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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 indice of heart rate variability (HRV) according to

presence of metabolic syndrome (MS), pattern identification.
Methods : We analyzed 167 subjects who participated in a stroke check-up. We classified the subjects into two groups as

MS (n=48) and non-MS (n=119) based on NCEP ATP Ⅲ. First, we investigated pattern identification of all subjects based
on Korean Standard Pattern Identifications for Stroke-Ⅲ. Second, we surveyed significance of HRV indices between MS and
non-MS groups. Third, we investigated significance of HRV indices between classified DP of MS and classified DP of non-MS.
Fourth, we investigated significance of HRV indices between classified DP of MS and non-MS. Fifth, we investigated significance
between components of MS and HRV indices.
Results :
1. SDNN, RMS-SD, HF, Ln(HF), and HF (NORM)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MS than non-MS group. LN (TP),

LF/HF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MS than non-MS.
2. Ln (HF), Ln (TP), and LF/HF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classified DP of MS group.
3. RMS-SD, and Ln (HF)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abdominal obesity group than in the non-abdominal obesity

group. SDNN, RMS-SD, TP, Ln (TP), VLF, Ln (VLF), and Ln (LF)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hypertension group than
in the non-hypertension group. RMS-SD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diabetes group than in the non-diabetes group. Mean
HRT,LF/HF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hypertriglyceridemia than non-hypertriglyceridemia group, but Ln (HF), RMS-SD,
and HF (NORM)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hypertriglyceridemia than non-hypertriglyceridemia group.
Conclusions : We found a few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classified DP of MS and HRV indices. The resluts

demonstrate that MS has potentially negative effects on the cardiovascular system, and these effects could be detected by H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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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0년 보고에 의하면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뇌

혈관 및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현재 연간 총

사망자의 19.0％인 인구 10만 명 당 43.4명과 56.5명

으로 각각 사망원인의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1
.

최근 제시되고 있는 뇌혈관 및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로는 연령, 고혈압, 비만, 흡연, 심혈관 질환의

가족 기왕력, 낮은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당뇨

등 이 있다
2
. 뇌혈관 및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들과

관련하여 대사증후군이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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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이유는 내당능장애,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의 위험인자가 혈관의 죽상경화증을 유발하여 최종

합병증으로 뇌혈관 질환 및 심혈관 질환, 말초혈관

질환 등 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3
.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 MS)과 관련된

개념은 1988년에 Reaven이 인슐린저항성으로 인해

고인슐린,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등의 심혈관질

환의 위험인자들이 군집되어 나타난다고 주장하며,

이를 X 증후군 또는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으로 명

명하며, 처음으로 대사증후군 진단을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
4
. WHO에서는 이러한 질환군의 모든 인자

들이 인슐린저항으로 인한 것은아니라는판단 하에

대사증후군에 대하여 다시 정의했으며, 그 구성인자로

고혈압, 지질대사 이상, 비만, 단백뇨증, 당뇨 등을포

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5
. 현재 사용되는 대사증후

군의 진단기준 NCEP ATP Ⅲ(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Adult Treatment Panel Ⅲ)는

임상에서 대사증후군을 손쉽게 진단하기 위하여복부

비만, 고혈압, 내당능장애, 고중성지방혈증, 저고밀도

콜레스테롤혈증의 5가지 위험요인 중에서 3개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하는 임상지

침을 제시하고 있다
6
. 국내에서는 NCEP ATP Ⅲ을

기준으로 하여 대사증후군으로 진단 받은 경우 심혈

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

된 바 있으며
7
, 국외에서도 대사증후군으로 진단 받

은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다는 선행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8,9
.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진단

검사 중에서심박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 HRV)

는심장 영역에서는평균심박수를 통한 환자의 증상

파악, 심장의 안정도 반영, 심박수 이상 파악의 임상

의의가 있고, 자율신경계 영역에서는 자율신경의 전

체적인활성도 반영, 자율신경 균형도 및안정도 반영

의 임상 의의가 있으며, 스트레스 영역에서는 스트레

스 저항도 및 지수의 반영, 피로도 반영의 임상 의의가

있다
10
. 심박변이도는심혈관 질환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이외에도 여러가지 질환과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김 등
11
은 심박변이도를

근거로급성 소화불량, 기능성 소화불량, 기질성 소화

불량을 비교하는 연구, 이 등
12
은 중풍 환자들에게

있어서 심박변이도 상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 최 등
13
은 특발성안면 신경 마비와 자율신경계

실조에 있어서심박변이도와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 등이 있으며, 대사증후군과심박변이도의 관련성

에 대한 연구로는 민 등
14
과 장 등

15
의 연구가 있다.

