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과 같은 정서적 문제들은 종종 질병으로 

인해 생기기도 하지만, 질병을 더욱 악화시키기도 한다[1]. 특히, 스

트레스나 불안, 우울은 비교적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정서적 문제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초기 성인기의 대

학생들에게 발생하기 쉽다. 이 시기에는 대인 관계나 사회적 관계가 

확대되고 여러가지 심리적 갈등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는데 비해서

[2], 신경발달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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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나 불안, 우울과 같은 정서적 증상을 흔히 경험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 대학생 중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학생의 비율이 

각각 약 41%, 36%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3]. 또한 이러한 한국 대

학생의 우울이나 불안은 유럽 대학생의 6.3%가 우울을 경험하며[4], 

미국인 학생의 17-21%가 불안을 경험하는 것[5]과 비교했을 때, 다소 

높은 수치를 보였다. 

대학생들의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 같은 정서적 증상들은 신체

적 건강과 관련될 수 있는데, 특히 자율신경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자율신경계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심박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 HRV)를 흔히 이용한다. 심박변이도는 심박동 사이의 간

격을 측정하여 심장주기의 시간적 변동을 정량화하는 방법으로, 

비침습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중재 후 효과 평가

를 위해 간호학 연구에서도 종종 측정되기도 한다. Thayer and Lane 

(2009)의 Neurovisceral integration model에 의하면 뇌의 전전두엽 피

질(prefrontal cortex)과 편도체(amygdala)는 위협을 인지하고 감정 및 

정서와 관련된 정보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시상하부(hypothalamus)

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부교감 신경을 조절함으로써 자율신경계 기

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정서 자극들이 있는 경우에는 편도체의 활성화로 인해 부교감 신경

이 억제되어 자율신경계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6]. 

선행 간호학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반응시나 불안이 있는 경우에 

교감신경계의 활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7]. 그러나 

우울과 연관된 자율신경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많이 연

구되지 않았다. 최근 해외 연구에서는 우울과 심박변이도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으나 연구 결과가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대만

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불안과 우울이 있는 학생이 심

박변이도가 전반적으로 증가되어 있었다고 하였고[8], 다른 연구에

서는 불안이나 우울이 있는 경우 심박변이도가 저하된다고 하였다[9]. 

따라서 스트레스나 불안뿐만 아니라 우울까지 포함하여 정서적 증상

들에 따른 심박변이도의 변화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정서적 증상과 심박변이도의 관련성은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이 제시된 바 있다[10].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을 대상으

로 측정한 심박변이도의 특성이나 정서적 증상들과의 관련성을 심

도있게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특히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 정서의 인지나 이에 따른 신체적 반응이 나타나는 특성이 다

르고[11], 심박변이도 자체도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보고된 바 있다[12]. 심박변이도의 변화는 염증성 지표들의 증

가[13]나 심질환 위험[14]과 관련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 대학

생의 심박변이도를 측정하고, 성별 및 정서적 증상에 따른 심박변

이도의 변화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심박변이도를 측정하여 성별에 따

른 자율신경계의 기능을 파악하고, 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 수준이 

심박변이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심박변이도를 측정하여 자율신경

계 기능을 파악하고, 성별에 따른 자율신경계 기능의 차이를 알아

보고, Neurovisceral integration model에 근거하여 이들의 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 수준이 심박변이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

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들의 심박변이도를 측정하여 성별에 따른 자율신경계 기

능을 파악한다.

대학생들의 성별과 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 정도가 심박변이도

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심박변이도를 측정하여 성별에 따른 자율신

경계 기능을 파악하고, 이들의 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 정도가 심박

변이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연구 대상자는 일 지역에 위치한 대학에 재학 중인 건강한 대학

생 86명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이다. 단, 고혈압,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을 포함한 특별한 건강문제가 있거나, 현재 약물

을 복용 중이거나, 교대근무 등으로 수면-각성 주기가 불규칙한 대

상자는 제외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은 정확한 심박변이도 측정을 위

해 측정 24시간 전부터는 카페인, 니코틴,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였다. 

연구 대상자수는 G-power 3.1.9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15]. 심박

변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linear 

multiple regression)을 기준으로 유의수준 .05, 검정력 0.80, 예측변수 

6개로 설정하고, 선행연구[16]에서 제시된 R2을 사용하여 계산한 효

과크기 0.18로 하였을 때, 필요한 최소 대상자 수는 83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총 86명의 대상자를 조사하였다. 

