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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불량 환자에서 위전도 검사와 HRV 검사와의 연관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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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was to find correlation between EGG and HRV parameters in dyspeptic patients. 39

patients (male 8, female 31) were enrolled. EGG and HRV was measured in all patients. EGG parameters like % of

gastric slow wave and power ratio were used to classify patients as normal or abnormal EGG groups. HRV parameters

which were included TP (total power), LF(low frequency density), HF (high frequency density), and LF/HF ratio were

compared between them. EGG parameters were compared among normal, sympathetic hyperactivity, and

parasympathetic hyperactivity groups classified by LF/HF ratio. There was no difference in HRV parameters between

normal and abnormal EGG groups. Comparing EGG parameters among normal, sympathetic hyperactivity, and

parasympathetic hyperactivity groups, both sympathetic and parasympathetic hyperactivity groups had lower value of

postprandial regularity of gastric slow wave than normal group. Abnormal value of LF/HF ratio(both sympathetic and

parasympathetic hyperactivity) may be related with disturbance of electrical gastric activity in patients with dyspep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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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소화불량은 식후 답답함, 속쓰림, 조기포만감, 상복부 통증

등을 포괄하는 주관적인 증상으로 환자마다 다양한 증상을 호소

한다1).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기질적인 질환이 배제된 증상으로

진단되고 있으나 소화성 궤양이 있으나 증상이 전혀 없거나 증

상은 심해도 검사상 아무 이상이 없는 환자들도 다수 존재하여

증상만으로 환자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1). 따라서 환

자의 상태 평가를 위한 검사가 요구되어 위전도, 위배출검사 등

기능 검사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소화작용은 미주신경의 영향을 받고 있고 위장운동은

부분적으로 자율신경계에 의해 조절되므로, 자율신경 관련 검사

가 소화불량 환자 평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3)

. 기

존에 소화작용과 자율신경의 관계 및 소화불량 환자에서 자율신

경 기능 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소화불량이 스트레스

와 연관된 교감신경 항진 상태와 관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

어 왔다4-6). 이는 대체로 심혈관계의 자율신경 상태를 반영할 것

으로 생각되는 Heart Rate Variability(이하 HRV) 검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나 실제 소화불량 환자군과 정상군의 HRV 결과를

비교했을 때 소화불량군의 자율신경 균형상태가 특이적이지는

않았다
6-10)

. 이는 같은 소화불량 환자라도 다양한 병태생리가 관

여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소화불량 환자 전체의 특성보다는 HRV

검사로 평가한 자율신경 상태와 소화불량 환자의 기능상태가 어

떤 연관성을 갖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소화불량 환자에서 HRV와 위전도 검사를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위전도와

HRV 검사 결과를 비교해봄으로써 자율신경 활성 상태에 따라

환자들의 위장 기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차후 이를 치료

방향 및 예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도구로 활용가능한지

모색하는 것이다.



소화불량 환자에서 위전도 검사와 HRV 검사와의 연관성 연구

- 533 -

Table 2. Results of Electrogastrography in All Dyspeptic Patients

Ch1 Ch2 Ch3 Ch4

Pre* Post** Pre Post Pre Post Pre Post

% of Normal Gastric Wave
79.05
±14.44

77.33
±18.05

74.69
±20.20

78.45
±19.57

83.65
±17.87

85.62
±16.86

84.81
±15.54

85.47
±17.78

% of Bradygastria
1.36
±2.97

3.53
±3.69

2.26
±3.73

3.50
±3.58

1.86
±4.38

2.80
±5.11

1.50
±3.62

1.52
±2.28

% of Tachygastria
1.74
±2.96

5.81
±5.14

2.21
±3.35

5.92
±6.44

2.78
±3.97

4.43
±5.46

1.79
±2.68

5.69
±8.65

% of Arrhythmic Gastric Wave
17.85
±13.33

14.10
±13.58

26.26
±38.30

12.13
±12.42

11.69
±13.25

7.13
±9.50

11.76
±12.18

7.31
±9.98

Power Ratio 3.25±4.61 3.68±3.84 7.51±11.25 8.64±16.78

*. Preprandial **. Postprandial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10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소화기클리닉에 소화불량을 주소로 내원하여 위전도 검사 및 수

양명경경락기능검사(Heart rate variability, 이하 HRV)를 시행한

환자 3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소화불량에 대한 주소는 ‘心下痞’

였으며 일부 환자의 경우 ‘呑酸’, ‘嘈雜’, ‘泄瀉’ 등을 동반하였고

증상이 6개월 이전부터 발생하였고 12주 이상 지속되었으나 이

중 5명의 환자에서는 위내시경 검사가 시행되지 못해 모든 환자

를 기능성소화불량증으로 진단할 수는 없었다.

