은 부

상관관계는 수학적, 생리적으로 서로가 연관되어 있

정맥과 같은 특별한 사건의 발생과 연관될 경우 더

기 때문이다. 24시간 기록에서 계산된 스펙트럼 요

선호된다. “Peak-valley” procedures는 진동의 정점과

소를 판독하는 것이 어려운데 이는 장기측정에서 기

저점을 감지하거나 심박수의 경향을 감지하여 수행

술된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보통의 주파수 요소 이

된다. 이러한 방법은 단기변화에만 국한 되어 적용

외의 정보(예: log-log slope of spectrogram)를 24시간

되나, 2차, 3차 정점과 저점을 감지하거나 연속적으

심박변이도 신호로부터 추출하는 특별한 연구가 없

로 증가 혹은 감소하는 주기와 이 주기들이 반대 경

을 경우, 주파수분석의 결과는 훨씬 쉬운 시계열분

향의 주기로 둘러 싸여 있는 순서를 단계적으로 증

석의 결과와 동일하다. 시계열과 주파수계열 측정치

가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여 좀 더 긴 기간의 변이에

들 간의 상관관계를 Table 4에 보다 자세하게 제시

도 확장될 수 있다. 심박수 항진(acceleration) 혹은

하였다. 예를 들어 SDNN과 SDANN은 모두 시계열

감소(slowing), 파장(wavelength), 진폭(amplitude)을 이

측정치들로서, 주파수계열 측정치인 총파워, ULF 파

용하여 여러 형태의 진동을 특성화할 수 있다. 중단

워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SDNN Index는

기 측정의 대부분에서 이 방법의 결과는 심박변이도

5분 총파워, VLF 파워와 관련이 있다. RMS-SD는

의 주파수 요소와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러나 이러

HF 파워와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한 상관관계는 진동의 파장이나 기록 시간이 길어질

24시간 분석에서의 HF, LF 그리고 VLF 요소는 5
분 분절 분석치와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
고, 두 가지 분석 방법들에서 얻어진 VLF와 LF 그

(A)

리고 HF 값이 거의 일치하였다.
(B)

리듬양상분석(Rhythm Pattern Analysis)
(C)

Fig. 8에서 알 수 있듯이 시계열 및 스펙트럼분석
법은 불규칙한 RR 간격 자료 때문에 공통적인 한계
가 있다. 분명하게 다른 양상의 자료를 시계열 및
스펙트럼 분석법으로 분석하면 동일한 것으로 나올
수 있다. 심박수 항진에 이어서 더 빠른 속도로 심
박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주기 길이가 증가 혹은 감
소하는 경향은 실제로는 대칭적이지 않다. 스펙트럼

(D)
0

500

1000

Fig. 8. Example of four synthesized time series with identical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ranges. Series
(C) and (D) also have identical autocorrelation
functions and therefore identical power spec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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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복합 복조(complex

차병이나 직장을 옮길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적

demodulation)는 내삽과 detrending의 기법을 사용하

수면주기, 야식, 운동, 코티졸의 하루주기 리듬에 영

며 단기 심박수 변화를 감지하고 특정 주파수 요소

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 등이 포함된다. 코티졸 리

의 진폭과 위상을 시간의 함수로 기술할 수 하는데

듬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한가지는 감정적

필요한 시간 해상도(time resolution)를 제공한다.

자극(emotional stress)이다. 물론 통증과 같은 다른
종류의 자극도 코티졸 농도와 리듬에 영향을 미친

하루주기 분석(Circadian Rhythm Analysis)

다.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에서는 VLF, LF, HF 파워

하루주기는 엄격하게 말해서 24-26시간에 한 주

가 밤에 증가하고 깨기 직전에 최고치를 보인다. 이

기(cycle)가 되는 주파수를 가진 리듬을 말한다. 따라

같은 자율신경활성도의 증가는 아침에 코티졸 수치

서 한 주기를 측정하는 최소 시간은 24시간이며, 두

가 최대가 된다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자

사이클을 잡는 것이 선호된다. 인간의 하루주기에

율신경계 기능이 감소되어 있는 사람에게서는 호르

대해서는 여러 보고가 이미 나와있는데, 가장 주요

몬성 반응도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코티

한 내용은 밤에 혈압과 심박수가 감소한다는 것이

졸 리듬과 자율신경계 기능 사이의 관계가 아직까지

다. 이 리듬의 파괴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예

는 충분히 밝혀져 있지 않다. 자율신경 유출(auto-

를 들면 시차병이나 직장을 옮길 때와 같은 불면증,

nomic outflow)의 증가가 코티졸 서지(surge)에 선행

비정상적인 졸음이 나타난다. 혈장 카테콜아민, 코티

하는 것인지, 아니면 코티졸 서지가 이른 아침의 자

졸 분비, 혈소판 응집도(aggregability), 알파아드레날

율신경 활성도 증가에 선행하는 것인지는 아직 불확

린성 긴장도(a-adrenergic tone), 피브리노겐 활성도

실하다.

역시 하루주기 양상을 보이는데, 06：00부터 12：00
사이에 최고점 혹은 정점시각(acrophase)을 보인다.

주파수 대역별 파워의 하루주기 리듬

아침형 급성 심혈관계 문제의 대부분이 이들 하루주

고주파수(High Frequency): 고주파수 스펙트럼의

기의 정점시각에 일어난다는 것과, 잠에서 깨기 전

하루주기 리듬분석은 288개의 5분 분절들에서 HF

혹은 잠에서 깰 때 자율신경균형이 급격하게 이동한

파워의 매시간 평균(hourly moving average)을 그래프

다는 것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은 아침형 급성 심혈

로 나타내 보면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HF 대역은

관계 문제와 하루주기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밤 시간 전체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하루주기와 관련된 기전은 다양하다. 외부적인 요

있는데, 잠에서 깨기 직전에 정점시각에 도달한다.

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추신경계 내

그러나 밤에 한번 또는 그 이상의 뚜렷한 정점이 종

에서 하루주기의 일차적인 원천은 시상하부(hypo-

종 관찰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정점은 수면주기의

thalamus)인 것으로 믿고 있다. 심박수가 측정 목표

초기 또는 후기, 어떤 때는 양쪽 모두에 생기기도

점일 경우에는 하루주기의 변이도(circadian variabili-

한다. Fig. 9는 52명의 건강한 성인군에서 각 주파수

ty)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

대역과 심박수에 대하여 평균 하루주기를 보여준다.

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자율신경계, 순환

평균적으로는 잠에서 깨기 전에 HF 활성도가 가장

호르몬, 국소호르몬 등이 그것이다.

높았고, 그 이후부터는 점심 때까지 점차 감소하였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서는 자율신경계의 하

다. 점심을 먹은 1시 이후부터는 모든 대역에서 파

루주기가 뚜렷하게 나타낸다. 부교감신경 요소인 HF

워가 감소하였지만 심박수는 증가하였다. LF norm

파워는 수면 중에는 높고, 낮에는 낮다. 역으로 교감

및 HF norm으로 살펴보면, 이 구간에서는 교감미주

신경 요소인 LF 파워는 낮에 높고, 밤에는 낮다. 일

신경(sympathovagal)의 균형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

상생활에서 자율신경계 변화나 호르몬 변화를 통하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밤에는 그 균형이 부교감

여 심혈관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자극들이 있는

신경의 활성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이동한다.

데, 비정상적인 리듬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영향을

저주파수(Low Frequency): 저주파수 스펙트럼의

주는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그 예로서 시

하루주기 리듬분석은 288개의 5분 분절들의 LF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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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의 매시간 평균을 그래프로 나타내 봄으로써 알
수 있다. 이다. 이 대역은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의
활성도 뿐만 아니라 압력수용체 시스템에서의 공명
도 함께 반영한다. 어떤 사람들은 밤에 호흡수가 감
소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LF 대역이 증가된다. 반대로 VLF 대역의 활성도가
증가하면, 이것이 LF 대역으로 번질(bleed) 수도 있
다. 게다가 심박변이도와 호흡이 장시간 동반(entrainment)되면 공명 증가로 인하여 LF 대역이 증가하
는 것으로 보인다. 동반은 편안히 잘 때 가장 흔히
관찰된다.
일반적으로 LF 대역은 밤 시간 전체에 걸쳐서 점
차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이 있고, 깨기 직전에 최고
점에 도달하는데, 이는 HF 대역과 유사하다. 사실
HF와 LF는 밀접하게 같은 궤도를 따를 수 있는데,
모든 경우에서 그렇지는 않고, 종종 다른 시간대에
서 독립적으로 최고치에 도달한다. Fig. 9를 보면 LF
와 VLF 대역은 점심 식사 이후로 감소해가는 경향
이 있는데, 점심 식사 후에는 혈관계에서의 공명에
영향을 미치는 혈류가 위로 재분포하기 때문이다.
점심을 먹은 후 수시간이 지나면 모든 대역의 파워
가 증가하기 시작하며, 저녁 먹을 시간이 되면 다시
감소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이 빠진다고 느끼는
때가 점심 먹은 후 자율신경의 파워가 떨어지는 시
기라는 점은 흥미 있는 사실이다.
초저주파수(Very Low Frequency): 초저주파수 스
펙트럼의 하루주기 리듬분석은 VLF 파워의 매시간
평균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VLF 대역은 밤 시간 전체에 걸쳐서 일정한 속도로
증가되고, 깨기 직전에 최고점에 도달한다. Fig. 9에
나타난 것처럼, VLF 대역은 일정한 증가 속도를 유
지하는 경향이 있고, 수면 중에는 HF 및 LF 대역보
다 일관되게 높은 경향이 있다. VLF 대역에서는 현
저한 최고점을 보기가 흔하지 않으며, 있어도 느리
고 주기적이면서도 일정속도로 증가한다.
표준화된 LF와 HF 파워(Normalized LF and HF
Fig. 9. Average of circadian rhythms of 52 healthy individuals’ heart rates, HF, LF, VLF and normalized
HF and LF bands. The day time period is between
9 A.M. and 9 P.M. and the sleep period starts at
the onset of sleep and continues for 6 hours. All
of the individuals in this group ate lunch at
approximately 1 P.M.