3. 연구 도구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대상자의 나이, 성별, 신장, 체중, 경제적 상태, 음주, 흡연상태 등

의 정보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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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박변이도 측정

심박변이도는 Heart Rhythm Scanner 3.0 (Biocom Technologies, 

Poulsbo, US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17]. 연구대상자의 좌우 손목 

내측 부위에 각각 전극을 부착하고 5분간 누워 안정을 취하게 한 

후, 안정시의 심박변이도를 5분간 측정하였다(안정 시 심박변이도, 

Resting HRV). Neurovisceral integration model에 의하면 정서적인 문

제가 있는 경우 발생하는 부교감신경 활성도의 저하가 중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교감신경을 자극한 후의 부교감신경 활성도의 저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교감신경 자극 프로토콜을 적용

한 후 심박변이도를 측정하였다. 교감신경 자극 프로토콜[18]에 따

라 안정상태로 누워 있던 대상자를 앉은 자세로 변경시키고(ortho-

static stimulation), 5분간 기다렸다가 5분간 심박변이도를 측정하였

다(직립시 심박변이도, standing HRV). 심박변이도의 일중 리듬을 

고려하여 모든 대상자의 심박변이도를 일정한 시간대에(오후 4-6

시 사이)에 측정하였다. 측정된 심박변이도 신호로부터 시간 영역

의 지표인 심박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of normal NN intervals, 

SDNN), RMSSD (Root mean square of the differences between adjacent 

RR intervals), 주파수 영역의 지표인 표준 저주파 전력(Low frequen-

cy, LF), 표준 고주파 전력(High frequency, HF), 고주파와 저주파의 

비율(LF/HF ratio)을 추출하였다. 심박변이도 각 지표의 의미는 다

음과 같다[19].

(1) 심박표준편차(SDNN)

심전도상 RR 간격의 표준편차를 의미하며, 기록된 시간동안 심

박동의 변화를 의미한다. 심혈관계의 안정도와 심장 리듬의 반응성

을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으며, SDNN이 감소한 경우에는 

심박변동이 단조롭고 환경의 변화에 대해 자율신경계의 적절한 대

응이 잘 이루어지지 못함을 의미한다.

(2)  연속되는 NN 간격 차의 제곱 평균에 대한 제곱 근(RMSSD)

인접한 RR 간격의 차이 제곱합의 평균값에 square root를 한 값으

로, 고주파 전력의 변화를 반영하므로 부교감 신경의 활성을 나타

내는 비교적 안정적인 지표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부교감 신경의 활

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표준 저주파 전력(normalized Low frequency, nLF)

심박변이도 분석시 0.04-0.15 Hz 영역대의 저주파 전력의 면적 값

으로, 교감신경계 활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값이 클수록 교감신경

계의 활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관된 성질을 갖

지 못하는 초저주파(very low frequency, VLF)와 전체적인 자율신경

계의 조절 능력을 의미하는 total power (TP)를 고려하여 표준화한 

표준 저주파 전력을 산출하였다.

normalized LF =               
LF

       × 100

     TP–VLF

(4) 표준 고주파 전력(normalized High frequency, nHF)

심박변이도 분석시 0.15-0.4 Hz 영역대의 고주파 전력의 면적 값

으로, 부교감신경계 활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값이 클수록 부교

감신경계의 활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관된 성질

을 갖지 못하는 초저주파(VLF)와 전체적인 자율신경계의 조절 능

력을 의미하는 TP를 고려하여 표준화한 표준 고주파 전력을 산출

하였다.

normalized HF =               
HF

       × 100

     TP–VLF

(5) 고주파와 저주파의 비율(LF/HF ratio)

고주파와 저주파의 비율로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전

체적인 균형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교감신경계의 활성도가 높

을수록, 부교감신경계 활성도가 낮을수록 수치가 증가한다. 

3) 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 수준

대상자들의 스트레스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한국어판 전반적인 

스트레스 평가 도구(The Korean version of Global Assessment of Re-

cent Stress, GARS-K) [20]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지난 일주일간의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스트레스 인지 반응을 측정하

는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0-9점의 likert 척도로 답하

게 되어 있으며, 총점은 7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

가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

pha .86이었고[21],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78이었다.

불안 수준은 Spielberger (1972)가 개발한 상태-특성 불안 척도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22]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상태-특성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 3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1-4점까지의 척도로 답할 수 있다. 총 144점 중 점수가 높

을수록 불안 정도가 심한 것을 뜻한다. 선행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

도는 Cronbach’s alpha .90으로 보고되었고[23], 본 연구에서 Cron-

bach’s alpha는 .95이었다.

우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24]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우울의 인지적, 신체적, 정서적 요인의 

측면에 관한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0-3점의 

척도로 답할 수 있고, 총점은 63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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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함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

pha .87이었고[25],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1이었다.

4. 자료 수집 

연구 대상자는 I 지역 일개 대학의 교내 온라인 게시판의 공고를 

통해 모집하였으며, 2017년 5월-2018년 12월의 기간 동안 자료수집

을 진행하였다. 공고를 보고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들과 전화로 

방문 일시를 정하고 방문 전 유의사항을 설명한 후, 연구실로 방문

하도록 안내하였다. 대상자가 연구실을 방문했을 때, 연구 보조원

이 대상자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대상자가 서면 동의서

에 서명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먼저 대상자에게 설

문지를 배부하여 인구학적 정보와 스트레스, 불안, 우울 수준에 대

해 답하도록 하였다. 이후 연구실에 마련되어 있는 침대에 누워 약 

20-30분간 심박변이도를 측정하였다. 심박변이도의 일중 변동을 고

려하여 대상자는 일괄적으로 오후 4-6시 사이에 방문하도록 하여 

심박변이도 측정 및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을 완료한 대

상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자료수집은 3인의 연구 보조원이 시행하였다. 측정자간 신뢰도

