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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ative Analysis of the Heart Rate Variability, Body Composition,
Digital Infrared Thermal Imaging and Electro Pulse Graph Between Primary

Dysmenorrhea Patients and Secondary Dysmenorrhea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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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differences of heart rate
variability (HRV), body composition, digital infrared thermal imaging (DITI), and
electro pulse graph by whether there are some causes of dysmenorrhea or not.

Methods: We studied 89 patients who took at least one test among HRV, Body
composition, DITI, and electro pulse graph visiting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at Gangdong from March 1, 2014 to May 7, 2019.

Result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Low frequency (LF),
LF norm and High frequency norm (HF norm) of HRV between primary dysmenorrhea
patients and secondary dysmenorrhea patient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Body Mass Index (BMI) and body fat percentage of Body composition
between two groups. But both BMI were included in normal range.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DITI results. And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of Estimated circulation resistance (ECR) between two groups.

Conclusions: The results suggest that hormone imbalance of secondary dysmenorrhea
patients can affect HRV results. And because of high ECR, phlegm pathology can
be more considered in secondary dysmenorrhea patients. Further study should be
conducted to confirm the results of body composition and DITI differences.

Key Words: Primary Dysmenorrhea, Secondary Dysmenorrhea, Heart Rate
Variability, Body Composition, Digital Infrared Thermal Imaging, Electro Pulse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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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월경통(Dysmenorrhea)은 인종에 상

없이 가임기의 여성들이 가장 흔히 겪는

부인과 문제로, 보고된 유병률은 16.8%

부터 90%까지 다양하다. 월경통은 환자

의 삶의 질에 부정 인 향을 미치며

심한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을 래한다.

임상 으로 월경통은 두 가지로 나뉘는

데, 골반 내 병변을 일으킬 만한 원인이

없이 나타나는 원발성 월경통(Primary

dysmenorrhea)과 자궁내막증, 자궁선근증,

자궁근종 등 증상을 발 시킬 만한 질환

을 가진 여성들에서 발생하는 속발성 월

경통(Secondary dysmenorrhea)이 있다1).

한의학 으로 월경통은 크게 虛實에

따라 不通則痛과 不榮則痛으로 나 수

있다. 不通則痛의 병기는 다시 氣滯血 ,

寒凝胞中, 濕熱下注 등으로 나뉘고, 不榮

則痛의 병기는 氣血虛弱과 肝腎虛弱 등

으로 나뉜다2). 그리고 특히 속발성 월경

통은 崩漏, 癥瘕 등에서 동반증상으로

나타나며, 병인 병기가 명확하게 규

명되지는 않았으나, 각종 기 질환에 의

해 발생된 痰飮, 血, 虛冷, 氣虛 등으로

통증이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한다3).

한의학 인 월경통의 치료로는 약침4,5),

체침6), 이침7), 뜸8), 한약9-11), 침12) 등

다양한 치료의 효과가 보고된 바 있으

며, 최근에는 특히 치료 효과의 단에

있어 주 성 문제가 두되면서 최근 월

경통과 련하여 심박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 HRV), 체성분 검사, 외선

체열촬 (Digital infrared thermal imaging,

DITI), 맥 도 검사 등을 활용한 임상

논문들13-6)이 보고되었다. 하지만 다수

의 연구가 원발성 월경통 환자만을 상

으로 하거나 원발성과 속발성의 구분 없

이 이 졌고, 양 등17)이 월경통 환자의 임

상양상에 해 원발성, 속발성 월경통 환

자군을 비교한 바 있으나 해당 연구에서

Visual analogue scale(VAS), Multidimensional

verbal rating scale(MVRS), modified version

of Biberoglu-Behrman verbal rating scale

(B&B VRS)를 통해 통증 강도, 일상생

활에 미치는 향 신 동반 증상

등을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

할 수 없었다.