대사증후군과 심박변이도의 관련성에 관하여 민
16

의 보고가 있었지만, 대사증후군을 한방 辨證 기준

으로 분류하고, 대사증후군과 辨證 간의 관련성을

조사하거나, 대사증후군의 辯證 분류와 심박변이도

의 관련성에 관하여 조사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대사증후군과 관련성 있는 辨證 분

류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 대사증후군의 辨證 분류

와 심박변이도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 유

의성 있는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9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동의대학

교 부속 한방병원에서 중풍 종합 검진을 받은 피검자

를 대상으로 했으며, 피검자 중에서 인공심장박동기

(pacemaker)를 착용중인 상태로 심박변이도 검사를 시

행하지 않은 자, 갑상선 기능 이상으로 약물을 복용중

인 자, 심박수 이상으로 약물을 복용중인 자, 심박수가

45회 미만이거나 105회 초과인 자는 제외하고, 서면 상

검사에 동의한 167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했다.

2. 연구방법

모든피검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파악하기 위하여

연령, 흡연력, 질환력,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 등의 내용을 조사했고, 한방

辨證분류와관계되는 내용은설문지 작성과 신체계

측 및 Inbody 검사를 통하여 조사했으며, 채혈검사로

중성지방(triglyceride, TG),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대사증후군의 습담 변증군과 심박변이도의 관련성에 관한 고찰

286

(high-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HDL-C), 저밀

도지단백콜레스테롤(low-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LDL-C), 총콜레스테롤양(total cholesterol, T-Chol),

공복시 혈당(fasting blood sugar, FBS) 등을 조사했다.

3. 측정방법

1) 설문지

중풍 종합 검진 피검자들이 작성한 설문지를 사

용했다. “뇌혈관질환의 한의변증진단 표준화 및 과

학기반연구”를 근거로 하여 작성된 설문지 이며, 설

문지는 표준작업지침 교육을 받은 전공의와 환자의

질의응답방식으로 작성되었다.

2) 辨 證

설문지의 내용 및 환자와 관련되는 정보를 기반

으로표준작업지침교육을받은 전공의 1인과 전문의

1인이협의하여辨證했다. 辨證분류는 이 등
17
의 연구

에서제시한 기준으로火熱證(fire-heat pattern, FH),

陰虛證(yin deficiency pattern, YD)氣虛證(Qi deficiency

pattern, QD), 濕痰證(dampness-phlegm pattern, DP)

其他辨證(etc. pattern)으로총 5가지로했다(Table 1).

화열증

1. (면색)얼굴빛이 붉은 편이다.
2. 머리가 열나는 것 같이 아프다.
3. 몸에 열감이 나면서 더운 것을 싫어한다.
4. 가슴이 답답하거나 열이 나는 느낌이 있다.
5. 답답하고 열이 나서 잠자기가 힘들다.
6.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신다.
7. 환자의 목구멍에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린다.
8. 눈이 붉다(충혈).
9. 구설생창

10. 수족열, 수족심열
11. 소변색이 진한 편이다.
12. 구취
13. (설진)황태
14. (설진)후태
15. (설진)설질홍
16. (맥진)유력맥
17. (맥진)홍맥
18. (맥진)삭맥

음허증

1. (면색)얼굴빛이 희지만 광대뼈 부위가 붉다.
2. 오후조열
3. 체형이 소수하다.
4. 수면 중에 땀을 흘린다.

5. 입이 마른다.
6. (설진)경면설
7. (설진)조태

*상기 지표는 음허증의 특징인 음액부족과 이로 인한 허열상의 임상 지표이다. 그러나 임상적으로
음허증은 상기 지표 외에 화열증과 기허증의 지표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허증

1. (면색)얼굴빛이 창백하다.
2. 환자가 기운이 없어 보인다.
3. 쉽게 피로하고 기운이 없다.
4. 목소리가 힘이 없고 말하기 싫어한다.
5. 잠을 잘 잤지만 자주 누워 있고 싶다.
6. 수족궐냉

7. (설진)담백
8. (설진)치흔이 있다.
9. (맥진)무력맥
10. (맥진)세맥
11. (맥진)지맥

습담증

1. (면색)얼굴이 누렇게 뜨거나 때가 낀 것 같다.
2. 체형이 비습하다.
3. 환자의 안검 주위가 검다.
4. 속이 메스꺼우면서 머리가 어지럽다.

5. (설진)반대설
6. (설진)백태
7. (맥진)활맥

*상기지표는 병리적 산물의 표현인 습담증의 지표로 임상적으로는 화열증 또는 기허증의 지표와
함께 나타나 겸증으로 표현된다(화열형 습담, 기허형 습담).

19 indicators for fire-heat pattern, 11 for qi deficiency pattern, 7 for yin deficiency pattern, 7 for dampness phlegm pattern.
But each characteristic indicators of yin deficiency pattern and dampness-phlegm pattern can appear with indicators of fire-heat
pattern and qi deficiency pattern at the same time. Namely indicators of yin deficiency pattern and dampness-phlegm
pattern are no absolute.