Power):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HF norm과 LF
norm은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 및 부교감신경 간의
조절과 균형을 반영하며, LF와 HF 요소에 대한
VLF 파워 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교감미주신경
균형에 관한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하루주기
리듬분석은 표준화된 값들의 매시간 평균을 그래프

66 정맥마취：제 8 권 제 2 호 2004
로 표시하면 알 수 있다.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

면주기가 방해를 받았거나 REM 수면이 감소되었기

중 어느 쪽이 활성화되든 일정한 정도의 균형을 자

때문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면과 기상 리

율신경계가 유지하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 대부

듬의 공조 결여가 어떻게 인체의 안녕(well-being)과

분의 건강한 젊은 사람들에서는 수면을 취하는 동안

기능(performance)에 장애를 초래하여 질병을 유발시

HF가 LF 선 위로 지나게 되고, 깨어 있을 동안은

키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섬유근육통(fibromyalgia)

LF가 HF 선 위에 있게 된다. 이러한 교차현상은 나

도 또한 숙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수면에 방해를 받

이가 들수록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교감미주신경의

을 경우 발생할 수 있다.

균형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교감신경/부교감신경
비가 커지는 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장질환에서 하루주기(Circadian Rhythm in
Heart Disease)

주기 길이 의존성(Cycle Length Dependence)
건강한 사람에게서 심박수와 심박변이도 사이의
관계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심박수가 빨라지면, 심

허혈성 심질환, 관상동맥질환, 우울증이나 불면증

박변이도는 감소한다. 이를 순환길이 의존성이라 하

환자들에서 하루주기에 장애가 있다는 것은 널리 알

며, 건강한 노인에게서도(심지어 아주 나이 든 사람

려진 사실이다. 임상 및 실험연구에 의하면 관상동

에게까지도) 어느 정도 지속된다. 그렇지만 허혈성

맥질환 환자들은 부교감신경의 리듬이 둔화되어 있

심질환이 있는 노인에서는 심박수가 감소함에 따라

다. 하루주기 변화의 감소는 고혈압 환자에서도 동

심박변이도의 증가 정도가 줄어들다가, 심박수가 감

일하게 관찰되며 질병의 정도가 심할수록 하루주기

소하여도 심박변이도가 증가하지 않는 지점에 이르

변화폭도 더욱 감소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부교감신

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심박수와 심박변이도 사이의

경의 활성이 감소되고, 교감신경 자극 후 심박수를

관계가 사라지게 된다. 운동이나 다른 물리적 활동

조절하는 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당뇨환자들의

으로 인하여 심박수가 크게 증가할 때 심박변이도는

경우도 자율신경 긴장도의 하루주기 조절능력이 손

감소한다.

상을 받는데, 이는 당뇨환자 중에 심혈관계질환이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이 원인의 일부로 생각되고 있
다.

자율신경기능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
(Effects of Stress On Autonomic Function)

우울증과 피로에서의 하루주기(Circadian Rhythm
in Depression and Fatigue)

심박변이도의 감소가 노화, 자율신경계에 의하여
매개되는 호르몬 반응 감소, 급사의 위험 증가와 연

하루주기의 변화는 기분변동(mood swing)을 가진

관되어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의

환자들에서도 관찰된다. 기분이 하루주기 변이(di-

연구에서 우울증, 공황장애, 걱정과 염려가 대개 부

urnal variation)를 보이는 우울증 환자에서는 그들의

교감신경의 활성도를 저하시킴으로써 자율신경기능

기분이 개선되는 밤에 부교감신경의 활성이 증가되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감신경활성

어 있다. 대조적으로 밤에 기분이 개선되지 않는 환

도의 증가는 심실세동의 역치를 낮추고, 심실세동의

자들에서는 부교감신경의 활성이 증가되어 있지 않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부교감

았다.

신경계의 활성화는 심장을 보호해준다. 이러한 사실

코티졸 수치의 일일 변이는 인체에서 가장 강하게

들은 왜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급성심근

동반되는 호르몬 리듬중의 하나이다. 코티졸이 과다

경색 후에 일어나는 돌연사의 위험뿐만 아니라 고혈

분비되는 하루주기 변화는 우울증이나 피로로 고통

압의 발생도 예측할 수 있게 하는지를 설명해준다.

받는 사람들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몇몇 우울증에

여러 가지의 정서상태와 스트레스 요인들이 자율

걸린 사람들은 정상인보다 아침에 수시간 먼저 코티

신경계 기능에 극적인 영향을 주므로, 환자들의 정

졸 수치가 최고에 이르거나 acrophase를 타고 있음이

서상태와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권고되고

관찰되었다. 이 같은 코티졸 정점의 이동은 정상수

있다. 만약 환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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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불안하다면, 환자들에게 스트레스와 정서적

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인 반응을 어떻게 관리하여야 하는지 가르쳐줄 수

있도록 심리적 스트레스 평가법을 개발하였고, 이와

있다.

더불어 환자의 치료를 위해 내면건강체계(Inner Fit-

스트레스와 감정조절(Stress and Emotional Management)

ness System)도 개발하였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정신
적, 정서적 스트레스를 관리하도록 해주는데, 스트레
스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고 자율신경기능이 개

자기관리법(self-management techniques)은 환자 스

선되고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고 밝혀졌으며, 면역력

스로가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스트레스에 대해 더 많

을 높이고 DHEA/cortisol 분비수준과 분비비율을 개

은 조절능력을 갖게 하고 그들의 교감미주신경 균형

선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을 향상시켜, 자율신경계의 부조화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종류의 질환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허혈

노화와 심박변이도(Aging and HRV)

성 심질환, 고혈압 그리고 당뇨병들과 같은 질환들
이 자기관리법의 제일 좋은 목표가 된다. 정서적인

24시간 심박변이도 값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감

고통과 교감신경의 과도한 활성을 감소시키고, 환자

소한다는 여러 보고가 있지만, 심박변이도 요소에

의 기분(mood)를 개선시키는 재활 프로그램들이 실

따라서 다양한 속도로 변화한다. 심박변이도는 임신

제로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의 장기 위험도(long-

주수(gestational age)에 따라서 증가하며, 출산 초기

term risk)를 현저하게 낮추었다는 보고가 있다. 이와

(early post-natal life)에도 증가하나, 5-10세가 되면

더불어, 관상동맥질환 환자 중에서, 정신적 스트레스

감소한다. 연령에 따른 심박변이도의 차이는 주로

로 허혈이 유발되는 환자들은 육체적인 스트레스 검

부교감신경 기능 저하에 기인한다. 연령증가에 따른

사로 허혈이 유발되어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허혈의

심박변이도 감소의 궤도는 규칙적인 운동에 의해 수

원인이 아닌 환자들에 비하여 3배 이상 높은 심장병

정될 수 있음이 한 연구에서 보고되었고, 충분히 먹

발병과 사망률을 보여주었다. 또한, 밝은 성격의 사

이를 주지 않은 설치류에서도 자율신경기능의 연령

람들은 스트레스를 덜 겪고 질병도 적게 걸리는 것

증가에 따른 변화가 감소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으로 밝혀졌다.
IHM은 환자가 겪고 있는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스

Fig. 10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24시간 평균 심
박수가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Fig. 11은
10대부터 70대까지 연령에 따른 시계열변수(time domain variables)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총파워,
SDNN, SDNN Index가 대략 같은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2는 노화에 따른 주파수계열변수(frequency
domain variables)의 감소를 보여준다. HF 파워가 다

BPM

른 측정치보다 급속히 떨어지는데, 이는 다른 시스
템의 기능보다도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더 빠른 속도
로 떨어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Fig. 13에
서도 알 수 있는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LF/HF
ratio가 증가한다. Fig. 14는 LF norm과 HF norm의
연령증가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LF norm과 HF norm의 변화 그래프
가 점점 벌어짐을 알 수 있다. 시계열과 주파수계열
변수마다 각 연령대와 그 연령대에 따른 최대제한값
Fig. 10. Shows the average reduction in heart rate with
advancing age.