이에 자는 일개 한방병원에 내원한

원발성 속발성 월경통 환자군의 HRV,

체성분 검사, DITI, 맥 도 검사 결과 값

비교 분석을 진행하 고, 각 군의 특성에

해 약간의 지견을 얻었다. 이는 향후

임상에서 한의학 진단기기를 활용한

월경통 환자들의 진료에 다소 도움을

수 있으리라 단되어 보고하는 바이다.

Ⅱ. 연구 상 방법

1. 연구 상

2014년 3월 1일부터 2019년 5월 7일까

지 강동경희 학교한방병원 여성건강클

리닉에 월경통을 주호소 는 부호소로

내원한 환자를 상으로 하 으며, 연령

를 만 30-39세로 제한하여 총 238명이

해당되었다. 그 차트 리뷰 상 월경통이

간혹 존재하는 정도로 미미한 자(n=43),

월경통을 호소하나 HRV, 체성분 검사,

DITI, 맥 도 검사 단 한가지의 검사

도 시행하지 않은 자(n=63), 그리고 속

발성 월경통으로 골반 내 기질 인 질환

을 진단받았으나 자궁 제술, 근종 제술

등의 수술 치료 후에 한방 리를

해 내원한 자(n=21), 기타 정신과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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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복용 등 검사 상 향을 미칠 수 있는

복약력이 있는 자 후향 차트 리뷰로

월경통 유형 구분이 어려운 자(n=22)들

을 제외하 다.

연구 상자 경 후 1-2년 이내

월경통이 발생하 으며 특별한 양상의

변화 없이 지속 인 자는 원발성 월경

통 군으로 분류하 으며, 속발성 월경통

군의 분류는 기존에 없거나 심하지 않던

월경통이 만 24세 이후에 특징 으로 발

생한 경우를 기 으로 하 다1). 속발성

월경통 군에는 출산이나 유산, 혹은 수

술 등 골반 내 기질 변형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후 시간 인과 계를 가지고

월경통이 발생한 경우들과 내원 부인

과 음 검사를 통해 골반 내 병변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들이 포함되었다.

최종 으로 원발성 월경통 군 49명과

속발성 월경통 군 40명을 비교 분석하

다(Fig. 1).

Dysmenorrhea patients between 30-39
ages who visited Gangdong Khunghee
university hospital from March 1,
2014 to May 7, 2019. (n=238)

Exclusion :
- Not a level of painful menstruation (n=43)
- No test conducted (n=63)
- After surgery treatment (n=21)
- Difficult to classify (n=22)

Primary dysmenorrhea
(n=49)

Secondary dysmenorrhea (n=40)

* Overlapping count of causes
- Leiomyoma (n=15)
- Adenomyosis (n=9)
- Ovarian cyst (n=6)
- Endometriosis (n=5)
- After delivery (n=5)
- Endometrial polyp (n=3)
- After abortion (n=3)
- After gynecologic surgery (n=1)
- Considering onset and symptom (n=1)

Fig. 1. Flow chart of selection of patients for analysis.

2. 연구 상자에 한 윤리 고려

본 연구는 연구윤리심의 원회의 승인

(IRB No. :2019-07-001. 강동경희 학교

한방병원 임상시험심사 원회)을 받았다.

3. 연구방법

후향 차트리뷰를 통해 연구 상자

의 월경양상 일반 특성 정보를 얻

었다. 월경 양상의 통계처리를 해 월경

통은 Numeric rating scale(NRS)을 이용

하여 기록된 통증 정도에 따라 NRS 1-3을

mild, NRS 4-6을 moderate, NRS 7-10을

severe로 후향 으로 단했으며 월경량

역시 서술된 정도에 따라 음 small,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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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moderate, 많음 profuse의 3단계로 구

분하 다.

연구 상자는 최 내원 시 HRV, 체

성분 검사, DITI, 맥 도 검사 한 가

지 이상의 검사를 수행했으며 검사 수행

시기와 월경 주기 사이에 일 된 연 성

이 존재하지는 않았다.