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 시작 전에 1시간에 걸쳐 3인의 연구보조원에

게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심박변이도에 대해 교육하였다. 또한 연

구보조원 3인이 함께 3명의 대상자에게 심박변이도 측정 및 자료 수

집을 진행한 후, 연구자와 논의과정을 통해 심박변이도 측정 프로

토콜 및 자료 수집 방법상의 세부사항을 조율하였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5 for Windows (IBM, Armonk, 

USA)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은 기술통계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 변수들의 정규 분포를 확인하

기 위해 Shapiro-Wilk 검정을 이용하였으며, 검정 결과 정규분포를 

보이지 않았던 지표들은 비모수 검정 방법 및 로그변환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성별에 따른 심박변이도는 t-test 및 Mann-Whitney 

검정을 이용하였으며, 인구학적 특성 및 정서적 증상이 심박변이도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변량 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정규분포를 보이지 않았

던 변수인 나이, 불안, 우울은 로그변환을 하여 다변량 선형회귀분

석에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의 유의수준은 p< .05으

로 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I 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

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승인번호: 170228-1A). 연구 참여

시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설문 작성 중에도 연구 참여를 중단하기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서면 동의를 한 자

발적인 의사를 가진 대상자에 한하여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86명의 자료가 결과분석에 이용되었다. 86명 중 47명(54.65%)

이 남성이었고, 39명(45.34%)이 여성이었다(Table 1). 나이는 남성이 

평균 22.51세로 여성의 21.33세보다 유의하게 많았다(p= .004). 체중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Mean ± SD or n(%)
t or χ2 p

Total (n = 86) Male (n = 47) Female (n = 39)

Age (yr) 22.0 ± 1.94 22.51 ± 1.83 21.33 ± 1.90 1.92 .004
Height (cm) 168.18 ± 7.84 173.23 ± 6.53 162.11 ± 4.09 9.62 < .001
Weight (kg) 63.30 ± 10.22 69.31 ± 8.47 56.05 ± 6.92 7.84 < .001
Body mass index 22.3 ± 2.42 23.1 ± 2.09 21.3 ± 2.48 3.51 .001
Income (unit: 1,000 KRW)

< 300 42 (48.8) 25 (53.2) 17 (43.6) 2.37 .306
300-490 28 (32.6) 16 (34.0) 12 (30.8)
> 500 16 (18.6) 6 (12.8) 10 (25.6)

Regular smoking 
No 78 (90.7) 40 (85.1) 38 (97.4) 3.84 .067
Yes 8 (9.3) 7 (14.9) 1 (2.6)

Drinking alcohol 
Everyday 5 (6.0) 2 (4.3) 3 (8.1) 1.31 .519

Occasionally 78 (92.9) 44 (93.6) 34 (91.9)
None 1 (1.2) 1 (2.1) 0 (0.0)

KRW = Korea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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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남성이 69.31 kg로 여성의 평균 56.05 kg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p< .001), 신장도 남성이 173.23 cm, 여성이 162.11 cm으로 남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p< .001) 성별 간의 신체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

었다. 이외의 월 수입이나, 흡연 및 음주 정도는 남녀간에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2.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불안, 우울 수준과 심박변이도

전체 86명의 평균 스트레스 점수는 26.12점이었고, 평균 불안 점

수는 88.85점이었으며, 스트레스와 불안은 남녀 간의 차이가 없었

다(Table 2). 우울 수준은 전체 평균 점수가 7.94점이었고, 남성의 경

우 6.70점, 여성의 경우 9.44점으로 여성에서 다소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안정시 심박변이도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부교감신경 활성도를 

나타내는 시간 영역 지표인 RMSSD와(U = 481.00, p< .001) 주파수 

영역 지표인 nHF가(t= -3.24, p= .002) 모두 유의하게 낮았고, 교감신

경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nLF가 유의하게 높았다(t =3.23, p= .002).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의 균형도를 나타내는 LF/HF는 역시 남성에

서 유의하게 높았다(U = 556.50, p= .031). 

직립시 심박변이도는 안정시 심박변이도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부교감신경  활성도를  나타내는  R MSSD 

(U=559.50, p=.005,)와 nHF(t=-2.34, p=.019)가 유의하게 낮았고, 교감

신경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nLF가 유의하게 높았다(t=2.47, p=.016). 또

한 부교감신경 활성도 대비 교감신경활성도를 나타내는 LF/HF가 남

성에서 유의하게 높았다(U=561.00, p=.005).