(cut-off value)이 Table 5와 6에 제시되어 있다.

68 정맥마취：제 8 권 제 2 호 2004
3
Ln LF/HF

Ln LF/HF Ratio

2.5
2
1.5
1
0.5
0

Fig. 11. Illustrates the average reductions in HRV time
domain variables with advancing age.

Fig. 12. Illustrates the average reductions in HRV frequency domain variables with advancing age.
Note that the HF power which represents
parasympathetic activity falls off at a faster rate
than the other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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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Illustrates the changes in the Ln LF/HF ratio with
advancing age. The higher ratios indicate increased sympathetic/parasympathetic ratios and
are primarily due to a decrease in HF power or
parasympathetic activity.

Fig. 14. This graph shows the changes in the normalized
LF and HF power with advancing age.The
normalized data is more reflective of the dynamic
balance between the two branches of the ANS.
Note that the LF increases with age while the HF
decreases.

한 원인이며 이중에서도 발작성 심실빈맥이 가장 흔
하다. 홀터감시를 통한 심실기외수축의 빈도와 복잡
양상이 급성심장사의 예측인자로 제시되어 왔다. 급

심인성 급사(Sudden Cardiac Death)
발작성 부정맥은 서구에서 심인성 급사의 가장 흔

작스럽게 사망한 환자에게서 비정상적으로 억제된
심박변이도가 관찰되었다. 감소된 심박변이도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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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ge Ranges and Cutoff Values for Time Domain Variables
ꠧꠧꠧꠧꠧꠧꠧꠧꠧꠧꠧꠧꠧꠧꠧꠧꠧꠧꠧꠧꠧꠧꠧꠧꠧꠧꠧꠧꠧꠧꠧꠧꠧꠧꠧꠧꠧꠧꠧꠧꠧꠧꠧꠧꠧꠧꠧꠧꠧꠧꠧꠧꠧꠧꠧꠧꠧꠧꠧꠧꠧꠧꠧꠧꠧꠧꠧꠧꠧꠧꠧꠧꠧꠧꠧꠧꠧꠧꠧꠧꠧꠧꠧꠧꠧꠧꠧꠧꠧꠧꠧꠧꠧꠧꠧꠧꠧꠧꠧꠧ
Heart Rate
SDNN
SDANN
SDNN index
Ln RMS-SD
Rang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Lower
Upper
Lower
Upper
Lower
Upper
Lower
Upper
Lower Upper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20
64.01
99.99
94.39
265.65
78.99
247.28
42.42
112.17
3.06
4.56
21-30
62.52
98.50
88.71
249.67
74.24
232.41
36.79
106.54
2.93
4.44
31-40
61.03
97.01
83.37
234.66
69.78
218.43
31.16
100.91
2.80
4.31
41-50
59.54
95.53
78.36
220.54
65.58
205.30
25.53
95.28
2.68
4.18
51-60
58.06
94.04
73.64
207.27
61.64
192.95
19.90
89.65
2.55
4.05
61-70
56.57
92.55
69.21
194.81
57.93
181.35
14.26
84.01
2.42
3.9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able 6. Age Ranges and Cutoff Values for Frequency Domain Variables
ꠧꠧꠧꠧꠧꠧꠧꠧꠧꠧꠧꠧꠧꠧꠧꠧꠧꠧꠧꠧꠧꠧꠧꠧꠧꠧꠧꠧꠧꠧꠧꠧꠧꠧꠧꠧꠧꠧꠧꠧꠧꠧꠧꠧꠧꠧꠧꠧꠧꠧꠧꠧꠧꠧꠧꠧꠧꠧꠧꠧꠧꠧꠧꠧꠧꠧꠧꠧꠧꠧꠧꠧꠧꠧꠧꠧꠧꠧꠧꠧꠧꠧꠧꠧꠧꠧꠧꠧꠧꠧꠧꠧꠧꠧꠧꠧꠧꠧꠧꠧ
Ln total
Ln 5-min
Ln 5-min
Ln 5-min
Ln 5-min
Ln
Ln ULF
power
total power
VLF
LF
HF
LF/HF
Rang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Lower Upper Lower Upper Lower Upper Lower Upper Lower Upper Lower Upper Lower Upper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1-30 9.12 11.05 8.80 10.88 7.57
9.47
7.04
8.98
6.24 8.30
4.56
7.79
0.20 1.99
31-40 8.97 10.90 8.67 10.74 7.36
9.27
6.84
8.77
6.08 8.14
4.19
7.42
0.41 2.21
41-50 8.82 10.75 8.53 10.60 7.16
9.07
6.64
8.57
5.93 7.99
3.82
7.05
0.63 2.42
51-60 8.67 10.60 8.39 10.47 6.96
8.87
6.43
8.37
5.77 7.83
3.45
6.68
0.84 2.6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진 심실기외수축이 있는 환자가 정상적인 심박변이

않지만 아마도 미주신경의 활성 감소와 관련이 있는

도를 가지고 심실기외수축이 있는 환자보다 더 위험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심근경색이 오게 되면 심근

하며, 증상이 없으면서 심실기외수축을 가진 환자가

내에 존재하는 화학수용체(chemoreceptor)와 기계수

급작스럽게 사망한 환자보다 24시간 홀터기록에서

용체(mechanoreceptor)가 직접적으로 손상을 입어 압

심박변이도가 덜 감소되어 있었다는 두 가지 보고가

력반사(baroreflex)의 활성을 둔화시키는 쪽으로 구심

있었다.

성신경의 활성을 재조정(즉, 부교감신경의 활성은
감소시키고, 교감신경의 활성은 증가시킨다)한다는

허혈성 심질환(Ischemic Heart Disease)

그럴듯한 가설이 있다. 미주신경 활성의 감소와 교
감신경 활성의 증가는 심실세동 발생의 전기적 역치

급성심근경색 후 심장의 자율신경계의 감소가 있

를 낮춘다. 급성심근경색 후 β-차단제를 복용하는 것

는데 특히 부교감신경의 활성이 현저히 감소한다.

이 도움이 된다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또한

24시간 홀터 기록을 통해 심박변이도의 감소가 급성

울혈성심부전을 가진 환자들에서도 정상인에 비해

심근경색후 사망률의 증가와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

심박변이도의 감소가 현저하다.

었다. 감소된 심박변이도는 심박출률(ejection fraction),
심실기외수축의 빈도와 복잡양상과 같은 예측인자와

심장이식(Cardiac Transplantation)

는 별개로 심근경색 후 생존자의 장기간 사망률(longterm mortality)의 강력한 예측인자로 평가되고 있는

최근에 심장이식을 받은 사람은 심장의 탈신경 때

데, 이에 대한 기전은 아직 명확히 밝혀져 있지는

문에 정상인보다 96% 정도 심박변이도가 감소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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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스펙트럼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요가 있다. 의식이 있는 심근 경색 후 개에서 β-차

되어 있다. 소수의 환자에서 구별되는 스펙트럼 요

단제는 심박변이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심근 경색

소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심장의 신경재분

전에 β-차단을 하면 심근 경색 후 치명적인 부정맥

포(reinnervation)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러

의 위험도가 낮은 동물에서만 심박변이도를 증가시

한 신경재분포는 빠르면 심장이식 후 1-2년 이내에

킨다는 사실은 심근 경색 후 위험요인 층화에 새로

생길 수도 있으며, 대개는 그 기원이 교감신경이다.

운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일부 심장이식 환자에서 호흡수와 심박변이도의 HF
요소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호흡에 의한 리듬의

항부정맥제와 심박변이도

진동이 발생되는 기전 중에 비신경성 기전이 있을

(Antiarrhythmic Drugs and HRV)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심박변이도의 변화는 이식된
심장의 거부반응을 감시하는데 유용한 도구라는 주

Flecainide과 propafenone는 만성 심실성 부정맥 환

장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다.

자에서 심박변이도의 시계열측정치를 감소시키고,

심장이식 후 동종이식거부반응을 보인 사람이 그렇

amiodarone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지 않은 사람보다 모든 주파수 영역에서 현저하게

Propafenone은 심박변이도를 감소시키는데, HF보다

심박변이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는 LF를 더 많이 감소시키므로 LF/HF ratio는 유의
하게 작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Flecainide, encainide,

당뇨(Diabetes Mellitus)

moricizine은 심근 경색 후 환자에서 심박변이도를
감소시키나 추적기간 동안의 사망률과는 상관관계가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신경병증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따라서 사망률 증가와

이 없는 당뇨환자보다 사망률이 더 높은데, 이는 심

연관된 일부 항부정맥제는 심박변이도를 감소시킬

박수의 정상적 변동이 약화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수 있다. 그러나 심박변이도의 이러한 변화가 직접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지닌 환

적인 예후의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

자의 심박변이도는 환자의 연령, 이환기간, 병의 정

지 않다.