1) 심박변이도(HRV) 검사

HRV 측정 시 외 환경에 의하여 자

율신경계가 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하여 실험실의 온도는 20-25℃를 유지하

고, 조명이 밝고 조용한 방에서 실시하

으며 환자는 편안히 워 약 15분 정도

안정이 되기를 기다린 후 측정하 다. 측

정기기는 SA-3000P(Medicore C., Ltd,

Korea)를 사용하여 좌우 손목부 와 좌측

발목부 에 각각 극(Electrode)을 부착

하고 5분간 측정하 다.

2) 체성분 분석

인체 내에 다주 (1 kHz, 5 kHz, 50 kHz,

250 kHz, 500 kHz, 1 MHz)를 흘려 넣어

임피던스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체성분을

분석하는 기계인 Inbody 720(Biospace Co.,

Ltd., Korea)을 사용하여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이하 BMI, kg/m2), 체지방률

(Percent body fat, %), 복부지방률(Waist-

Hip ratio) 등을 측정하 다.

3) 외선 체열촬 (DITI)

외선 체열촬 은 외부로부터 빛과 열

이 차단되어 실내 기류가 일정하며, 온도

는 18~23 ℃, 습도는 40-50%를 유지하도

록 한 검사실에서 신 탈의한 상태로 약

15분간 주 온도에 응시킨 후 시행하

고, 촬 기는 IRCT-510(Dongseo Co.,

Korea)을 이용하 다. 체열측정부 로 하

복부 氣海穴, 關原穴 2 points 값을 비교

하 다.

4) 맥 도 검사

맥 도 검사는 요골동맥 맥 를 기록

하여 맥상을 변별하는 검사로, 맥상과

맥에 지, 순환 류량(Estimated circulatory

cardiac output, ECO), 순환 항(Estimated

circulatory resistance, ECR) 등을 산출

할 수 있다. 환자는 실내온도가 한

곳(15~35도)에서 약 15분간 안정을 취한

후 측정 센서를 부착하여 요골동맥 맥상

를 찰하 다. 측정기기는 3D MAC

(Daeyomedi co., Korea)을 이용하 다.

5) 통계분석

모든 통계처리는 IBM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25.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시행하 다. 환자군

의 일반 특성 검사 결과 값 비교를

해 paired t-test를 이용하 고 DITI

값의 분석에는 BMI 보정을 해 Analysis

of Covariance(ANCOVA)를 이용하 다.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 으

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다.

Ⅲ. 결 과

1. 상자의 일반 특성

연구 상자의 평균 연령은 원발성 월

경통 군에서 33.84±2.79세 고, 속발성 월

경통 군에서 34.78±2.80세 다. 두 군의 키,

체 , BMI 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월

경량은 원발성 월경통 군에 비해 속발성

월경통 군에서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월경통도 속발성 월경통 군에

서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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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dysmenorrhea
(n=49)

Secondary dysmenorrhea
(n=40)

p-value†

Age 33.84±2.79‡ 34.78±2.80 0.119

Height 162.27±5.54 160.74±4.73 0.172

Weight 56.51±7.91 53.54±8.47 0.092

BMI§ 21.43±2.60 20.70±2.78 0.206

Menstrual volume∥ 1.96±0.41 2.25±0.44 0.002**

Severity of pain¶ 1.98±0.66 2.05±0.68 0.622
† : Statistical significances were tested by paired t-test.
‡ : mean±standard deviation
§ BMI : body mass index
∥ 1 : small amount, 2 : moderate amount, 3 : profuse amount
¶ 1 : mild pain, 2 : moderate pain, 3 : severe pain
* p<0.05, ** p<0.0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2. 원발성 월경통 군과 속발성 월경통

군의 HRV 검사 결과

원발성 월경통 군과 속발성 월경통 군

의 심박변이도(HRV) 결과 값을 비교한

결과 LF 값과 LF norm, HF norm 값에

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원발성 월경통 군에 비해 속발성 월경통

군에서 LF LF norm값은 낮고 HF

norm값은 높았다(Table 2).