Table 1. Korean Standard Pattern Identifications for Stroke-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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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혈 검사

(1) FBS, TG, T-Chol, HDL-C, LDL-C 검사

피검자 모두 측정 전날 밤 10시부터 물을 제외하

고는 금식하도록 했으며, 최소 12시간의 공복 상태

에서 정맥 채혈을 하여 1시간 동안 냉동 보관 후 분

석했다. TG, T-Chol은 enzymatic method(효소법)

을 사용했고, HDL-C는 직접법을 사용했고, LDL-C

는 Friedewald 공식
18
에 따라 계산했다.

LDL-C = T-Chol - HDL-C - 0.2×TG

4) 혈압 측정, 신체 계측, 체성분 측정

(1) 혈압 측정

피검자의 혈압 측정은 10분 이상의 안정 후 전문

간호사가 표준 수은주 혈압계를 이용하여 수축기 혈

압과 이완기 혈압을 측정했다.

(2) 신체 계측 및 체성분 측정

키와 체중은 신체 계측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했고,

BMI는 Inbody 4.0(Biospace, Korea)을 사용하여 측

정했다. 허리둘레는 WHO에서 권장하는 최하위 늑

골하단부와 골반 장골능 상부의 중간 부위에서 바닥

과 수평으로 연부 조직에 압력을 가하지 않게 줄자

를 대어 인치(inch)로 측정했다.

5) 대사증후군 기준

피검자들은 NCEP ATP Ⅲ
6
을 진단 기준으로 했

으며, 복부 비만의 기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복

부비만 기준
19
을 적용했으며,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대사증후

군으로 진단했다.

(1) 복부 비만(abdominal obesity, AO)

남자 : 허리둘레≧90 cm , 여자 : 허리둘레≧80

cm인 경우 복부 비만으로 판단.

(2) 중성지방(TG) : TG≧150 mg/dL

(3)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C) : HDL-C

<40 mg/dL (남자), HDL-C<50 mg/dL (여자)

(4) 혈압(blood pressure, BP) : 수축기/이완기

혈압≧130/85 mmHg 또는 항고혈압약제 복용자

(5) 혈당(blood sugar, BS) : 공복시 혈당≧110

mg/dL 또는 혈당강하제를 복용자

6) 심박변이도 검사

심박변이도의 측정은 디나미카(Dinamica(주) 메

디미르, 한국)를 사용했고, 환자를 편안하게 앉히고

충분하게 안정시킨 후 좌우 손목 부위와 좌측 발목

부위에 각각 전극을 부착하고 부정맥 등을 제외한

정상맥 300회를 측정했다.

심박변이도를 측정한 후 시간 영역 분석(time

domain analysis)을 통해 Mean HRT(mean heart

rate), Mean NN(mean of all normal R-R intervals),

SDNN(standard deviation of all normal R-R

intervals), RMS-SD(the root mean square successive

difference of R-R intervals)를 구했다.

주파수 영역 분석(frequency domain analysis)을

통해 TP(total power), VLF(very low frequency,

0.003∼0.04 Hz), LF(low frequency, 0.04∼0.15 Hz),

HF(high frequency, 0.15∼0.4 Hz)를 구했으며, 이를

이용하여 로그 변환값 Ln(TP)(log-transformed total

power), Ln(VLF)(log-transformed very low frequency),

Ln(LF)(log-transformed low frequency), Ln(HF)

(log-transformed high frequency), LF/HF, LF

(NORM)(normalized LF), HF(NORM)(normalized

HF)를 구했다.

4. 통계학적 분석

모든 통계 분석은 유의수준 0.05 하에서 실시하며,

SPSS 18 버전을 이용해서 수행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임상적 특징은 범주형 자료인 경우

빈도와백분율로, 연속형 자료인 경우평균±표준편차

로 요약했다. 범주형 자료인 경우 카이스퀘어검정

(chi-square test)을 사용하여 분석했으며, 연속형 자

료인 경우 독립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를

사용하여분석했다. 대사증후군과 비대사증후군의습

담변증과 심박변이도 간 연관성 분석을 위해 로지스

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했고,

대사증후군 여부와 심박변이도 간 연관성 분석과 대

사증후군 하위 요소별 심박변이도 간의 연관성 분석

을 위해 독립 t검정(independent t-test)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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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및 임상적 특징

본 연구 대상자는 총 167명으로 대사증후군은 48

명(28.7%), 비대사증후군은 119명(71.3%)이었다. 대

사증후군의 구성 요소 중에서 당뇨병, 고혈압은 대

사증후군과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고, 중성지방 수치

는 대사증후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항목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

었다(Table 2).