3. 심박변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립시에 부교감신경 활성도를 나타내는 nHF와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었던 일반적 특성 변수인 성별과 비만도(BMI), 정서적 증상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Total (N = 86) Male (N = 47) Female (N = 39)
t or U p

Mean ± SD Median Mean ± SD Median Mean ± SD Median

Stress 26.12 ± 10.76 24.55 ± 10.46 28.02 ± 10.95 -1.50 .137
Anxiety 88.85 ± 21.51 83.00 87.13 ± 21.15 82.00 90.92 ± 22.03 84.50 828.50† .445
Depression 7.94 ± 5.24 7.00 6.70 ± 4.27 6.50 9.44 ± 5.93 7.50 694.50† .054
HRV at resting

SDNN (millisecond) 51.1 ± 21.97 45.90 47.83 ± 22.71 41.50 55.05 ± 20.63 52.35 658.00† .052
RMSSD 45.85 ± 31.33 37.80 37.86 ± 31.79 30.45 55.53 ± 28.22 53.75 481.00† < .001
nLF (%) 54.62 ± 18.76 60.32 ± 16.90 47.72 ± 18.80 3.23 .002
nHF (%) 45.37 ± 18.76 39.66 ± 16.89 52.28 ± 18.80 -3.24 .002
LF/HF (a.u) 1.76 ± 1.56 1.30 2.08 ± 1.63 1.55 1.35 ± 1.40 0.85 556.50† .031

HRV at standing
SDNN (millisecond) 53.61 ± 23.13 49.30 51.42 ± 20.48 49.25 56.28 ± 26.00 50.80 782.50† .411
RMSSD 40.51 ± 21.88 38.85 36.06 ± 22.72 33.40 45.9 ± 19.84 45.00 559.50† .005
nLF (%) 62.44 ± 17.53 66.6 ± 17.22 57.4 ± 17.76 2.47 .016
nHF (%) 37.64 ± 17.71 33.54 ± 17.59 42.6 ± 16.76 -2.40 .019
LF/HF (a.u) 2.71 ± 2.60 1.75 3.40 ± 3.07 2.60 1.87 ± 1.54 1.25 561.00† .005

SONN = standard deviation of normal RR intervals; RMSSD = Root mean square of the differences between adjacent RR intervals; nLF = normalized low frequency; 
nHF = normalized high frequency.
†from Mann-Whitney’s U

Table 3. Influence of Sex, Stress, Anxiety and Depression on Heart Rate Variability

Normalized high frequency (nHF) at standing Normalized low frequency (nLF) at standing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26.31 77.53 -0.34 .735 127.04 76.39 1.66 .101

Ln∫ Age 14.62 23.77 0.07 0.62 .541 -14.00 23.42 -0.07 -0.60 .552
Female 10.62 4.15 0.30 2.56 .013 -10.8 4.09 -0.31 -2.64 .010
BMI∫∫ 0.55 0.83 0.08 0.66 .509 -0.57 0.82 -0.08 -0.70 .488
Stress -0.62 0.23 -0.36 -2.69 .009 0.62 0.23 0.36 2.75 .007
Ln∫ Anxiety 0.81 13.42 0.01 0.06 .952 -1.32 13.22 -0.02 -0.10 .921
Ln∫ Depression 7.61 3.72 0.30 2.05 .044 -7.53 3.67 -0.30 -2.06 .043

R2 = .20 / F = 3.01 / p= .011 R2 = .21 / F = 3.14 / p= .009

Ln = natural log transformed; BMI =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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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인 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 수준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변량 선

형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3). 잔차 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모

형의 선형성, 오차의 등분산성과 정규성을 만족하였다. Tolerance는 

.41-.84로 .10 이상이었고, VIF는 1.19-2.43으로 10 이하이므로 다중공

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은 2.08로 자기 상

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F =3.01, p= .011), 20%

의 설명력을 보였다. 직립시 부교감신경 활성도는 남성인 경우(β

= 0.30, p= .013), 스트레스가 높을수록(β = -0.36, p= .009), 우울 정도

가 경할수록(β = 0.30, p= .044) 유의하게 낮았다.

직립시에 교감신경 활성도를 나타내는 nLF와 유의한 상관관계

가 있었던 일반적 특성 변수인 성별과 비만도, 정서적 증상 변수인 

스트레스, 불안, 우울 수준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변량 선형회귀 분

석을 시행한 결과, 회귀모형은 모형의 선형성, 오차의 등분산성과 

정규성을 만족하였다. Tolerance는 .41-.84, VIF는 1.19-2.43으로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고, Durbin-Watson 통계량은 2.07로 자기상관

성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F =3.14, 

p=.009), 설명력은 21%를 보였다. 직립시 교감신경 활성도는 남성인 경

우(β =-0.31, p=.010), 스트레스가 높을수록(β = 0.36, p=.007), 우울 정도

가 낮을수록(β = -0.30, p=.043) 유의하게 높았다.

논  의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 대학생들의 심박변이도를 조사하고 남녀 

차이를 파악하며, Neurovisceral integration model에 기반하여 스트

레스와 불안 및 우울 수준이 심박변이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

기 위해 시행되었다.