Primary dysmenorrhea
(n=49)

Secondary dysmenorrhea
(n=40)

p-value†

Age 33.84±2.79‡ 34.78±2.80 0.119

MeanHRT§ 65.80±7.92 68.03±8.44 0.203

SDNN∥ 43.18±16.28 40.30±15.65 0.401

RMSSD¶ 37.97±18.73 37.78±20.17 0.965

TP†† 7.09±0.72 6.85±0.86 0.152

VLF‡‡ 6.17±0.83 5.93±0.82 0.176

LF§§ 5.74±0.87 5.26±1.06 0.020*

HF∥∥ 5.69±0.78 5.62±1.13 0.741

LF norm 51.00±18.93 42.58±19.52 0.042*

HF norm 48.95±18.89 57.42±19.52 0.041*

LF/HF ratio 1.62±2.27 1.01±0.85 0.111
† : Statistical significances were tested by paired t-test.
‡ : mean±standard deviation
§ MeanHRT : mean heart rate
∥ SDNN : standard deviation of N-N interval
¶ RMSSD : root meas square of standard deviation
††TP : total power
‡‡VLF : very low frequency
§§ LF : low frequency
∥∥HF : high frequency
* p<0.05, ** p<0.01

Table 2. Comparison of Heart Rate Variability Results Between Primary Dysmenorrhea
and Secondary Dysmenorrhea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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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발성 월경통 군과 속발성 월경통

군의 체성분 검사 결과

두 군의 체성분 검사 상 BMI, 체지방률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BMI는 두 군에서 모두 normal(18.5-22.4)

범 에 속했고 체지방률은 원발성 월경

통 군에서 30%보다 높았다(Table 3).

Primary dysmenorrhea
(n=43)

Secondary dysmenorrhea
(n=30)

p-value†

BMI§ 21.84±2.59‡ 20.22±2.18 0.007**

체지방률 31.97±6.00 27.48±5.65 0.002**

복부지방률 0.85±0.05 0.83±0.05 0.107

ECF∥ 0.34±0.01 0.34±0.01 0.878

ECW¶ 0.39±0.01 0.39±0.01 0.915
† : Statistical significances were tested by paired t-test.
‡ : mean±standard deviation
§ BMI : body mass index
∥ ECF : extra cellular fluid
¶ ECW : extra cellular water
* p<0.05, ** p<0.01

Table 3. Comparison of Body Composition Analysis Results

4. 원발성 월경통 군과 속발성 월경통

군의 하복부 DITI 검사 결과

두 군의 하복부 氣海穴, 關原穴 2 points의

온도 값을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을 이용하여 BMI를 보정하여

비교한 결과 유의한 온도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다(Table 4).

Primary dysmenorrhea
(n=40)

Secondary dysmenorrhea
(n=26)

p-value†

1) 氣海穴§ 29.94±0.15‡ 30.29±0.19 0.159

2) 關原穴∥ 30.46±0.13 30.57±0.16 0.596
† : Statistical significances were tested by analysis of covariance.
‡ : mean±standard deviation
§ 氣海穴 : 아랫배, 앞정 선 , 배꼽 심에서 아래쪽으로 1.5
∥關元穴 : 아랫배, 앞정 선 , 배꼽 심에서 아래쪽으로 3
* p<0.05, ** p<0.01

Table 4. Comparison of Temperature of Lower Abdomen in Primary Dysmenorrhea
Group and Secondary Dysmenorrhea Group

5. 원발성 월경통 군과 속발성 월경통

군의 맥 도 검사 결과

맥 도 검사 지표 통계 으로 비교가

가능하며 임상에서 활용되는 지표인 순

환 항(Estimated circulation resistance,

ECR) 값을 비교한 결과 속발성 월경통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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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dysmenorrhea
(n=48)

Secondary dysmenorrhea
(n=33)

p-value†

ECR§ 1509.38±199.02‡ 1612.58±203.50 0.026*
† : Statistical significances were tested by paired t-test.
‡ : mean±standard deviation
§ ECR : estimated circulatory resistance
* p<0.05, ** p<0.01