Variable Overall Metabolic Syndrome Non Metabolic Syndrome P value*

All patients 167 (100.0) 48 (28.7) 119 (71.3)

Non-smoker 125 (74.8) 29 (60.4) 96 (80.7)

0.021*Experienced-smoker 32 (19.2) 14 (29.2) 18 (15.1)

Current-smoker 10 (6.0) 5 (10.4) 5 (4.2)

DM 20 (12.0) 11 (22.9) 9 (7.6)
p<0.001*

Non DM 147 (88.0) 37 (77.1) 110 (92.4)

Hypertension 54 (32.3) 34 (70.8) 20 (16.8)
p<0.001*

Non Hypertension 113 (67.7) 14 (29.2) 99 (83.2)

Systolic Blood Pressure 119.1±15.6 125.2±15.2 116.6±15.0 0.823

Diastolic Blood Pressure 75.5±9.7 77.9±9.0 74.5±9.9 0.106

BMI 24.4±2.9 26.2±3.3 23.7±2.4 0.071

Height (cm) 158.5±8.2 158.6±8.8 158.5±8.0 0.395

Weight (kg) 61.6±9.5 66.0±10.3 59.76±8.6 0.218

Waist (inch) 32.5±3.1 34.7±2.8 31.6±2.8 0.872

Age 60.1±11.0 63.7±8.7 58.7±11.5 0.054

TG (mg/dl) 121.6±78.3 179.6±104.5 98.2±48.6 p<0.001*
HDL-C (mg/dl) 51.1±11.3 45.8±11.1 53.3±10.7 0.868

FBS (mg/dl) 107.6±18.8 113.4±17.1 105.3±19.1 0.903

LDL-C (mg/dl) 118.1±31.6 119.9±32.3 117.4±31.6 0.479
Data presented as frequencies (percentages).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calculated by chi-square test and independent t-test.

Table 2. Patients'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linical Features.

2. 대사증후군과 비대사증후군의 辨證 분포

대사증후군과 비대사증후군의 辨證 분포를 조사

해 본 결과 대사증후군과 비대사증후군의 辨證분포

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고, 火熱證은 각각 7명

(14.6%), 40명(33.6%), 陰虛證은 각각 0명(0.0%), 2

명(1.7%), 氣虛證은 각각 1명(2.1%), 19명(16.0%),

濕痰證은 각각 35명(72.9%), 51명(42.9%), 其他辨證

은 각각 6명(12.5%), 7명(5.8%)로 나타났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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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Overall Metabolic Syndrome Non Metabolic Syndrome P value*

All patients 167 48 119

Fire-heat pattern 47 (28.1) 7 (14.6) 40 (33.6)

0.001*

Yin deficiency pattern 2 (1.2) 0 (0.0) 2 (1.7)

Qi deficiency pattern 20 (12.0) 1 (2.1) 19 (16.0)

Dampness-phlegm pattern 86 (51.5) 35 (72.9) 51 (42.9)

Etc. pattern 13 (7.2) 6 (12.5) 7 (5.8)

Data presented as frequencies (percentages).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calculated by chi-square test.

Table 3. Pattern Identifications by Metabolic Syndrome.

3. 대사증후군의 진단 유무에 따른 심박변이도 조사

대사증후군과 비대사증후군의 심박변이도 조사 결

과 SDNN, RMS-SD, HF, Ln(HF), HF(NORM)의값

은 대사증후군이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Ln(TP), LF/HF의값은 대사증후군이 통계

적으로 유의성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Variable Metabolic Syndrome (n=48) Non Metabolic Syndrome (n=119) P value*

Mean HRT 66.9±10.2 64.0±8.6 0.064

Mean NN 914.9±127.2 954.3±128.3 0.073

SDNN 32.7±12.2 38.5±14.7 0.017*

RMS-SD 18.5±9.2 24.9±11.9 0.001*

TP 1070.3±1166.8 1449.4±1701.5 0.159

Ln (TP) 6.5±1.0 5.9±0.9 0.044*

VLF 538.6±580.4 604.5±660.0 0.547

Ln (VLF) 5.8±1.1 6.0±0.8 0.231

LF 213.1±319.9 346.4±641.4 0.076

Ln (LF) 4.8±1.2 5.0±1.2 0.165

HF 227.5±436.1 424.5±633.5 0.023*

Ln (HF) 4.8±1.0 5.4±1.1 0.001*

LF (NORM) 41.9±17.2 37.9±16.3 0.164

HF (NORM) 44.8±19.9 52.2±18.2 0.022*

LF/HF 1.3±0.8 0.9±0.6 0.017*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calculated by independent t-test.

Table 4. HRV Indices by Metabolic Syndrome.