심박변이도는 안정시 심장반응성을 나타내는 SDNN이 평균 51.1 

ms, 부교감신경 활성도를 나타내는 RMSSD가 45.9로 나타나 20대 

성인의 일반적인 수치 범위 안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26]. 그러

나 Kuang 등[27]은 평균 나이대가 20대인 대상자들에서 26-36 정도

의 RMSSD를 보고하여 본 연구 대상자보다 낮았는데, 이는 RMSSD

의 일중리듬과 관련되었을 수 있다. RMSSD는 호흡이나 신체의 움

직임에 영향을 덜 받는 안정적인 지표이고[28] 비교적 일정한 일중 

리듬을 보이는데, 오후 12-1시경 최저값을 보인다[29]. Kuang 등[27]

은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RMSSD를 측정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오후 4-6시 사이에 측정을 하였기 때문에 Kuang 등[27]의 연구에서 

측정한 여성들의 RMDSSD보다 높게 측정되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LF/HF 비율은 1.8 au로, 선행 연구[30]에서 유사한 연령대

의 간호학과 학생에서 측정한 LF/HF 비율인 약 0.9 au보다 약 2배 높

았다. 이는 남녀의 비율 차이와 관련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거

의 대부분이 여성(약 90%)으로 구성된 간호학과 학생들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성이 조금 더 많았다.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LF/

HF 비율은 남성에서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러한 특성을 가진 남성

이 본 연구 대상자에 많았기 때문에 선행 연구결과의 수치와 차이

를 보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본 연구 대상자와 남녀 비율이 

유사했던 최창진 등[31]의 연구에서는 LF/HF 비율이 본 연구와 유

사하게 보고된 바 있다.

성별에 따른 심박변이도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안정시 심박변이도

에서 남성이 RMSSD가 저하되어 있었고, 특히 교감신경 활성을 촉

진시킨 후에 측정했던 직립시 심박변이도에서는 부교감신경 활성

도를 나타내는 RMSSD, nHF가 모두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되

어 있었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남녀 차이와 유사하다[32]. 

남성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부교감신경 활성도의 저하는 부교감신

경을 활성화하고 교감신경을 약화하는 기능이 있는 에스트로겐의 

상대적 부족[33]이나 남성에서만 보이는 신경성장 유전자(nerve 

growth factor gene)의 부교감신경 저하 기능[34]과 관련이 있을 것으

로 추측할 수 있다. 

부교감 신경활성도를 비롯한 전반적인 심박변이도 지표들의 저

하는 심혈관 질환[35]이나 인지기능 저하[36]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남성에서 교감신경 

활성도를 제외한 다른 심박변이도 지표들(심장 반응을 나타내는 

SDNN 지표나 부교감신경 활성도를 나타내는 RMSSD나 nHF 등)이 

전반적으로 여성보다 저하되어 있었고,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남성

들이 유의하게 부교감신경 활성도(nHF)가 낮고, 교감신경 활성도

(nLF)가 높았다. 그러나 이들의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의 정도는 전

반적으로 여성보다 낮았는데, 이는 선행 연구에서 불안과 같은 정

서적 증상이 있는 경우 심박변이도가 감소된다고 보고한 것과 비교

했을 때, 상반된 결과이다[37].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심박변이도를 볼 

때, 남성들이 경한 정도의 정서적 증상에도 심박변이도의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고, 또한 남성들이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과 같은 정서적 증상을 덜 표현했을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겠다. Ruigrok 등[38]은 남성은 부정적인 정서에 ‘반

응’하는 뇌 부위인 편도체(amygdala)의 부피가 여성에 비해 크고, 여

성은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는 뇌 부위인 전두엽 부위(frontal 

brain structure)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Neu-

rovisceral integration model을 적용하여 본 연구 결과를 설명하면, 

남성은 경한 정도의 정서적 문제에도 편도체가 더 활성화되기 쉽

고, 이는 부교감신경 억제를 비롯한 심박변이도의 저하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여성은 전두엽 부위가 우세하게 활성화되면

서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여 심박변이도의 저하를 덜 보이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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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명할 수 있겠다. Lischke 등[39] 역시 남성에서 정서 ‘조절’ 능력

에 따라 심박변이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남성의 부교감신경 활성도를 비롯한 전반적인 심박변

이도 지표들이 저하된 것은 이들이 부정적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있는 측면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남성 대학생들의 정

서의 조절이나 이와 관련된 자율신경 조절 능력이 여성에 비해 취

약한 것은 중장년기의 심질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14], 남

성의 정서적 증상이나 자율신경계 조절 기능에 대한 관심이 더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부정적 

정서 조절 능력과 심박변이도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회귀분석 결과,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교감신경 활성도가 낮

고, 교감신경 활성도가 높았는데,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부교

감신경 활성도의 감소가 나타나며 이로 인해 교감신경 활성도가 증

가한다는 선행연구 결과[40]와 일치한다. 그러나 불안은 심박변이

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특히 우울의 경우에는 오히려 

우울 정도가 심할수록 부교감신경 활성도가 높고 교감신경 활성도

가 낮았고 우울 수준의 이러한 영향력은 스트레스의 영향력과 유

사하거나 약간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과 심박변이

도 관련 연구에서 우울이 있는 경우 부교감신경 활성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심박변이도 지표가 저하되어 있었다는 결과[41]와 상이하

였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들의 우울 수준이 병적으로 높은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Segerstrom 등[42]의 Pause and plan 

model에 의하면 자율신경계의 부교감신경 활성은 정서적 증상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적절한 사회적 기능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하는 상호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들