Table 5. Comparison of Estimated Circulation Resistance in Primary Dysmenorrhea
Group and Secondary Dysmenorrhea Group

Ⅳ. 고 찰

월경기간 혹은 월경기간을 후하여

나타나는 하복부와 치골 상부의 동통을

월경통이라고 한다. 통증양상은 치골 상

부의 경련통과 함께 요통, 퇴부 방사

통, 오심, 구토, 설사 드물게는 실신까

지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월경통은 원

발성과 속발성으로 분류되는데, 원발성

월경통은 골반에 기질 인 병변 없이 유

발되는 반면, 속발성 월경통은 골반 내

근원 병 상태가 존재한다2).

한의학 으로 월경통은 월경이 월

경이 후에 나타나는 小腹部 腰部의

疼痛을 말하며 “痛經”, “經期腹痛”, “經

痛”, “月水來腹痛”, “經行腹痛” 등의 異

名이 있다. 원발성 월경통은 虛實에 따

라 不通則痛과 不榮則痛으로 나뉠 수 있

으며 不通則痛의 병기는 다시 氣滯血 ,

寒凝胞中, 濕熱下注 등으로 분류되고, 不

榮則痛의 병기는 氣血虛弱과 肝腎虛弱

등으로 구분된다2). 속발성 월경통의 경

우 崩漏, 癥瘕 등에서 동반증상으로 나

타난다고 볼 수 있고 병인 병기가 명

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각종 기

질환에 의해 발생된 痰飮, 血, 虛冷, 氣

虛 등으로 통증이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

된다3).

재까지 월경통에 한 한의학 연

구는 부분 원발성 월경통을 상으로

하거나 원발성과 속발성의 구분 없이 이

졌고, 월경통 환자의 임상양상에 해

양 등17)이 두 군을 비교한 바 있으나 한

의학 진단 기기들을 활용한 비교 연구

는 없었다. 특히 속발성 월경통은 재

까지 활발한 한의학 연구가 이루어지

지는 않았지만 속발성 월경통의 경우 원

인이 되는 질환이 양방 치료 후에도

재발률이 높고 완 해가 힘들어 환자

의 삶의 질을 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환자 삶의 질의 향상 통

증 조 측면에서 한의학 근이 시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된

다. 이에 객 지표를 통해 두 군을 비

교하여 월경통 환자군 별 특성을 악해

보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원발성 월경통 군 49명과

속발성 월경통 군 40명을 상으로 후향

차트 분석을 진행하 다. 연령에 따른

변이를 이기 해 상자 연령을 30

(30-39세)로 제한하 고 그에 따른 평균

연령은 원발성 월경통 군에서 33.84±2.79

세 고, 속발성 월경통 군에서 34.78±2.80

세 다. 월경량은 원발성 월경통 군에

비해 속발성 월경통 군에서 유의하게 많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경통도 속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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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통 군에서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

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 속발성 월경통으로 내원한

환자의 기 질환으로는 자궁근종이 가

장 많았고 자궁선근증이 그 다음이었다.

심박변이도(HRV) 검사는 심장의 동

방결 이 자율신경계 향을 받는 원

리를 이용한 것으로, 다양한 질환에서

자율신경계의 활성도 균형 정도를

악하기 해 이용되고 있다18). HRV 검

사의 분석방법으로는 시간 분석과 주

수 역분석법이 있는데, 시간 역분석법

으로 Mean Heart Rate(MeanHRT, bpm),

Standard Deviation of N-N interval(SDNN,

ms), Root Meas Square of Standard

Deviation(RMSSD, ms), 그리고 주 수

역분석법에서 Total Power(TP, ms2),

Very Low Frequency(VLF, ms2), Low

Frequency(LF, ms2), High Frequency(HF,

ms2), LF Norm(n.u.), HF Norm(n.u.),

LF/HF 값을 산출할 수 있다. 부인과

역에서는 특히 월경통과 련된 연구가

많은데 이 등19)은 월경통이 심한 군일수록

통계 으로 유의하게 SDNN, TP, VLF,

LF 값이 크다고 보고했으며 그에 한

해석 하나로 월경통 환자의 교감신경

항진 경향 가능성에 해 언 하 다.