4. 대사증후군 濕痰證과 비대사증후군 濕痰證의 심

박변이도 조사

대사증후군 濕痰證과 비대사증후군 濕痰證의 심

박변이도 조사 결과 심박변이도 검사 지표 중에서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을 때에는

Ln(HF)의 값이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고, 다변량 로

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했을때에는 Ln(TP), LF/HF

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그 외의 항목

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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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Mean HRT P value* SDNN P value* RMS-SD P value*

Abdominal Obesity
Yes 65.7±9.7 0.250 35.7±14.8 0.336 21.0±10.3 0.022*

No 64.1±8.7 37.9±13.7 25.0±12.2

BMI
Yes 64.8±9.4 0.890 36.7±15.0 0.950 22.1±10.8 0.374

No 65.0±9.1 36.9±13.8 23.7±12.0

Blood Pressure
Yes 65.5±8.6 0.411 33.5±11.5 0.003* 20.2±8.9 0.002*

No 64.3±9.6 39.8±15.8 25.7±13.0

Blood Sugar
Yes 66.7±10.6 0.075 35.3±12.8 0.295 20.1±9.3 0.006*

No 63.8±8.1 35.7±15.0 24.8±12.3

Table 6. HRV according to Components of the Metabolic Syndrome.

Variable
Univariate Multivariate

OR 95% CI P value* Adjusted OR 95% CI P value*

Mean HRT 0.99 (0.95, 1.03) 0.988

Mean NN 1.00 (1.00, 1.00) 0.567

SDNN 0.97 (0.94, 1.00) 0.070

RMS-SD 0.96 (0.91, 1.00) 0.057

TP 1.00 (1.00, 1.00) 0.294

Ln (TP) 0.64 (0.39, 1.06) 0.082 0.58 (0.34,0.99) 0.046*

VLF 1.00 (1.00, 1.00) 0.617

Ln (VLF) 0.80 (0.51, 1.27) 0.345

LF 1.00 (1.00, 1.00) 0.494

Ln (LF) 0.86 (0.59, 1.26) 0.432

HF 1.00 (1.00, 1.00) 0.204

Ln (HF) 0.64 (0.42, 0.98) 0.042*

LF (NORM) 1.03 (1.00, 1.06) 0.064

HF (NORM) 0.99 (0.96, 1.01) 0.205

LF/HF 1.97 (0.93, 4.16) 0.076 2.28 (1.03,5.06) 0.043*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calculated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able 5. Results from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DP Pattern Patients by Metabolic Syndrome.

5. 대사증후군의 기준과 심박변이도의 관련성 조사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이 되는 복부 비만, BMI,

고중성지방혈증, 저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혈증, 혈

압, 혈당과 심박변이도의 관련성을 조사 결과 복부

비만이 있는 군은 RMS-SD, Ln(HF)의 값이 통계

적으로 유의성 있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혈압이

있는 군은 SDNN, RMS-SD, TP, Ln(TP), VLF,

Ln(VLF), Ln(LF)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혈당이 있는 군은 RMS-SD

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고중성지방혈증이 있는 군은 Mean HRT,

LF/HF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났고, RMS-SD, Ln(HF), HF(NORM)의 값

은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심박변이도 검사 지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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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
Yes 67.6±10.7 0.035* 33.1±13.4 0.059 19.1±10.7 0.014*

No 64.1±8.5 38.0±14.4 24.3±11.5

HDL-C
Yes 64.8±8.1 0.898 35.4±13.0 0.324 22.3±10.0 0.516

No 64.9±9.7 37.7±14.9 23.5±12.3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calculated by independent t-test.

component TP P value* Ln (TP) P value* VLF P value*

Abdominal Obesity
Yes 1269.1±1540.2 0.576 6.7±1.0 0.232 532.2±500.6 0.301

No 1406.0±1607.9 6.9±0.8 634.6±740.5

BMI
Yes 1358.6±1637.7 0.902 6.7±1.0 0.612 582.1±529.3 0.953

No 1327.9±1534.6 6.8±0.8 588.0±704.3

Blood Pressure
Yes 1073.9±1246.1 0.034* 6.6±0.8 0.017* 463.9±493.5 0.017*

No 1580.0±1790.0 6.9±1.0 694.8±728.5

Blood Sugar
Yes 1212.9±1428.6 0.428 6.6±1.0 0.147 550.3±534.0 0.588

No 1413.8±1651.9 6.9±0.9 605.9±691.2

TG
Yes 1059.2±1265.4 0.203 6.6±1.0 0.077 475.3±475.9 0.218

No 1426.1±1649.8 6.8±0.9 619.2±676.7

HDL-C
Yes 1183.9±1283.0 0.331 6.7±0.8 0.525 552.6±566.3 0.614

No 1430.5±1716.7 6.8±0.9 604.6±676.4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calculated by independent t-test.