도에 따라 그 감소폭이 달라진다.

스코폴아민과 심박변이도
중추신경계의 손상

(Scopolamine and HRV)

심박변이도의 변화가 중추신경계의 병적 변화에

Atropine이나 scopolamine 같은 무스카린 수용체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심각한 뇌손상을 받

차단제를 저용량으로 투여하면 원심성 미주신경 활

은 환자는 심박수의 정상주기변화가 감소되고, 뇌압

성도가 증가하여 심박수가 감소한다. 최근의 심근경

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심박변이도가 감소한다.

색(recent MI) 환자와 울혈성 심부전증 환자에서 경

대뇌제거(decerebration)의 징후를 보이는 환자에서도

피적 scopolamine이 미주신경 활성도와 관련된 지수

심박변이도가 감소된다.

에 미치는 효과를 관찰한 연구에서 scopolamine은 심
박변이도를 크게 증가시켰는데 이는 scopolamine이

베타아드레날린성 차단과 심박변이도

미주신경 활성도를 효과적으로 증가시킴을 의미한

(β-Adrenergic Blockade and HRV)

다. 그러나 장기 치료의 효능은 평가되지 않았다. 더
욱이 저용량의 scopolamine은 심근 경색 후 개에서

심근 경색 후 환자에서 β-차단제의 심박변이도에

급성심근허혈에 의한 심실세동을 예방하지 못한다.

대한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없다.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증가하는 것으로는 되어 있으나 실제 변화는

자율신경계 평가보고서

심하지 않다. 그러나 β-차단제가 아침 시간대에 관
찰되는 LF 요소의 상승을 예방하는 것은 주목할 필

자율신경계 평가보고서의 개발 목적은 다음과 같

최병문․노규정：심박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 HRV)

다.

자율신경계 평가보고서에서 사용된 분석방법

∙ 자율신경계의 기능과 균형을 정량화하고, 위험

(Analysis Methods in the AAR)

인자를 층화(stratification)하는데 필요한 효과적이면
서도 비침습적인 검사법 제공
∙ 자율신경계 기능에 대한 중재(intervention)의 효
과를 검증하는 방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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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박변이도는 시계열분석(time domain analysis)과
PSD에 의한 주파수계열분석(frequency domain analysis)의 두 가지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어떤 방식

∙ 수많은 병적 조건에서 자율신경계 양상 특성화

을 택하든 간에 연이은 정상 QRS complex간의 시간

자율신경계 평가보고서는 포괄적인 자율신경계의 분

간격이 처음에 결정된다. 굴심방결절(sinus node)의

석 보고서인데, 시계열(time domain), 주파수계열(fre-

탈분극에 의하여 발생하지 않은 비정상적 박동은 초

quency domain), 하루주기(circadian rhythm) 분석 등,

기 부정맥분석 이후에 홀터기록에서 제거된다.

환자의 자율신경계 활성도(activity)와 기능에 관한
정보가 정량적으로 제시된다.
자율신경계 평가보고서는 24시간 홀터기록(Holter

시계열측정치는 계산하기가 가장 간단한데, 전체
24시간 기록 기간의 정상박동 간 간격(normal-tonormal interval, NN interval) 평균과 NN 간격 간 분

recording)으로부터 얻어지며, 심장에 대한 부교감신

산의 통계적 측정치가 포함된다. 가장 중요한 세 가

경 및 교감신경 조절의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는

지의 시계열측정치는 SDNN, SDNN index, RMS-SD

유일한 통로(window)인 심박변이도(Heart Rate Vari-

이다.

ability; HRV) 분석에 토대를 두고 작성된다. 따라서
홀터분석과 자율신경계 평가보고서라는 강력한 진단

PSD 분석은 주파수에 따라 파워 어떻게 분포하는
지(분산, variance)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도구를 함께 얻을 수 있다. 정확한 자율신경계 평가
를 위해서, time-lock control circuit이 장치된 특수한

보고서 요약 페이지

홀터기록장치를 이용하여 심전도를 기록한다. 일단

(Report Summary Page, Fig. 15)

정보가 카세트테이프에 기록되고, 기록된 자료는 컴
퓨터 분석시스템으로 스캐닝된다. 심박변이도는 정

자율신경계평가보고서의 첫 페이지는 환자와 의사

상 박동만으로 분석하므로 모든 비정상적인 박동은

의 정보, 시험 및 결과보고 날짜, 보고서의 판별번호

훈련된 연구자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하

그리고 자료에 대한 정성적 요약을 담고 있다.

면 자동심박분류(automated beat classification)에만 의

자료요약은 크게 시계열분석과 주파수계열분석 두

존하는 경우보다 훨씬 양질의 홀터보고서를 얻을 수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주파수계열분석은 5분 분절

있다. 또한 홀터보고서에는 부정맥 분석, ST 분절

분석과 24시간 주파수계열분석으로 다시 나뉘어 진

분석, 비정상적인 박동(심실성, 심실상부성, 심박수

다.

의존성) 분석도 포함된다.
자율신경계 평가보고서의 측정 표준(Measurement Standards in the AAR)

시계열과 5분 분절 분석값들은 4열(전체 기록값,
주간값, 야간값, 야간/주간 차감값)로 보고된다. 전체
기록값 옆에 위치한 부가적인 열에는 기준범위(reference range)가 표시된다. 기준범위는 환자의 나이에

1979년에는 명명법, 분석방법, 심박변이도 측정치

따라 달라진다. 24시간 주파수계열분석 값들에서만

의 생리적, 병적 상관물(correlate)의 정의를 표준화하

볼 수 있는 별표(※)는 이 값이 기준범위를 벗어났

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유럽 순환기

다는 것을 말해준다.

학회(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와 북미 조율 및
전기생리학회(Norrth American Society of Pacing and
Electrophysiology) 회원들로 구성된 국제 전문위원회
가 구성되었고, 그들의 보고서도 출판되었다. 자율신
경계 평가보고서는 국제 전문위원회에서 제정된 표
준을 따랐다.

전체 기록값(Total Record): 24시간 동안의 기록들
에 대한 평균값을 말한다.
주간값(Day Time): 오전 7：30분에서 오후 9：30
분 사이에 기록된 값들에 대한 평균
야간값(Night Time): 자정부터 오전 6：00 사이에
기록된 값들에 대한 평균

72 정맥마취：제 8 권 제 2 호 2004
야간/주간 차감값(Night/Day Delta): 야간값으로부

러므로 양의 값은 야간에 증가함을 의미하고, 음의

터 주간값을 뺀 값을 말한다. 주의: 야간/주간 차감

값은 야간에 감소함을 의미한다. 정상적인 수면사이

값은 야간값에 대한 상대적인 변화를 말해준다. 그

클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사람에게서 주간에는 교감

Fig. 15. Report summary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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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를 나타낸다.

저녁에는 낮다. 부교감신경의 활성은 정상의 경우,

5-min VLF; 이는 24시간 동안의 기록에서 얻어진

낮에는 낮고 저녁에는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bpm

각 5분 분절의 초저주파수 파워의 평균값을 나타낸

으로 측정되는 심박수는 저녁에는 감소하여, delta값

다. VLF 대역의 파워가 낮으면 부정맥으로 인한 사

이 음이 된다. 이와는 상반되게 심박수(HR)가 msec

망률이 높아진다.

6)

로 측정될 경우에는, delta값이 양의 값이 되어야 한

5-min. TP; 이 값은 각 5분 분절에서 0.40 Hz 이

다. 이는 박동 간격(IBI, inter-beat-interval) 혹은 QRS

하의 모든 파워들의 평균이며, 이에는 VLF, LF 그리

간격이 HR를 결정하는데 사용되고, bpm과는 반비례

고 HF 파워스펙트럼 대역들이 포함된다.
LF/HF; 이는 HF 파워에 대한 LF파워의 비율로

하기 때문이다.
시계열분석 부분(Time Domain Analysis Section, Fig. 15)

이 값이 높을 경우 교감신경 활성도 증가 혹은 부교
감신경 활성도 감소를 의미한다.
HF norm; 단위를 표준화시킨 고주파수 파워. HF

HR (bpm); 24시간 동안의 분당 평균심박수

와 LF 파워를 표준화시키는 것은 VLF 파워 변화에

HR (msec); msec로 기록되는 24시간 동안의 평균

의하여 HF와 LF 파워가 영향을 받는 것을 최소화시

심박수. 이것은 QRS에서 RR 간격의 평균값이기도

켜 준다.
LF norm; 단위를 표준화시킨 저주파수 파워.