본 연구에서 원발성 월경통 군과 속발

성 월경통 군을 비교했을 때 LF, LF norm,

HF norm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볼 수 있었다. LF는 0.04-0.15 Hz의

상 인 주 성분에 해당하며 주로

심장에 한 교감신경의 활동성을 특징

으로 보여 다. 부교감신경계의 활성

을 표하는 측정치로는 HF가 있으며,

LF/HF ratio를 통해 교감미주신경의 균

형을 확인할 수 있다. LF norm, HF norm

은 TP에서 VLF를 뺀 것에 한 LF

는 HF의 비로, 자율신경계 두 계통의

조 정도와 균형 정도를 강조하는 지표

로서 활용된다20).

속발성 월경통 군에서 원발성 월경통

군에 비해 유의하게 LF값이 하된 것

은 다수의 논문에서 통증 스트 스

상황에서 LF의 상승을 보고한 것과 다

소 상반되는 결과 다. 본 연구에서 통

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속발성 월

경통 군의 통증강도가 원발성 군에 비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LF의 값은 유의하게

하되었다. 이에 한 해석으로는 월경

통의 단순한 통증 심각도의 비교가 아니

라 기 질환의 유무로 통증의 원인이 다른

두 군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통증

정도에 비례하는 HRV 결과 값이 나오지

않았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HRV에 향을 미치는 다른 인자들로

성별, 연령, 호흡, 자세 등21)이 있고 특히

남녀의 HRV의 차이22) 월경주기에 따

른 HRV 값의 차이를 바탕으로 HRV에

한 호르몬의 향이 많이 연구되고 있

다. 에스트로겐이 HRV에 미치는 향23)

으로는 다수의 연구에서 월경주기에 따

라 난포기 에서 황체기로 갈수록 미주신

경 우세의 소실로 LF가 증가함24)을 보고

했고, 폐경 여성에서 HF의 하 LF

상승으로 교감신경 우세를 보고했다. 특

히, 폐경 후 여성에서 호르몬 체요법으

로 에스트로겐이 미주신경 안정성을 가

져온다25)는 결과가 축 되어 있어 에스

트로겐이 부교감신경 기능을 안정 강

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속발성 월경통 군에서 원발

성 월경통 군에 비해 유의한 LF LF

norm의 하와 HF norm의 상승,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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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의하지는 않지만 LF/HF ratio가

하가 나타남도 속발성 월경통 군의 기

병변들과 에스트로겐의 련성 때문

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 가장 많은

기 질환인 자궁근종의 에스트로겐 의

존성 특성이 알려져 있고, 자궁근종 자

체에서 스스로의 성장을 유지할 만큼 충

분한 에스트로겐을 생산할 수도 있다26).

그 다음으로 많은 자궁선근증 역시 자궁

내막의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체 월경

주기 동안 과발 되는27) 등의 호르몬 불균

형이 알려져 있으며 자궁내막증 역시 체내

활성 에스트로겐이 경과에 향을 수

있는 에스트로겐 의존성 질환이다28). 결국

이를 고려할 때, 속발성 월경통 군에서

에스트로겐이 과다하기 쉬운 환경이 검사

결과에 반 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정상인군과 비교했을

때도 유지되었다. 김 등29)이 18-65세의

건강한 한국인 성인들을 상으로 HRV

값을 얻은 바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SDNN, RMSSD, HF

값을 가졌으며 본 연구와 동일한 30-39세

여성 군에서 본 연구의 월경통 군보다

높은 LF, LF/HF ratio와 낮은 HF값의

경향성을 보 다(Table 6).