Table 6. HRV according to Components of the Metabolic Syndrome(Continued).

component Ln (VLF) P value* Ln (LF) P value* Ln (HF) P value*

Abdominal Obesity
Yes 5.9±1.0 0.341 4.8±1.3 0.141 5.0±1.2 0.019*

No 6.0±0.9 5.1±1.1 5.4±1.0

BMI
Yes 6.0±1.0 0.781 4.9±1.3 0.419 5.1±1.2 0.180

No 6.0±0.9 5.0±1.0 5.3±1.0

Blood Pressure
Yes 5.8±0.8 0.011* 4.8±1.1 0.048* 5.1±1.1 0.112

No 6.1±1.0 5.1±1.2 5.3±1.1

Blood Sugar
Yes 5.9±1.0 0.363 4.9±1.2 0.742 5.1±1.1 0.152

No 6.0±0.9 5.0±1.1 5.3±1.1

TG
Yes 5.8±1.0 0.279 4.8±1.2 0.290 4.8±1.1 0.003*

No 6.0±0.9 5.0±1.1 5.4±1.1

HDL-C
Yes 5.9±1.0 0.519 4.8±1.1 0.355 5.2±1.0 0.570

No 6.0±0.9 5.0±1.2 5.3±1.2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calculated by independent t-test.

Table 6. HRV according to Components of the Metabolic Syndrome(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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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HF(NORM) P value* LF/HF P value*

Abdominal Obesity
Yes 47.5±20.5 0.094 1.1±0.7 0.312

No 52.4±17.2 1.0±0.7

BMI
Yes 48.5±20.0 0.360 1.0±0.7 0.768

No 52.2±18.3 1.0±0.7

Blood Pressure
Yes 51.3±20.2 0.423 1.0±0.7 0.764

No 49.0±17.8 1.0±0.7

Blood Sugar
Yes 49.2±18.5 0.660 1.1±0.8 0.129

No 50.6±19.3 0.9±0.7

TG
Yes 43.4±18.6 0.011* 1.3±0.9 0.010*

No 52.1±18.7 0.9±0.6

HDL-C
Yes 50.8±19.2 0.726 1.0±0.8 0.540

No 50.0±18.9 1.0±0.7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calculated by independent t-test.

Table 6. HRV according to Components of the Metabolic Syndrome (Continued).

Ⅳ. 고 찰

대사증후군은 고혈압, 복부비만, 이상지혈증, 당

내성 손상 등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과 관계되는 위

험 인자가 군집되어 나타나는 대사성 질환으로, 대

사증후군의 위험을 가진 사람은 대사증후군이 없는

사람에 비해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발병률이 2∼3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대사증후군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
. 임상적으로도 대사증후군이 중요

한 이유는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증가 추세에 있으

며 당뇨, 고혈압, 이상지혈증 등의 위험인자가 혈관

의 죽상경화증을 유발하여 최종 합병증으로 뇌혈관

질환 및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하며
21
, 실제 대사증

후군은 새로 발생할 심혈관질환의 약 25%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기 때문이다
22
.

그래서 NCEP ATP Ⅲ에서는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

준을 제시하면서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을 줄이기 위

하여 대사증후군의 관리를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

다
6
.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 항목은 뇌혈관 질환 및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AO,

TG, HDL-C, BP, BS로 총 5가지이며
3
,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과 심박변이도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들

이 보고된 바 있다. 이 등
23
은 복부 비만과 심박변이

도의 관계에 관하여 연구했고, 장 등
24
은 당뇨병이

있는 경우 심박변이도의 변동이 있는 지에 관하여

연구했으며, 임 등
25
은 고혈압과 심박변이도의 관련

성에 관하여 연구했다. 그리고 정 등
26
, 이 등

27
은 대

사증후군과 심박변이도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

는 지에 대하여 연구했다. 상기 연구들에서 대사증

후군과 심박변이도의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중

풍 종합 검진 피검자들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과 비

대사증후군으로 분류하고, 심박변이도를 조사했다.

심박변이도는 심장 박동의 미세한 변화를 분석하

여 환경에 대한 인체의 반응을 시각화하여 현재의

건강 상태 및 정신 생리학적 안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심박수는 동방결절에 있는 심박조율세포 고유

의 자발성에 자율신경계가 영향을 받아 결정되며,

동방결절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모두의 지배를 받

고 이들의 상호 작용에 의해 심박수가 결정 된다
10
.

심박변이도는 동방결절에 영향을 주는 교감신경, 부

교감신경의 상호 균형 상태를 나타내어 체내의 자율

신경계 활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28
. 심

장주기의 시간적 변동을 측정하고 정량화한 심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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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를 연구함으로써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 부교

감신경의 균형상태 및 각각의 활동도를 평가할 수

있는데, 심박변이도의 평가에 사용하는 지표는 일반

적으로 시간 영역 분석(time domain analysis)과 주

파수 영역 분석(frequency domain analysis)이 주로

사용 된다
29
.