하다.
SDNN (msec); 24시간 동안의 ECG 기록에서 보여

24시간 주파수계열분석(24-Hour Frequency Do-

지는 모든 NN 간격의 표준편차. 이 값은 심장급사

main Analysis): 24시간 분석에서의 HF, LF 그리고

와 심실빈맥의 위험도를 독립적으로 예견해줄 수 있

VLF 요소는 5분 분절 분석치와 아주 높은 상관관계
를 보여주었고, 두 가지 분석 방법들에서 얻어진

게 한다.
SDANN (msec); 24시간 동안 기록된 각각의 5분
분절들의 NN 간격의 평균값들에 대한 표준편차.
SDNN Index; 24시간 동안의 심전도 기록의 모든

VLF와 LF 그리고 HF 값이 거의 일치하였다. 따라
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VLF, LF, HF 대역에서는
5분 분절 분석값들을 주파수계열분석 요약에 적는

5분 분절 내의 NN 간격의 표준편차들의 평균. 이

다. 24시간 주파수계열분석은 24시간 전체 심전도

지표는 심박변이도에 대한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보

기록에 대한 스펙트럼분석이다. 즉, 분석 전에 5분
분절로 나뉘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여준다고 알려져 있다.
RMS-SD; 연속되는 NN 간격 차의 제곱 평균에
대한 제곱근을 나타낸다. 이 값은 심박변이도의 단
기 분산을 반영하며, 심장에 대한 부교감신경의 조

0.0033 Hz 미만의 극초저주파수(ULF) 대역을 평가할
수 있다.
총파워(Total Power); 이 값은 24시간 동안 기록된
모든 주파수(ULF, VLF, LF, HF)에서의 파워를 의미

절을 측정할 수 있게 한다.
주파수계열분석 요약 부분(Frequency Domain
Analysis Summary Sections, Fig. 15)

한다.
초저주파수 파워(Ultra low frequency power): 이 값
은 24시간 동안 0.0033 Hz 미만의 극초저주파수 파

5분 분절 주파수계열분석: 5분 분절분석은 심박

워를 나타내며, ULF 대역은 SDNN과 높은 연관성을

수에 대한 자율신경의 영향을 측정하는데 주로 사용

나타내어, ULF 파워가 낮으면 심근경색 후 사망률

된다. 각각의 주파수 대역내에서 측정된 파워는

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msec2의 절대값으로 보고된다.
2

5-min. HF; 고주파수 파워로 msec 으로 표시된다.
미주신경이나 부교감신경활성이 HF 요소를 생성하

자율신경계평가보고서 24시간 심장박동양상
(The AAR 24-Hour Heart Rate Profile, Fig. 16)

는 주요 요인이다.
2

5-min. LF; 저주파수 파워로 msec 으로 표시된다.

24시간 심장박동양상에는 각 5분 분절마다의 평균

이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두 신경계 모두의 활

심박수를 시간 경과에 대한 그래프로 보여주며,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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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24-heart rate profile and heart rate variabil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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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평균 심박수를 bpm 단위로 상단에 표시한다.

으며, 자율신경계의 절대파워와 교감신경 및 부교감

SDNN도 왼쪽상단에 표시되어 있다. 두 개의 검은

신경 사이의 균형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선 사이에 위치한 중앙의 점선은 24시간 평균심박수

대하여 쉽게 정의하도록 되어 있는 8구획의 격자 안

를 표시해준다. 이 두 개의 검은 선은 SDNN을 나타

에 표시된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는 많은 연구자들

내며, 심박수가 평균 심박수보다 높거나 낮으므로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간의 균형을 정량화 하기

이렇게 두 개의 SDNN 선이 존재한다.

위하여 사용하였던 LF/HF ratio보다 선호된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서 밤에 심박수가 낮아지

그래프 오른쪽구역의 검정색 가는 실선으로 둘러

지 않고 지속적으로 높은 심박수와 낮은 심박변이도

싸인 상자는 기준구역(reference zone)을 의미한다. 심

를 보이는 사람들은 부교감신경 긴장도 감소, 교감

박변이도와 나이의 관계에 대하여 앞에 언급한 바와

신경의 과도한 흥분 또는 교감신경의 피로가 원인이

같이, 나이에 따른 심박변이도의 감소는 요소별로

될 수 있다.

속도가 다르다. 기준구역의 고주파수와 저주파수 경
계는 자동적으로 환자의 나이에 따라 적절한 값으로

자율신경계평가보고서 심박변이도 지수 그래프

맞추어진다.
8개 구역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The AAR Heart Rate Variability

구역 1 : High parasympathetic/low sympathetic

Index Plot, Fig. 16)

구역 2 : High parasympathetic/normal sympathetic
이 그래프는 24시간 동안의 각 5분 분절들의 표준

구역 3 : High dual autonomic tone

편차를 그리게 된다. SDNN Index는 288개의 5분 분

구역 4 : High sympathetic/normal parasympathetic

절들에서 표준 편차값들의 평균치로 상단 왼쪽에 표

구역 5 : High sympathetic/low parasympathetic

시된다. 이 값은 나이에 주로 영향을 받는데, 나이가

구역 6 : Normal sympathetic/low parasympathetic

많아짐에

구역 7 : Low sympathetic and parasympathetic

따라

SDNN

Index는

감소한다.

SDNN

Index에 대한 그래프는 단지 심박수의 변이도만을
보여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그래프로
부터 부교감신경계와 교감신경계의 영향을 분리해내
지는 못한다. 하루주기 리듬분석과 24시간 자율신경
균형양상은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의 균형 및 활동
성을 그림으로 보여준다.

구역 8 : Low sympathetic/normal parasympathetic
저주파수 파워 대 고주파수 파워(Low frequency vs. High Frequency Power)
HF 파워(부교감신경)는 Y축에 나타나 있고, 두 개
의 수평 점선은 정상범위의 상, 하한값을 표시하고
있다. 환자의 값이 정상범위의 하한수치 밑으로 떨

자율신경계평가보고서 24시간 자율신경균형양상

어지게 되면(구역 5, 6, 7), 그 환자는 HF 파워의 기

(The AAR 24-Hour Autonomic

준구역 아래에 위치하게 된다. 만일 환자의 값이 정

Balance Profile, Fig. 17)

상범위 상한수치 위로 올라가게 되면(구역 1, 2, 3),
그 환자는 부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24시간 자율신경균형양상은 24시간 동안 5분 LF

것이다.

(주로 교감신경)에 대한 5분 HF(주로 부교감신경)의

LF 파워는 X축에 나타나 있고, 두 개의 수직선이

평균 파워 스펙트럼 값을 그래프로 보여준다. 파워

정상범위의 상, 하한값을 표시하고 있다. 어떤 환자

스펙트럼 값은 자연대수(Ln)로 전환되어 젊은 층과

의 값이 두 개의 수직선보다 왼쪽에 있다면(구역 1,

노년 층간의 넒은 범위를 하나의 그래프로 표시한

2, 8), 환자의 값은 LF 파워 정상범위 아래에 위치하

다. 의사는 이를 통해 환자의 값이 일반인들의 값에

게 된다. 만일 환자의 값이 두 개의 수직선보다 오

비하여 어디쯤 위치하는지 알 수 있고, 또한 고주파

른쪽에 있다면(구역 3, 4, 5), LF 파워는 정상범위보다

수와 저주파수 파워 간의 균형을 뚜렷이 이해할 수

높은 것이다.

있다.

HF와 LF 값이 모두 감소되어 있는 사람들도 흔하다.

작은 검은색 정사각형은 환자의 값을 나타내고 있

그들의 값은 구역 7 (기준구역의 왼쪽,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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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24-hour autonomic balance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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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게 된다. LF 파워가 낮으면서 정상 혹은 경계

은 값을 보이기 때문에, 이 주파수 대역은 혼란을

상의 HF 파워를 보이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경향

피할 목적으로 단지 5분 분절 분석값만 보고한다.

은 과도한 스트레스나 피로, 쇠약을 호소하는 사람

ULF와 총파워(total power)는 24시간 스펙트럼 분석

들에서 흔히 관찰된다.

으로 계산된다.

HF와 LF의 절대파워스펙트럼값(absolute power spectrum value)과 자연대수값(log value)은 나이에 따라
보정된

정상범위와

함께

주파수계열분석요약(Fre-

하루주기 분석 구역
(Circadian Rhythm Analysis Section, Fig. 18)

quency Domain Analysis Summary) 페이지의 아래 쪽
에 제시된다.
요약(Summary)

하루주기 분석보고에는 각 주파수 대역마다 5분
분절들의 한 시간 평균이 그래프로 표시된다. 이 그
래프에서 교감신경 가지와 부교감신경 가지의 활성

24시간 균형양상(24-Hour Balance Profile)에서 파워

도를 상호 비교하고 시간에 따라서 각각이 어떻게

스펙트럼 값은 자연대수(Ln)로 전환되어 젊은 층과

변하는지 알 수 있다. 즉, 하루주기 분석에는 심박

노년 층간의 넒은 범위를 하나의 그래프로 표시한

수, HF, LF, VLF 대역의 파워 혹은 활성도, LF

다. 작은 검은색 정사각형은 환자의 값을 나타내고

norm과 HF norm을 한 시간 간격 평균(one-hour mov-

있으며 HF와 LF 파워 간의 균형에 대해서 정의하고

ing average)으로 시각적으로 제시된다. 각 그래프의

있는 8구획 격자 안에 표시된다. 기준구역은 환자의

첫 번째 지점은 그 지점으로부터 30분 이전과 30분

나이에 따라 보정된다.