Healthy Korean women
(n=222)27)

Primary dysmenorrhea
(n=49)

Secondary dysmenorrhea
(n=40)

SDNN† 44.70±27.76 43.18±16.28 40.30±15.65

RMSSD‡ 34.79±19.24 37.97±18.73 37.78±20.17

TP§ 1689.21±3402.04 1564.54±1269.93 1336.60±1200.65

LF∥ 481.43±883.68 445.22±427.56 342.96±499.01

HF¶ 337.13±393.25 426.68±536.52 485.39±519.77

LF/HF 1.91±2.05 1.62±2.27 1.01±0.85
† SDNN : standard deviation of N-N interval
‡RMSSD : root meas square of standard deviation
§ TP : total power
∥LF : low frequency
¶ HF : high frequency

Table 6. Comparison of Heart Rate Variability Results Among Primary Dysmenorrhea,
Secondary Dysmenorrhea Group and Normal Korean Population Whose Ages Between
30-39.

두 군의 체성분 검사 결과 값의 비교

에 있어서는 두 군의 BMI와 체지방률이

원발성 월경통 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

타났다. 그러나 두 군의 BMI 값은 각각

원발성 월경통 군에서 21.84±2.59, 속발

성 월경통 군에서 20.22±2.18로 두 군의

평균이 모두 아시아-태평양 비만 진단

기 의 정상 범 인 18.5-22.9 사이에 해

당되었다. 기존에 체성분과 월경통 사이

에는 U형태의 연 성이 있어 체 , 과

체 여성에서 월경통의 험이 높다30)

고 밝 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 정상 범

BMI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 수는 두

군 다 8명으로 같았고 최 -최고 BMI가

각각 17, 27.5로 심한 체 이나 등도

비만 환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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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지방률은 두 군에서 각각 31.97±6.00,

27.48±5.65로 원발성 월경통 군에서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다. 체지방률의 경우

연구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28-30%를

비만의 기 으로 보는 것31)을 감안할 경

우 원발성 월경통 군이 BMI가 정상 범

에 해당하면서 체지방률이 정상보다

높은 정상체 비만(일명 마른비만)32)에

해당되었다. 하지만 한국인에서 마른비

만의 유병률이 약 30% 이상이라는 것33)

을 감안하면 환자군의 은 수로 인해

이 결과가 원발성 월경통 군의 특징이라

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단되며, 원

발성 월경통과 체지방률 사이의 연 성

을 밝히기 해서는 특히 더 다양한 연

령 의 원발성 월경통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속발성 월경통을 일으키는 기

질환들과 BMI의 련성은 비만 여성에

서 자궁내막증의 험이 낮다는 보고34)

가 있으며 반 로 자궁근종은 비만 여성

에서 2-3배 험이 증가한다35)고 알려져

있는 등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환자 수의 으로 속발성

월경통의 질환군별 비교도 가능하다면

더 유의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겠다.

두 군간 하복부 DITI 온도 값의 비교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존에 월경통 환자의 하복냉(下腹冷)이

보고16)된 것을 바탕으로 속발성 월경통

군에서는 기 질환에 의한 골반 내 염증

반응, 신생 등으로 원발성 월경통

군에 비해 하복부 온도가 높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있었으나 유의한 차이

는 얻을 수 없었다. 추후 더 많은 환자수

를 상으로 하거나 환자들의 한열특성

에 한 변증을 동반한 연구가 진행된다

면 유의미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원발성 월경통 군과 속발

성 월경통 군의 맥 도 검사 순환 항

(Estimated circulation Resistance, ECR)

값의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

었다. 맥 도 검사 역시 최근 진단 치

료 평가의 객 화 측면에서 활용이 증가

하고 있는 검사로, 특히 고 압 환자의

맥 연구36) 등 , 순환기 질환에 응

용되고 있다. 한, 맥진기로 의 탄

력성을 확인하여 동맥의 경화 정도

폐색 정도와 痰飮의 증상 정도를 비교하

여 유의한 연 성이 보고된 바37) 있으며

12주간 기공 운동을 시행한 군에서 기공

운동을 시행하지 않은 조군에 비해 ECR

값이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보고38)도 존

재한다.