2. 연구방법

1) 위전도 측정

위전도는 독립된 검사실에서 오전 9시에

GastroTracTM(AlpineBiomed,Denmark)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환자는 전일 밤 10시부터 검사시까지 금식한 상태로 내원하여

30도 거상한 앙와위 자세에서 복부에 전극을 붙인 후 식사 전 30

분, 식사 후 40분간 위서파가 측정되었다(Fig. 1). 검사 중간에 전

극을 부착한 상태에서 10분간 토스트 2장, 삶은 달걀 2개, 오렌지

주스 180 ml(480kcal)의 표준식사를 섭취하였다.

검사 결과지에 출력된 데이터 중 위서파 비율(regularity of

normal gastric slow waves) 및 주주파수의 식후 파워값을 식전

파워값으로 나눠서 계산된 파워비(power ratio)를 본 연구에 사

용하였다. 3번 채널(ch3)의 식전 정상 위서파 비율이 70% 미만이

거나, 식후 정상 위서파 비율이 80%미만이거나, 파워비가 1미만

에 해당되는 경우 위전도 비정상군으로 분류하였다
11,12)

.

Fig 1. Electrode placement.

2) 심박변이도 측정(Heart Rate Variability, HRV)

심박변이도는 위전도 검사를 종료한 직후 독립된 검사실에

서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SA-6000(Medicore Co. LTD.,

Korea)을 이용하여 3분간 측정되었다.

기기에서 분석된 검사 결과 중 주파수 영역의 Total

Power(TP), Low frequency Density(0.04~0.15Hz, LF), High

Frequency Density(0.15~0.4Hz, HF), LF/HF ratio 값을 연구에

이용하였다. LF/HF ratio가 1.5이상인 경우를 교감신경 항진군,

0.67이하인 경우를 부교감신경 항진군으로 분류하였으며 두 군

을 합쳐서 자율신경 부조화군이라고 명명하였다.

3) 통계

데이터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위전도 정상/비

정상 군과 자율신경 정상/부조화군 간의 비교는 Mann-Whitney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자율신경 정상/교감신경 항진/부교

감신경 항진군간의 비교는 Kruskal-Wallis를 이용하였다. 프로그

램은 SPSS ver. 18을 사용하였고,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결 론

1. 일반적 특성

환자의 연령은 13-59세로 평균연령은 37.95±13.18세였으며,

성별분포는 남성 8(20.5%), 여성 31(79.5%)명으로 여성이 4배정

도 많았다(Table 1).

Table 1. Age and Sex Distribution in Patients

Male Female Total

10~19 0 2 2

20~29 1 8 9

30~39 3 7 10

40~49 1 6 7

50~59 3 8 11

Total 8 31 39

2. 위전도 검사 결과

위전도 검사 결과 정상 서파 비율이 ch1을 제외하고 식전보

다 식후에 상승경향을 보였으며 식전 70% 식후 80% 기준을 만

족하였고, 파워비의 경우에도 모두 정상이었다(Table 2). Ch3의

위전도 정상 기준에 따라 살펴본 결과 식전 70% 기준에 못미치

는 환자가 9명(23.1%), 식후 80% 기준 미만인 경우가 10명(25.6),

파워비 1미만인 경우가 8명(20.5%)이었다(Table 3). 세가지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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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lassification of Patients by Electrogastrography Results

Pre*(a) Post**(b) Power Ratio in Ch3(c)
Total results
(a or b or c)

N of Normal Patients(%) 30(76.9) 29(74.4) 26(66.7) 19(48.7)

N of Abnormal Patients(%) 9(23.1) 10(25.6) 8(20.5) 20(51.3)

*. Preprandial Regularity of Gastric Slow Wave in Ch3 **. Postprandial Regularity of Gastric Slow Wave in Ch3

Table 4. Comparing Heart Rate Variability Parameters between Normal and Abnormal Electrogastrography groups