은 병적인 우울증 환자가 아닌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비교적 양

호한 자율신경계 조절 기능을 가진 건강한 대학생들이었고, 이들

은 우울감이 증가하면 자율신경계의 부교감신경 활성도가 오히려 

증가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하려는 행동

으로 연결되는 기전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몇몇 선행 연구에서도 

임상적이지 않은 수준의 우울을 가진 대상자들에서는 우울 수준

이 높을수록 교감신경 활성도가 저하되어 있었다거나[43], 우울 수

준을 어느 정도 극복한 대상자들이 부교감신경 활성도가 증가해 

있었다고 하여[44],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는 대상자들의 사회적 기능 정도까지 조사하는 추후 연구를 통해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대상자의 수가 많지 않아 남녀별로 정

서적 증상이 심박변이도에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다변량 분

석을 시행하지 못했던 점이다. 본 연구에서 성별이 심박변이도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만큼 추후에 더 많은 대상자들에

서 이에 대한 깊이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는 

심박변이도의 측정이 5분간 1회로 짧았었던 점이다. 그러나 5분간 

측정한 심박변이도는 24시간 측정한 심박변이도와 비교했을 때 안

정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45], 본 연구에서 비교적 일관적

인 시간대에 심박변이도를 측정한 점은 이러한 제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대상자들의 

우울감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던 점이다.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

으로 한 연구나 경한 우울감 및 심박변이도와 함께 정서 조절 능력이

나 사회적 기능까지 조사하는 연구가 추후에 진행된다면 우울과 심

박변이도 간의 관련성을 더 심도있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  론

본 연구 결과, 여성에 비해 남성의 심박변이도 지표들이 전반적으

로 유의하게 저하되어 있는 양상을 보였고, 이러한 성별에 따른 심

박변이도의 차이는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남성에서 부교감신경 활

성도가 유의하게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은 각각 다른 양상으로 심박변이도에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 우울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부교감신경 활성도가 증가

하고 교감신경 활성도가 감소하였고, 스트레스와 불안은 반대의 경

향을 보였으나 불안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Neurovisceral integration model에 기반하여 한

국 초기 성인기 대학생들에서 특히 남성의 경우 부교감신경 활성도

를 비롯한 전반적인 심박변이도가 취약함을 확인하고, 흔히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정서적 증상인 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이 심박변이도

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심박변이도에 영향을 주

는 요인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의 유의성을 설명하였다는 점이다. 이

는 간호학적 측면에서 주요 간호 문제로 연구되는 스트레스, 불안

이나 우울이 자율신경계 및 심장 기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상적 측면에

서 볼 때, 부교감 신경 활성도의 저하는 심혈관질환과도 연관되므

로 특히 남성 대학생들에서 정서적 증상을 조절함으로써 심박변이

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 이들의 부정적 정서 조절 능력이나 사회적 기능 정도까지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거나 관련 질환을 가

지고 있는 대상자들에서 스트레스나 불안 및 우울과 심박변이도의 

관련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성별과 스트레스, 불안, 우울 정도에 따른 심박변이도 29

https://doi.org/10.7586/jkbns.2021.23.1.22www.bionursingjournal.or.kr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AUTHORSHIP

MHS contributed to the conception and design of this study, per-

formed the statistical analysis and interpretation, drafted and critically 

revised the manuscript, and approved the final manuscript.

REFERENCES

1. Porumb-Andrese E, Vâță D, Postolică R, Stătescu L, Stătescu C, Grăjdeanu AI, 
et al. Association between personality type, affective distress profile and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psoriasis vs. patients with cardiovascular disease. Experi-
mental and Therapeutic Medicine. 2019;18(6):4967-4973. https://doi.org/ 
10.3892/etm.2019.7933

2. Somerville LH, Jones RM, Casey BJ. A time of change: behavioral and neural 
correlates of adolescent sensitivity to appetitive and aversive environmental 
cues. Brain and Cognition. 2010;72(1):124-133. https://doi.org/10.1016/j.bandc. 
2009.07.003. 

3. Shim E. The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anxiety and depression in university 
students according to gender.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6;23(12): 
663-689. https://doi.org/10.21509/KJYS.2016.12.23.12.663 

4. Ebert DD, Buntrock C. Mortier P, Auerbach R, Weisel KK, Kessler RC, et al. 
Prediction of major depressive disorder onset in college students. Depression 
and Anxiety. 2019;36(4):294-304. https://doi.org/10.1002/da.22867. 

5. Brice C, Masia Warner C, Okazaki S, Winnie Ma PW, Sanchez A, Esseling P, et 
al. Social anxiety and mental health service use among asi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2015;46(5):693-
701. https://doi.org/10.1007/s10578-014-0511-1.

6. Thayer JF, Lane RD. Claude Bernard and the heart-brain connection: further 
elaboration of a model of neurovisceral integration. Neuroscience and Biobe-
havioral Reviews. 2009;33(2):81-88. https://doi.org/10.1016/j.neubiorev.2008. 
08.004. 

7. Park KS, Yoon HM. YH. Effect of college students’ perceived stress, cognitive 
response to stress, and somatization on heart rate variability.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2019;21(3):178-187. http://doi.org/10.7586/jkbns. 
2019.21.3.178

8. Huang HT, Wan KS. Heart rate variability in junior high school students with 
depression and anxiety in taiwan. Acta Neuropsychiatrica. 2013;25(3):175-178. 
https://doi.org/10.1111/acn.12010. 