이에 ECR 값이 클수록 한의학 으로

痰飮의 병태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질환과 담음의 련

성에 해 기존 한의학에서는 七情의 不

調, 精氣虧損, 飮食失調, 外感六淫, 體質

的 素因등의 因子로 인해 痰飮이 발생되

어 熱痰, 風痰, 濕痰으로 化하고 臟腑 經

絡에 鬱滯하여 氣血의 순환을 막아 中風

을 유발한다39)고 하 으며 張景岳 역시

氣血의 병리 산물인 痰濁이 血脈에 壅

滯不暢하여 血 에 이르게 되어 痰과

가 엉켜서 膠着脈道하여 마침내 脈痹가

되면서 中風 등의 병을 발생할 수 있다40)

고 기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원발성 월경통 군과 속발

성 월경통 군의 ECR 값을 비교했을 때

속발성 월경통 군의 값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원발성 월경통 군에

비해 속발성 월경통 군을 진료함에 있어

痰飮의 병리를 더욱 고려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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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듯 본 연구의 검사 결과 심의

객 인 환자군의 악은 치료 후 결

과의 정 치료 계획의 설정에서 이

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임상진료

장에서 월경통 환자를 마주함에 있어 일

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

러나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 도 존재하 다.

첫째, 은 상자수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검사별 환자 수는 군 별 40명 내

외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추후 더 많은 환

자 수를 상으로 연구가 진행된다면 더

유의미한 결과가 산출될 수 있으리라

단된다. 특히, 속발성 월경통 군의 수의

으로 질환별로 나 어 HRV 특성을

살펴보거나 더 많고 다양한 연령 의 원

발성 월경통 군을 상으로 BMI와 체지

방률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치료 방향

의 설정에 있어 추가 인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둘째, 환자마다 검사를 수행한 시기가

제각각이라는 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검사 결과는 주로 진 내원 시 시행된

값인데, 이는 환자군 자체의 특성을 비

교해 보는 것에는 무리가 없었으나 만약

난포기, 황체기 등 특정 시기를 정해서

검사가 시행된다면 측정 시기에 따른 변

이 가능성을 더 일 수 있으리라 단

된다.

셋째, 후향 차트 분석의 특성 상 차

트 기록을 통해 환자를 두 군으로 분류

하 으나 구분이 기록된 환자의 진술에

으로 의존하 으며 음 등의

상 자료 확인을 거치지는 않았다는 도

한계일 수 있겠다.

결국, 이를 보완하기 해 추후 연구

계획 단계에서부터 일 된 데이터 수집

방식을 수립하고 일정한 시기에 HRV,

체성분, DITI, 맥 도 등의 검사를 시행

하며, 더 많은 수의 환자를 상으로 연

구가 진행된다면 더욱 유의미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월경통 원인의 유무에 따른

환자군의 특성을 알아보기 한 연구로,

2014년 3월 1일부터 2019년 5월 7일까지

강동경희 학교병원 한방여성건강클리닉

에 내원한 30-39세 환자를 상으로 하

다. 후향 으로 원발성 월경통 군과 속

발성 월경통 군의 HRV, 체성분, DITI,

맥 도 검사 결과를 비교 분석하 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원발성 월경통 군과 속발성 월경통 군

의 심박변이도(HRV) 값을 비교한 결

과 속발성 월경통 환자 군에서 원발성

월경통 군에 비해 유의한 LF LF

norm값의 하와 HF norm값의 상승

을 보 다.

2. 두 군의 체성분 검사 결과의 비교에서

원발성 월경통 군이 속발성 월경통 군

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BMI 체지

방률 값을 보 다. 유의한 차이는 있

으나 두 군 모두 표 BMI 범 에

속해있었고, 체지방률은 원발성 월경

통 군에서 평균 30%를 넘어 정상체

비만 형태를 보 다.

3. BMI를 보정하여 두 군의 하복부 온

도를 비교했을 때 어느 항목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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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발성 월경통 군에 비해 속발성 월경통

군에서 맥 도 검사의 순환 항(ECR)

값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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