이후 구간의 5분 분절들의 평균이다. 다음 지점부터
는 5분마다 평균이 갱신된다.

자율신경계평가보고서 주파수영역분석 요약

Y축의 HF, LF, VLF 파워는, msec 단위의 박동 간

(The AAR Frequency Domain

격으로부터 얻어진 신호를 스펙트럼 분석하여 구하

Analysis Summary, Fig. 17)

므로 단위가 msec2이다. X축은 시간축인데 환자의
몸에 측정장비가 거치된 후부터 시작된다. 밤시간은

24시간 동안의 평균 총파워(Total Power), ULF,
VLF, LF, HF 파워를 그래프형식으로 제시한다. 젊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엷은 회색 음영으로 표시
된다.

은층과 노년층간의 넒은 범위의 파워를 같은 그래프
로 표시하기 위하여 절대값(absolute value)을 자연대

리듬양상분석(Rhythm Pattern Analysis)

수(Ln)로 전환하여 수직축에 그린다. 검은 선은 나이
에 따른 기준구역을 표시하고 있다. LF/HF 비는 파

자율신경계평가보고서는 24시간 동안의 심박수 타

워 측정 그래프의 오른편에 제시하였고, 또한 자연

코그램도 제공한다. 3개의 타코그램 페이지에는 각

대수값으로 나타내었다. 검정색 구역 막대선(range

페이지 마다 8개의 한 시간 타코그램 줄(strips)이 표

bar)은 환자의 나이에 따른 기준범위를 나타낸다.

시되고, 각 시간별 기록(trace)은 다시 점선으로 5분

LF/HF ratio는 파워 측정치 그래프의 오른쪽에 그래

분절로 나누어진다. 각 기록의 끝부분에 시간이 표

프로 제시되며 역시 자연대수값으로 표시된다. 검정

시된다.

색 기준 구역 막대선 역시 환자의 나이에 따라서 보

bpm이다.

Y축의

단위는

bpm이며,

범위는

50-150

정된다. 만일 환자의 값이 기준구역 막대선의 상한

이들 타코그램으로부터 시계열과 주파수계열의 계

선 쪽에 위치한다면 높은 LF/HF ratio를 의미하며,

산이 이루어지며, 각각의 5분 분절에 상응하는 값들

하한선 쪽에 위치한다면 낮은 LF/HF ratio를 의미한

이 그래프로 그려진다.

다. 절대값과 자연대수값, 그리고 나이에 따라 보정
된 기준범위는 그래프 아래에 변수별로 제시된다.

특별한 사건이 발생했거나 환자 기록에서 보고된
증상과 관련 있을 때, 타코그램 페이지를 더 추가하

VLF, LF, HF 측정치는 5분 분절 분석(5-minute

여 심박변이도 자료를 확장하여 볼 수 있게 한다.

segment analysis)과 24시간 분석 모두 본질적으로 같

환자들이 사건 발생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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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Circadian rhythm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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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을 적절하게 완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

감신경에 의해 매개된다. 주기적인 사인파와 같은

자가 기록에서 특정 증상을 지적하여야만, 타코그램

양식은 동반(entrainment)을 의미하며, 이른 밤에 흔

분석을 통하여 이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게 된다.

히 나타난다. 동반은 호흡, 심박변이도, 혈압파동이

타코그램에서 다양한 진동(oscillation)은 기본적으

동시에 진행할 때 발생한다. 환자가 Heart Lock-In과

로 심박수 가속(acceleration)과 감속(deceleration), 파

Freeze-Frame techniques을 배우거나 실행할 때 동반

장(wavelength) 또는 진폭의 변화로 특징 지울 수 있

이 나타나는 비율은 증가한다.

다. 심박수의 증가 경향이나 감소 경향을 보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에서 심박수 가속에

홀터기록장치 적합성

이어 더 빠른 속도의 심박수 감속이 오는데, 이것이

(Holter Recorder Compatibility)

보편적인 소견은 아니다.
1-2 박동 이내의 급격한 심박수 변화는 증가되든

IHM은 Del Mar Avionics의 스캐닝 장비와 기록장

혹은 감소되든 부교감신경에 의해 매개되는 반면,

치를 사용한다. 이 기록장치는 24시간 동안 정확한

완만하면서도 장기가 지속되는 변화(대개 증가)는

테이프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phase-lock 회로를 이

교감신경에 의하여 매개된다. 이것은 수분에 걸쳐

용한다. 이 기록장치는 기술적인 표준으로 대부분의

짧은 첨점(spike)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오랜 시간동

제조업체가

안 지속되는 넓고 높은 파형(pulse)으로 나타나기도

Research) 표준에 의거하여 제작되었다. 적합한 다른

한다.

브랜드의 기록장치들도 많이 있다. 현재 사용하는

따르는

ICR

(Instruments

for

Cardiac

전체 기록을 통해 보면, 각기 다른 시간대에서 여

기록장치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뉴

러 가지 다른 양상들이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 예를

얼 혹은 제조업체를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ICR 표

들어, 밤에는 보통 주기적인 사인파와 같은 양상을

준에 못 미치는 기록장치 제조업체들이 많이 있는

보이는 시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호흡, 심박변이

데, 여기에는 Hewlett Packard, Reynolds Medical and

도, 혈압파형(blood pressure wave) 사이의 동반현상

Markett이 해당하며 이 회사가 제조한 기록장치는

을 의미한다. 정상적인 진동은 편안한 숙면을 취하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기록장치를 구입하고 싶다면

면 훨씬 작아지며 이것이 비정상은 아니다. 활성도

구매하기 전에 IHM에 먼저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가 낮은 기간 동안에 흔히 파형(pulse)이 나타나기도

단기간 동안만 기록장치가 필요하다면 IHM을 통해

하나, 곧 다시 낮은 활성도로 돌아가게 된다. 환자가

한달 혹은 일회 대여도 가능하다.

REM 수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활성도가 갑작스럽게
증가할 수 있다.
환자들은 명상, 운동, Heart Lock-Ins와 같은 활동

분석 방법과 세부항목
(Analysis Procedures and Specifications)

을 기록하여야 한다. Heart Lock-In이 완전히 실행되
면 심박변이도 타코그램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종종

24시간 휴대용 심전도 기록은 숙련된 홀터 전문기

동반상태로 진행하는데, 이것은 20-30분 정도 지속

사가 Del Mar Avionics의 스캐너를 이용하여 분석한

된다. 동반현상은 특징적으로 사인파 양상이다.

다. 각 박동은 어디서 기원하였는가(굴리듬, 심실상

환자들은 중요한 감정 상태도 기록하여야 한다.

부기외수축, 심실기외수축)에 따라서 템플릿 매칭

분노, 불안, 걱정 그리고 이와 유사한 감정들의 효과

기술을 이용하여 분류된다. 부정맥과 ST 분절분석을

를 파형(waveform)에서 보는 것은 비록 그 형태의

포함한 홀터보고서를 만들고 난 후, RR 간격 자료

변화가 개인차가 있기는 하나, 정상적으로는 쉬운

(심박변이도)를 홀터 분석용 컴퓨터에서 심박변이도

일이다.

분석용 워크스테이션에 전달되어 자율신경계평가보

요약(Summary)

고서가 작성된다.
스캐닝 과정에서 표시된 모든 기외수축은 제거되

심박수의 급격한 변화는 부교감신경에 의해 매개

며, 기외수축 이전 RR 간격과 기외수축 이후 2개의

되는 반면 완만하면서도 장기가 지속되는 변화는 교

RR 간격도 제거된다. 인공물(artifeacts), 교정맥박

80 정맥마취：제 8 권 제 2 호 2004
(calibration pulse), 이전 맥박과 20% 이상 작거나 큰

신뢰구간의 상한과 하한을 기준범위로 계산하였다.

박동도 제거된다. 숙련된 기사가 전체 기록 기간 동

10년 단위의 기준범위는 Table 5와 6에 제시하였다.

안의 RR 간격 타코그램을 검사하여, 위와 같은 자

이 기준범위는 일종의 가이드로서 단지 기준수치일

동수정프로그램에도 걸러지지 않은 잡음(noise), 인공

뿐이다. 이를 해석하는 의사는 기준범위를 정상과

물, 기외수축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의 분절을 삭제

비정상 기능을 판별하는 절대 지표로 생각해서는 안

한다.

된다.

24시간 시계열 측정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수정된
RR 자료에 통계를 적용한다. 전체 자료의 타코그램

마취와 심박변이도

은 등거리 샘플을 얻기 위해 3 Hz에서 수집되며,
RR 자료들은 전체 자료 타코그램의 5분 분절들로

호흡성 굴심방부정맥(respiratory sinus arrhythmia,

나누고, 이들을 50%씩 중첩시킨다. 다음은 각 분절

RSA)은 호흡과 상(phase)을 같이 하는 심박변이도

로부터 회귀선(regression line, least squares method)을

(respiratory frequency cardiac interval oscillations)이다.