9. Paniccia M, Paniccia D, Thomas S, Taha T, Reed N. Clinical and non-clinical 
depression and anxiety in young people: a scoping review on heart rate variabil-
ity. Autonomic Neuroscience : Basic & Clinical. 2017;208:1-14. https://doi.org/ 
10.1016/j.autneu.2017.08.008. 

10. Estevez-Baez M, Carricarte-Naranjo C, Jas-Garcia JD, Rodriguez-Rios E, 
Machado C, Montes-Brown J, et al. Influence of heart rate, age, and gender on 
heart rate variability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Springer Link. 2019;1133: 

19-33. https://doi.org/10.1007/5584_2018_292.
11. Bridges-Curry Z, Glenn LE, Felton JW. Are emotions better left unknown? Sex-

specific effects of emotional awareness and daily hassles on internalizing symp-
tom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2019;18;1-
5. https://doi.org/10.1080/07448481.2019.1654483. 

12. Spina GD, Gonze BB.  Barbosa BAC, Sperandio EF, Dourado VZ.. Presence of 
age- and sex-related differences in heart rate variability despite the maintenance 
of a suitable level of accelerometer-based physical activity. Brazilian Journal of 
Medical and Biological Research. 2019;52(8):e8088. https://doi.org/10.1590/ 
1414-431x20198088. 

13. Haensel A, Mills PJ, Nelesen RA, Ziegler MG, Dimsdale JE. The relationship 
between heart rate variability and inflammatory markers in cardiovascular dis-
eases. Psychoneuroendocrinology. 2008;33(10):1305-1312. https://doi.org/10. 
1016/j.psyneuen.2008.08.007. 

14. Thayer JF, Yamamoto SS, Brosschot JF. The relationship of autonomic imbal-
ance, heart rate variability and cardiovascular disease risk fac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Cardiology. 2010;141(2);122-131. https://doi.org/10.1016/j.ijcard. 
2009.09.543.

15. Faul F., Erdfelder E., Lang A.-G., Buchner A.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2007;39:175-191. https://doi.org/10.3758/bf03193146.

16. Sin NL, Sloan RP, McKinley PS, Almeida DM. Linking daily stress processes 
and laboratory-based heart rate variability in a national sample of midlife and 
older adults. Psychosomatic Medicine, 2016;78(5):573-582. https://doi.org/10. 
1097/PSY.0000000000000306.

17. Adams J, Julian P, Hubbard M, Hartman J, Baugh S, Segrest W, et al.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a controlled breathing protocol on heart rate variability following 
myocardial infarction or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surgery. Clinical Rehabilita-
tion. 2009;23(9):782-789. https://doi.org/10.1177/0269215509334834. 

18. Nicolini P, Ciulla MM, Malfatto G, Abbate C, Mari D, Rossi PD, et al. Auto-
nomic dysfunction in mild cognitive impairment: evidence from power spec-
tral analysis of heart rate variability in a cross-sectional case-control study. PloS 
One. 2014;9(5):e96656.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096656. 

19. Shaffer F, Ginsberg JP. An overview of heart rate variability metrics and norms. 
Frontiers in Public Health. 2017;5:258. https://doi.org/10.3389/fpubh.2017. 
00258. 

20. Linn MW. A global assessment of recent stress (GARS) scale. International Jour-
nal of Psychiatry in Medicine. 1985-1986;15(1):47-59. https://doi.org/10.2190/
xp8n-rp1w-ye2b-9q7v.

21. Lee H, Park J.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Global assess-
ment of recent stress scale. Korean Journal of Psychosomatic Medicine. 2000; 
8(2):201-211.

22. Spielberger CD.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1970. p.72-75. 

23. Kim M, Yoo Y, Cho O, Jo SJ. The effects of aroma inhalation therapy on anxiety 
and heart rate variability in the patients undergoing urodynamic study.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2009;11(1):32-41.

24. Beck AT, Steer RA, Brown GK. Manual for the BDI-Ⅱ. San Antonio, TX: the 
psychological corporation; 1996. p.1-38. 

25. Hong HJ, Kim SJ. The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y group counseling program 
on depression, hope and optimism of adolesc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4;16(2):1045-1059.

26. Choi BM, Noh KJ. Heart rate variability.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Anes-



 서민희30

https://doi.org/10.7586/jkbns.2021.23.1.22www.bionursingjournal.or.kr

thetic Pharmacology. 2004;8(2):45-86.
27. Kuang D, Cui L, Kuang S, Yang R, Chen X, Zhang L, et al. Effect of gender-relat-

ed depression on heart rate variability during an autonomic nervous test. Psy-
chiatry Research. 2019;272:258-264. https://doi.org/10.1016/j.psychres.2018.12. 
099. 

28. Penttilä J, Helminen A, Jartti T, Kuusela T, Huikuri HV, Tulppo MP, et al. Time 
domain, geometrical and frequency domain analysis of cardiac vagal outflow: 
effects of various respiratory patterns. Clinical Physiology. 2001;21(3):365-376. 
https://doi.org/10.1046/j.1365-2281.2001.00337.x.