시간영역 분석의 SDNN은 심박동 변이도를 나타

내는 지표로 측정값이 큰 경우는 심박변동신호가 그

만큼 불규칙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측정값이 작은

경우는 심박변동신호가 그만큼 단조롭다는 것을 의

미하며
10
, 값이 감소하는 경우 급성심근경색 후의 생

존자에서 모든 사망률의 위험도 증가와 관계된다는

연구도 있다
30
. RMS-SD는 심장의 안정도에 해당하

고, 심장에 관여하는 부교감신경의 활동성을 평가하

고자 할 때 이용되는 지표로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경

우나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전에는 건강한 사람에

비해 저하되어 있으며, SDNN과 RMS-SD의 동시

감소는 심장 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다는 것을 시사

한다
10
.

주파수영역 분석은 초저주파(VLF, <0.04 Hz), 저

주파(LF, 0.04-0.15 Hz), 고주파영역(HF, 0.15-0.4

Hz)에서 주어진 심박수의 주기적인 진동을 검사하

는 것인데, VLF는 체온조절, 혈관운동, 다양한 심폐

활동 기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산소의 교환이 결

여될 때 증가하고, 피로, 부정맥 환자의 경우 감소한

다
10
. LF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혈압조절 기전과 관

련이 있고, 피로 상태에서는 감소하며, 일반적으로

LF의 값이 증가하는 경우 심박변이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HF는 주로 호흡활동
10,24

, 호흡에 의

한 동성 부정맥과 부교감신경의 활성도, 미주신경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심장의 전기적인 안정도와 밀접

한 관련이 있다. HF값의 감소는심장 질환, 공황장애,

불안,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가진 상태임을 의미하며,

다른 지표에 비해 연령에 따라 감소하는 폭이 크고,

정상인에서는 좀처럼 감소하지 않는다. LF/HF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비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

율신경계의 전체적인 균형정도를 반영하는 지표이

며, 교감신경의 활동도에 비례하고, 부교감신경의

활성도에 반비례한다. TP는 자율신경계의 전체적인

활성정도와 조절 능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만성 스

트레스나 질병이 있는 경우 감소하며, 급성 스트레

스나 급성 통증이 있는 경우 증가한다
10,13,31

. LF

(NORM)과 HF(NORM)는 전체를 100으로 했을

때 LF가 차지하는 비율과 HF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고, LF/HF와 함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간

의 균형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10
.

본 연구는 2009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동의

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에서 중풍 종합 검진을 받은

피검자 중에서 선발 기준에서 탈락한 피검자를 제외

한 167명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과 辨證의 관련성

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 대사증후군과 심박변이도의

관련성에 관하여 조사했으며, 대사증후군의 濕痰辯

證과 심박변이도의 관련성에 관해서도 조사했다.

대사증후군의 한방 辨證은 膏粱厚味의 과다 섭취

로 인해 脾胃기능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濕痰辨證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밝힌 민
16
의 연구와 대사증

후군과 濕痰辨證의 연관성을 확인한 임 등
32
의 연구

를 검토해 보면 濕痰證과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도 대사증후군 피검자의 한방 辨證

분포조사 결과 48명 중 35명(72.9%)이 濕痰證으로

대사증후군과 濕痰證의 관련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

다. 한의학적으로 濕痰證의 체질은 濕이 盛하여 뚱

뚱하고, 痰이 많으며, 설태가 두꺼우면서 혼탁하고,

간혹 어떠한 병리적 대사산물의 積聚로 인해 형성되

기도 하는데, 주로 陽이 濕을 제거하지 못해서 水濕

이 정체되거나 濕이 脾腎의 陽을 저해하여 운화기능

을 상실한 상태로 대사증후군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3
.

대사증후군과 비대사증후군의 심박변이도의 조

사결과는 민 등
14
, 장 등

15
, 이 등

27
의 연구에서 발표한

결과와 비교 분석해 볼 때 대사증후군의 SDNN,

RMS-SD, HF, Ln(HF)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게 낮

은 결과와 대사증후군의 LF/HF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게 높은 결과는 이전의 연구 결과와 동일했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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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후군의 Ln(TP)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전의 연구 결과와 상반된 것이

었으며, 대사증후군의 HF(NORM)는 통계적 유의

성이 있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사증후군의

SDNN, RMS-SD가 유의성 있게 낮은 것은 심장 기

능이 저하된 것을 의미하고, 대사증후군의 HF,

Ln(HF)가 유의성 있게 낮은 것은 심장의 전기적 안

정도 저하 및 호흡 관련 기능이 저하된 것을 의미하

는 것이며, 대사증후군의 LF/HF가 유의성 있게 높

은 것은 자율신경계의 과잉 반응을 의미한다.