차감하여 분절들을 선형적으로 detrend한다. 그 다음

Fig. 19는 자발호흡과 무호흡 때 Fast Fourier trans-

으로 누수오차(leakage error)를 줄이기 위하여 각 분

formation에 의한 RR 간격 파워스펙트럼과 수평단면

절들을 “Hanning” 창(window)으로 곱한다. 최종적으

을 보여주고 있다. 저주파수 리듬은 호흡의 유무와

로, 전처리된 신호의 PSD를 계산하고 그 결과는

상관없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호흡 주파수

2

msec /Hz로 표시된다. 각 주파수 대역마다 PSD 곡선
2

대역에서는 무호흡 때 RR 간격의 파워스펙트럼이

아래 영역을 적분하여 파워를 msec 으로 계산한다: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호흡 주파수에 의한 자

5분 총파워(＜ 0.4 Hz), 고주파수 파워(0.15-0.4 Hz),

율신경의 리듬변화가 다른 어떤 진동에 이차적인 것

저주파수

이 아니라 호흡 자체에 의한 것임을 의미한다.

파워(0.04-0.15

Hz),

초저주파수

파워

(0.0033-0.015 Hz). 총파워와 ULF 파워는 24시간 전
체 기록의 파워스펙트럼으로부터 계산한다.

이러한 호흡성 굴심방부정맥은 굴심방결절에 대한
원심성 미주신경 활성도의 변화가 원인이다. 따라서

표준화된 LF와 HF 요소는 LF 혹은 HF 파워를 총

호흡성 굴심방부정맥은 심장의 미주신경 활성도에

파워에서 VLF 파워를 차감한 결과로 나누고 100을

대한 임상적 척도이며, 부교감신경의 영향을 받는

곱하여 계산된다.

HF와 관련이 있다.

하루주기값들은 심박수, VLF, LF, HF 파워, 표준

원심성 미주신경의 활성 변화에 대한 여러 기전이

화된 HF와 LF 파워의 5분 분절값들의 매시간 평균

제시되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기전은 흉곽내 압력의

이다.

호흡성 변화에 대한 미주신경성 폐신장반사(vagal
pulmonary stretch reflexes) 혹은 미주신경성 압력수용

정상 데이터베이스와 통계

체반사(vagal baroreflexes)이다. 또한 호흡중추와 심혈

(Normal Database and Statistics)

관계 중추간의 직접적인 신호전달로, 호흡성 리듬이
원심성 미주신경유출에 직접적으로 부과(impose)되거

9세에서 83세까지의 153명(남자: 68명, 여자: 85명)
의 건강한 사람들의 24시간 심전도 기록으로부터 기

나, 구심성 입력에 대한 미주 신경세포의 민감도 변
화를 유발한다는 가설도 제시되고 있다.

준범위통계량(reference range statistic)을 계산하였다.

기전이 어떠하든지 간에 호흡성 굴심방부정맥의

병력, 이학적 검사, 12전극 심전도, 기본 혈액화학검

진폭은 미주성 심장억제 신경세포(vagal cardio-inhi-

사를 시행하여 대상자가 건강하고, 약물 투약력도

bitary neuron)가 심장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흡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켰다.

기 때 원심성 미주신경의 활성도는 거의 사라지고

또한 이들은 분노, 불안, 피로, 우울증에 대한 심리

RR 간격은 짧아지며, 호기 때는 원심성 미주신경

학적 선별검사도 받았다.

활성도가 최대로 되면서 RR 간격이 길어진다. 즉,

나이를 독립변수로, 각 심박변이도 파라미터를 종

미주신경의 영향이 커질수록 흡기와 호기 사이의 심

속변수로 선형회귀분석 하여, 표본집단에 대한 95%

박수 차이가 커지며 이는 호흡성 굴심방부정맥의 진

최병문․노규정：심박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 H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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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R-R interval spectral power during frequency-controlled breathing and apnea. Respiratory-frequency R-R interval
spectral power, shown as horizontal sections of a sliding fast Fourier transformation (lower left) or power
spectrum (lower right) disappeared during apnoea. Breathing is necessary for the occurrence of respiratoryfrequency R-R interval fluctuations; they are absent during apnea.

폭이 커짐을 의미한다. 호흡성 굴심방부정맥의 크기

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호흡수와 흡기심도(depth of

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 장의 범

inspiration)에 의해서도 호흡성 굴심방부정맥의 크기

위를 넘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한다.

가 변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호흡성 굴심방부정맥의

호흡성 굴심방부정맥이 굴심방결절에 대한 부교감

크기를 단기 심전도 기록에서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신경의 영향을 나타낸다는 증거는 많이 있다. 호흡

대상자의 일회 호흡량(tidal volume)을 표준화하여야

성 굴심방부정맥과 미주신경 긴장도가 비례한다는

하는데, 이는 호흡성 굴심방부정맥의 주파수 의존적

것은 호흡성 굴심방부정맥의 추정치 변화가 미주신

특성 때문이다. 24시간 기록에서 호흡성 굴심방부정

경 긴장도의 변동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맥을 자율신경 활성도의 표지자로 사용하기에는 제

그러나 호흡성 굴심방부정맥이 거의 미주신경에 의

한이 따르므로, 호흡이 호흡성 굴심방부정맥의 크기

해서만 변한다고는 하나, 심박수의 변동은 내재성

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심박수(intrinsic heart rate)에 대한 교감신경과 부교감

마취를 하면 호흡성 굴심방부정맥이 감소하게 되

신경 간의 균형에 따라서 변한다. 따라서 교감신경

는데, 이는 사람이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고 있을 때

과 부교감신경 활성도의 상호작용 때문에, 계산되는

심박변이도의 HF가 증가하는 것과는 현저히 대비된

호흡성 굴심방부정맥의 추정치(estimates)는 전체적으

다. Ether로 마취 유도를 하면 호흡성 굴심방부정맥

로 편견(bias)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미주신경 긴장도

이 없어지며, 개에서 halothane으로 마취를 하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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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성 굴심방부정맥의 일반적인 양상이 유의하게 감

변이도가 감소하는 현상은 다른 연구에서 알려진 중

소한다. Atropine은 호흡성 굴심방부정맥을 감소시키

추성 자율신경 유출의 감소와 매우 유사하다. 대뇌

는 반면에 morphine은 이를 증가시킨다. 호흡성 굴

제거 토끼에서 etomidate는 압력수용체 반사에는 아

심방부정맥의 진폭은 isoflurane/N2O로 마취할 때 감

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신경절이전 교감신경

소되고, 각성 때 증가한다. 또한 isoflurane/N2O 또는

유출(preganglionic sympathetic outflow)을 유의하게

enflurane/N2O로 마취할 때 호흡성 굴심방부정맥의

감소시키며, 이는 thiopental, ketamine, althesin도 유사

진폭이 90% 이상 감소하고 회복실에서 점차적으로

하다.

정상수치로 회복된다.

대용량의 아편유사제로 마취유도를 하면 중추성

심박변이도와 자율신경 유출(autonomic outflow)은

무호흡이 불가피하다. HF의 절대값 감소는 다른 전

마취약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Fentanyl로 마취

신마취제와 유사하게 전신적 대뇌억제효과 때문일

유도를 할 경우 심박변이도의 HF, LF 모두 감소하

것이나, 호흡성 굴심방부정맥의 감소는 아편유사제

나, sevoflurane/N2O로 마취를 하면 심박변이도의 모

에 의한 환기억제와 특이하게 관련되어 있는 요소도

든 요소가 감소하되, HF보다 LF가 더 많이 감소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아울러서 수동적 폐팽창에 대

다. 이는 미주신경 유출에 대한 억제효과가 sevo-

한 반사 반응으로서 호흡성 굴심방부정맥에 정상적

flurane/N2O 마취 때는 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Su-

으로 가해질 수 있는 요인들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

fentanil로 마취 유도를 하고 이어서 지속정주를 하

다.

면, HRV의 모든 요소가 감소하며 이는 혈압의 감소

마취를 하게 되면 호흡성 굴심방부정맥이 감소한

와 일치한다. 교감신경억제제(sympatholytic)이면서 부

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로 호흡성 굴심방부정맥의

교감신경 활성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진폭 변화를 마취 심도의 척도로 이용해 보려는 시

sufentanil에 의하여 LF가 감소하는 것은 그다지 놀

도가 있었다. 그러나 마취심도는 마취약제 뿐만 아

라운 일은 아니지만, 부교감신경의 영향을 받는 HF

니라 수술자극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Isoflu-

가 감소하는 것은 설명하기가 다소 힘들다. 그러나

rane/N2O로 마취한 환자에서 절개에 의하여 하부식

위의 결과를 다시 분석한 결과 HF의 절대값은 감소

도괄약근의 수축력 증가 직전에 HF가 증가한다. 그

하나, 감소된 총파워에 대한 HF의 비는 상대적으로

러나 동시에 절개에 흔히 수반되는 빈맥 다음에 심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전신마취로 인하여

박변이도가 역설적으로 감소하는데 이로 인하여 심

전체 심박변이도가 감소할 경우, 총파워에 대한 각

박변이도의 양상이 더욱 복잡해진다. 이는 다시 심

주파수 대역의 상대적인 파워를 측정함으로써 보다

박변이도와 호흡성 굴심방부정맥을 마취심도의 표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로 사용하기 어렵게 만든다.