29. Jarczok MN, Guendel H, McGrath JJ, Balint EM. Circadian rhythms of the au-
tonomic nervous system: scientific implication and practical implementation. 
In: Svorc P, editor. Chronobiology. e-Book. London: IntechOpen; 2019. p.1-20.  

30. Kim C, Cho M, Kim J. Effects of phytoncide aromatherapy on stress, symptoms 
of stress and heart rate vari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2012;14(4):249-257. https://doi.org/10.7586/jkbns. 
2012.14.4.249

31. Choi CJ, Choi WS, Kim KS. The changes in heart rate variability between 
morning and afterno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 2008; 
29(8):579-584.

32. Koenig J, Thayer JF. Sex differences in healthy human heart rate variability: a 
meta-analysis. Neuroscience and Biobehavioral Reviews. 2016;64:288-310. 
https://doi.org/10.1016/j.neubiorev.2016.03.007. 

33. Neves VF, Silva de Sa MF, Gallo Jr L, Catai AM, Martins LE, Crescencio JC, et al. 
Autonomic modulation of heart rate of young and postmenopausal women un-
dergoing estrogen therapy. Brazilian Journal of Medical and Biological Research. 
2007;40(4):491-499. https://doi.org/ 10.1590/s0100-879x2007000400007 

34. Chang CC, Fang WH, Chang HA, Chen TY, Huang SY. Sex-specific association 
between nerve growth factor polymorphism and cardiac vagal modulation. 
Psychosomatic Medicine. 2014;76(8):638-643. https://doi.org/10.1097/psy. 
0000000000000091. 

35. Zhang L, Wu H, Zhang X, Wei X, Hou F, Ma Y. Sleep heart rate variability assists 
the automatic prediction of long-term cardiovascular outcomes. Sleep Medi-
cine. 2020;67:217-224. https://doi.org/10.1016/j.sleep.2019.11.1259.

36. Schaich CL, Malaver D, Chen H, Shaltout HA, Zeki Al Hazzouri A, Herrington 
DM, et al. Association of heart rate variability with cognitive performance: the 
multi-ethnic study of atherosclerosis. Journal of the American Heart Associa-

tion. 2020;9(7):e013827. https://doi.org/10.1161/jaha.119.013827.
37. Jarczok MN, Aguilar-Raab C. The Heart s rhythm ‘n’ blues: sex differences in 

circadian variation patterns of vagal activity vary by depressive symptoms in 
predominantly healthy employees. Chronobiology International. 2018;35(7): 
896-909. https://doi.org/10.1080/07420528.2018.1439499. 

38. Ruigrok AN, Salimi-Khorshidi G, Lai MC, Baron-Cohen S, Lombardo MV, 
Tait RJ, et al. A meta-analysis of sex differences in human brain structure. Neu-
roscience and Biobehavioral Reviews. 2014;39(100):34-50. https://doi.org/10. 
1016/j.neubiorev.2013.12.004. 

39. Lischke A, Weippert M, Mau-Moeller A, Paschke S, Jacksteit R, Hamm AO, et 
al. Sex-specific associations between inter-individual differences in heart rate 
variability and inter-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 regulation. Frontiers in 
Neuroscience. 2019;12:1040. https://doi.org/10.3389/fnins.2018.01040. 

40. Cacioppo JT, Uchino BN, Berntson GG.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autonomic 
origins of heart rate reactivity: the psychometrics of respiratory sinus arrhythmia 
and preejection period. Psychophysiology. 1994;31(4):412-419. https://doi.
org/10.1111/j.1469-8986.1994.tb02449.x. 

41. Koch C, Wilhelm M, Salzmann S, Rief W, Euteneuer F. A meta-analysis of heart 
rate variability in major depression. Psychological Medicine. 2019;49(12):1948-
1957. https://doi.org/10.1017/s0033291719001351. 

42. Segerstrom SC, Hardy JK, Evans DR, Winters NF. Pause and plan: self-regula-
tion and the heart. How motivation affects cardiovascular response: Mecha-
nisms and applications. Washington, DC, U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
tion; 2012. p. 181-198. https://doi.org/10.1037/13090-009

43. Greaves-Lord K, Ferdinand RF, Sondeijker FE, Dietrich A, Oldehinkel AJ, Ros-
malen JG, et al. Testing the tripartite model in young adolescents: is hyperarous-
al specific for anxiety and not depress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007; 
102(1-3):55-63. https://doi.org/10.1016/j.jad.2006.12.009.

44. Shinba T, Murotsu K, Usui Y, Andow Y, Terada H, Takahashi M, et al. Useful-
ness of heart rate variability indices in assessing the risk of an unsuccessful re-
turn to work after sick leave in depressed patients. Neuropsychopharmacology 
Reports. 2020;40(3);239-245. https://doi.org/10.1002/npr2.12121.

45. Min KB, Min JY, Paek D, Cho SI, Son M. Is 5-minute heart rate variability a use-
ful measure for monitoring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of workers? Interna-
tional Heart Journal. 2008;49(2):175-1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