심박변이도 지표의 검토 결과 대사증후군은 교감

신경이 부교감신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과활성화

되어 있으며, 심박변동신호는 단조로운 상태이다.

이는 심장의 전기적 안정도 저하 및 심장 기능의 저

하를 의미하고, 대사증후군이 심혈관 질환의 발생위

험인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심박변이

도의 측정이 대사증후군의 진단에 참고가 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사증후군 濕痰證과 비대사증후군 濕痰證의 심

박변이도 조사 결과, Ln(HF), Ln(TP), LF/HF가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n(HF)의

한 단위 증가에 따라서 대사증후군 濕痰證의 발생

위험도는 0.64배 감소하고, Ln(TP)의 한 단위 증가

에 따라서 대사증후군 濕痰證의 발생 위험도는 0.58

배 감소하며, LF/HF의 한 단위 증가에 따라서 대사

증후군 濕痰證의 발생 위험도는 2.28배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대사증후군의 濕痰證은 자율신

경계의 활성도가 정상보다 낮아지고, 부교감신경계

의 활성도가 감소하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

형이 무너지면서 교감신경계가 부교감신경에 비해

서 과활성화 되어 있는 것이다. 부교감신경의 활동

성 저하는 소화관 평활근 운동력 저하, 소화효소 및

호르몬 분비 저하로 이어지고, 소화관 기능이 저하

되어, 과도한 영양분 섭취시 체내의 지방조직에 저

장되거나 비정상적 대사산물이 형성되어 체내에 축

적되는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인체는 만성적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고, 비만, 당대사 과정의 이

상, 고지혈증 등의 만성 질환이 유발되어 심장 순환

계질환의 발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34
. 교감신경은

항진되지만 부교감신경은 저하되어 신체내의 대사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상태로, 陽虛, 脾腎의

陽虛, 운화기능 상실 상태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대사증후군중에서 濕痰證을 진단하고자 할 때,

Ln(HF), Ln(TP), LF/HF는 참고할 수 있는 지표

로 판단된다.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이 되는 5가지 항목과 심

박변이도의 관련성 조사 결과 HDL-C를 제외한 4가

지 항목에서 공통적으로 RMS-SD가 통계적 유의성

이 있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RMS-SD의 저하는

부교감신경 활동성 저하를 의미하는 것으로 심장질

환의 발병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지

만,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이 되는 5가지 항목중에

서 4가지 항목에 대하여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

로,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하고자 할 때에도 참고 가

능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특정 지역 병원의 피검

자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한 지역 사회의 특성만이

반영되었다는 점, 중풍 종합 검진을 목적으로 내원

했기 때문에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관련 질환과 관

련되는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을 경향성이 높은 집단

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대사증후군과 비대사증후군

에 부합하는 표본의 수가 적었다는 점이 있다. 그러

나 대사증후군과 심박변이도의 관련성, 대사증후군

과 濕痰證의 관련성에 대하여 확인하고, 비록 표본

의 수는 적지만 대사증후군 濕痰證과 심박변이도의

관련성 조사 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지표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

대상자의 범위 및 인원수를 확충하여 대사증후군과

심박변이도 검사의 관련성에 대하여 일반화할 수 있

는 추가연구와 대사증후군 濕痰證에 있어서 민감도

가 높은 심박변이도 지표에 관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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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2009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동의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에서 중풍 종합 검진을 받은 피검자 총 167

명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특성, 辨證, 심박변이도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대사증후군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당뇨병, 고혈

압, 중성지방수치는 대사증후군과 통계적 유의성

이 있었고, 그 외의 항목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

다.

2. 대사증후군에서 火熱證은 7명(14.6%), 氣虛證은

1명(2.1%), 濕痰證은 35명(72.9%), 其他辨證은 6

명(12.5%)이었고, 비대사증후군에서 火熱證은 40

명(33.6%), 陰虛證은 2명(1.7%), 氣虛證은 19명

(16%), 濕痰證은 51명(42.9%), 其他辨證은 7명

(5.8%)이었다.

3. 대사증후군과 비대사증후군의 SDNN, RMS-SD,

HF, Ln(HF), LN(TP), LF/HF, HF(NORM)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4. 대사증후군 濕痰證의 Ln(HF), Ln(TP), LF/HF

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5. 복부 비만의 유무의 RMS-SD, Ln(HF)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고, 혈압 유무의 SDNN, RMS-SD,

TP, Ln(TP), VLF, Ln(VLF), Lv(LF)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으며, 혈당 유무의 RMS-SD는 통

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고중성지방혈증 유무의

Mean HRT, LF/HF, RMS-SD, Ln(HF), HF

(NORM)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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