흡입마취제나 정맥마취제 모두 모든 주파수 대역

수술자극의 효과는 마취기법에 따라서 달라진다.

의 파워를 감소시키나, 그 기전은 명확하게 알려져

복강경으로 난관결찰술을 시행받는 환자에서 propo-

있지 않다. 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의문이 마

fol로 마취하면 임상적으로 동량의 isoflurane으로 마

취제의 종류가 다르면 심박변이도에 대한 효과도 달

취를 하는 경우 보다 자극으로 인한 심박변이도 증

라지는가이다. 건강한 환자에서 thiopental과 etomi-

가가 유의하게 크다. 수술자극은 심박변이도의 상당

date로 마취 유도를 하면 thiopental이 심박변이도를

부분을 보다 낮은 주파수 대역으로 이동시키며, 이

더 많이 감소시키며, 이는 thopental이 자율신경계의

는 자율신경 균형이 교감신경이 우세한 쪽으로 치우

반사 활성도를 더 많이 억제하는 것과 일치하였다.

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Etomidate가 심혈관계 반사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

Propofol과 심박변이도: 임상에서 마취유도제로

는다 하더라도, etomidate와 N2O로 마취 유도를 하면

많이 이용되는 propofol도 심박변이도를 감소시키는

기준치의 반 정도까지 심박변이도가 감소한다. 심혈

것으로 알려져 있다. Propofol 2 mg/kg을 30초에 걸

관계에 대한 영향은 별로 없으면서 심박변이도를 억

쳐 정주하고, 10.2 mg/kg/h로 지속 정주하면서 자발

제하는 것은 마취제에 의한 뇌기능 변화가 원인일

호흡을 유지한 채로 마취유도 전과 마취유도 10-15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신마취에 의하여 심박

분 사이의 구간에서 시행한 파워스펙트럼분석에서

최병문․노규정：심박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 HRV)

모든 주파수 대역의 파워가 감소하되, LF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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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된 교감신경의 억제는 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08 Hz)가 HF (0.15-0.45 Hz)보다 덜 감소한다. Pro-

호흡수와 심박변이도; 부교감신경의 영향은 분당

pofol은 isoflurane/ N2O에 비하여 LF의 감소가 유의

호흡수가 7회 이하이거나 깊은 호흡을 할 경우에 특

하게 적다. Propofol은 BIS에 비례하여 HF가 감소하

히 뚜렷해진다. 부교감신경 또는 미주신경의 활성을

는 반면에, sevoflurane은 BIS에 의존적인 감소를 보

보여주는 고주파수 스펙트럼은 심박수의 변화가 호

이지 않는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propofol은 부교

흡주기와 관계 있으며, 심박수는 흡기 때 증가하고

감신경의 활성을 주로 감소시키며 혈관의 긴장도와

호기 때 감소한다. 진동(oscillation)의 크기는 다양한

(QECG-3)

Fig. 20. QECG-3.

84 정맥마취：제 8 권 제 2 호 2004
데, 아주 느리고 깊은 호흡을 할 경우 대개 커진다.
호흡에 의한 심박변이도의 기전은 매우 복잡하며 중

장비소개

추신경성 상호작용과 반사신경성 상호작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미주신경을 완전히 차단시키면(total

현재 국내에 상업화되어 있는 심박변이도 측정용

vagal blockade) 고주파수 진동이 제거되고 저주파수

장비는 크게 심전도 상에서 심박변이도 분석을 하는

대역에서의 파워가 감소된다. 고주파수 대역의 파워

장비와 맥박(pulse)에서 심박변이도를 분석하는 장비

는 총파워의 5% 정도이다.

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QECG-3 (Laxtha

심박변이도 연구를 할 경우 호흡수를 분당 12회

Inc, Korea)가 대표적이며 50여가지 기본 분석법이

(0.2 Hz) 또는 15회(0.25 Hz)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제공된다(Fig. 20, Table 7). 후자의 경우는 TAS9

는 LF의 주파수 대역으로 호흡 주파수가 들어가게

(IEMBIO Co., Ltd, Korea)이 대표적이다(Fig. 21, Table

될 경우 부교감 신경의 영향이 뚜렷해지기 때문이

8). TAS9은 단기 심박변이도 분석용이며 분석되는

다. 따라서 호흡수는 분당 9회(0.15 Hz)보다 커야 하

파라미터는 FFT-based PSD, time-based parameters,

므로 최소한 분당 10회 이상은 되어야 한다.

Poincare parameter 등이다.

Table 7. Specifications of QECG-3
ꠧꠧꠧꠧꠧꠧꠧꠧꠧꠧꠧꠧꠧꠧꠧꠧꠧꠧꠧꠧꠧꠧꠧꠧꠧꠧꠧꠧꠧꠧꠧꠧꠧꠧꠧꠧꠧꠧꠧꠧꠧꠧꠧꠧꠧꠧꠧꠧꠧꠧꠧꠧꠧꠧꠧꠧꠧꠧꠧꠧꠧꠧꠧꠧꠧꠧꠧꠧꠧꠧꠧꠧꠧꠧꠧꠧꠧꠧꠧꠧꠧꠧꠧꠧꠧꠧꠧꠧꠧꠧꠧꠧꠧꠧꠧꠧꠧꠧꠧꠧ
구분
항목
내용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CG 증폭기
채널 수
3 채널
입력방식
표준 사지 유도(I, II, III)
감도 조절
최대 감도: 530μVp, 최소 감도: 2.82 mVp
S/W적으로 16단계 선형 조절
통과대역
0.14-140 Hz (Half-Amplitude)
노치감쇠
1fo: 최소 50 dB
2fo: 최소 20 dB
노치주파수
1fo, 2fo: 전원 주파수(fo)에 자동 추적하는 방식
동상제거비
최소 100 dB (@ 20 Hz)
내부 노이즈 레벨
최대 10μVpp
정션박스
전극 연결 정션 박스
사용 가능
AD변환기
AD변환
12 Bits
샘플링 주파수
128 Hz, 256 Hz, 512 Hz, 1,024 Hz
(S/W적으로 4단계 조절가능.)
통신 프로토콜
통신방식
USB
시스템출력
디지털 출력
USB-Port
기계적 특성
본체
치수
230 (W) × 173 (H) × 136 (D)
무게
4.5 Kg
정션박스
치수
139 mm (W) × 95 mm (H) × 34 mm (D)
무게
340 g
전기적 특성
인가전압
100-240 VAC (Free voltage), 50/60 Hz
소비전력
4.5VA
사용퓨즈
T1AL-250 V
동작환경
온도
10-40oC
습도
30-80%
전격에 대한
보호형식
1급
보호정도
BF형 기기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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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TAS9.

결

론

수 있는 좋은 방법임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심박
변이도의 분석을 통해 중요한 임상질환의 특성을 이

이상과 같이 심박변이도의 전반적인 특성에 대해

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특히 심혈관계 항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최근 들어 마이크로프로세서

상성의 지표로 심박변이도를 이용하려는데 많은 관

기술의 발달로 인해 RR 간격의 분석이 보다 간편해

심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심박변이도를 마취

지면서 임상가들에게도 그 문호가 많이 넓어지고 있

감시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심박변이도

는 추세이다. 물론 아직까지 많은 의문점들이 존재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성을 고려할 때 향후

하지만 자율신경계의 활성을 정량화하는 데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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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pecifications of TAS9
ꠧꠧꠧꠧꠧꠧꠧꠧꠧꠧꠧꠧꠧꠧꠧꠧꠧꠧꠧꠧꠧꠧꠧꠧꠧꠧꠧꠧꠧꠧꠧꠧꠧꠧꠧꠧꠧꠧꠧꠧꠧꠧꠧꠧꠧꠧꠧꠧ
Pulse rate range
30-199 BPM
RR interval accuracy
± 1 millisecond
RR interval detection
PWM noise rejection,
Band pass filter
Light sensor wavelength IR, 890 nm
Batteries
NiMH rechargeable
BATT × 3 (AA)
PC interface
USB or Serial port
Operating System
Windows 98/2000/XP
Analysis parameters
Time/frequency/Poincare
Operating voltage/
3.3 V/70 mW
required power
Output data
Printable Report Sheet
Vital index including
Numerical display
body condition, relax,
stress, pulse, and
health point (%)
Weight
300 g
Dimensions
65 × 133 × 30 (mm)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마취감시의 한 방법으로 이용할 가치는 충분하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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