Normal EGG(N=19) Abnormal EGG(N=20) P-value* Total

TP 866.14±800.38 736.31±560.81 0.901 799.56±681.93

LF 318.24±361.10 172.74±150.64 0.214 243.63±280.25

HF 240.93±240.43 160.93±207.44 0.270 199.46±224.73

LF/HF ratio 1.80±1.35 3.12±3.86 0.667 2.48±2.96

*. Mann-Whitney

Table 5. Comparing Electrogastrography Parameters among Normal, Sympathetic Hyperactivity, and Parasympathetic Hyperactivity Patients

with Dyspepsia

Normal Autonomic Balance(n=13) Sympathetic Hyperactivity(n=17) Parasympathetic Hyperactivity(n=9) P-value†

Pre* 82.46±18.33 85.69±16.33 81.51±21.53 0.906

Post** 93.68±7.42 85.69±16.33 83.57±16.26 0.159

Power Ratio in Ch3 4.99±5.73 10.73±14.18 5.66±11.67 0.325

*. Preprandial Regularity of Gastric Slow Wave in Ch3 **. Postprandial Regularity of Gastric Slow Wave in Ch3 †. Kruskal-Wallis

Table 6. Comparing Electrogastrography Parameters between Normal and Autonomic Imbalanced Patients with Dyspepsia

Normal Autonomic Balance(n=13) Autonomic Imbalance(n=26) P-value†

Pre* 82.46±18.33 84.25±17.97 0.872

Post** 93.68±7.42 81.59±18.85 0.058

Power Ratio in Ch3 4.99±5.73 8.89±13.27 0.929

*. Preprandial Regularity of Gastric Slow Wave in Ch3 **. Postprandial Regularity of Gastric Slow Wave in Ch3 †. Mann-Whitney

Table 7. Distribution of patients by HRV and EGG Results

Normal Autonomic Balance(n) Sympathetic Hyperactivity(n) Parasympathetic Hyperactivity(n) Total

Normal EGG(n) 7 9 3 19

Abnormal EGG(n) 6 8 6 20

Total 13 17 9 39

나라도 만족하는 경우를 위전도 비정상군이라고 하였으며 20명

(51.3%)이 이에 해당하여 만성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환자의 절반

이상에서 위전도 검사상 이상소견을 발견할 수 있었다.

3. 위전도 검사 결과에 따른 HRV 결과 비교

위전도 정상군과 비정상군 사이에서 HRV 검사의 TP, LF,

HF, LF/HF ratio를 비교해본 결과 SDNN, TP, LF, HF는 정상군

이 높고, LF/HF ratio는 비정상군에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4).

4. HRV 검사 결과에 따른 위전도 결과 비교

LF/HF ratio에 따라 정상, 교감신경 항진, 부교감 신경 항진

군으로 나누어 위전도의 ch3 식전 및 식후 정상서파 비율과 파워

비를 비교해본 결과 식전 비율은 81~85%로 유사했다. 식후 서파

비에서는 차이를 보였는데 정상군이 식전 82.46±18.33에서 식후

93.68±7.42로 상승한 반면에 교감신경 항진군에서는 식전

85.69±16.33에서 식후 85.69±16.33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

교감신경 항진군에서는 식전 81.51±21.53에서 식후 83.57±16.26

로 약간 상승하였다. 대체로 정상군에 비해 교감, 부교감신경 항

진군에서 식후 정상서파 비율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Ch3의 파워비에서는 교감신경 항진군

(10.73±14.18)에서 정상군(4.99±5.73)과 부교감신경 항진군

(5.66±11.67)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다(Table 5).

교감신경 항진군과 부교감신경 항진군을 하나의 군으로 하

여(자율신경 부조화군) 정상군과 비교해본 결과 ch3의 식후 정상

서파 비율 차이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

다(81.59±18.85 vs 93.68±7.42, p=0.058)(Table 6).

5. HRV와 위전도 검사 결과에 따른 환자 분포

LF/HF ratio에 따라 정상, 교감신경 항진, 부교감 신경 항진

군으로 나누어 위전도 검사상 정상 비정상인 환자들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Table 7).

고 찰

본 연구에서 만성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LF/HF

ratio에 따라 자율신경 균형상태가 정상인 군, 수치가 1.5이상인

교감신경 항진군, 수치가 0.67이하인 부교감신경 항진군 사이에

위전도 검사 지표를 비교해본 결과 ch3 식후 정상 서파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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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군에 비해 교감, 부교감신경 항진군에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소화불량환자의 HRV 검사에서 교감, 부교감 신

경 항진 여부보다는 자율신경 불균형 상태 자체가 위서파 기능

상태와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소화불량증은 일차의료기관에 방문 환자의 5%를 차지하는

흔한 질환으로, 만성적인 경과를 나타낼 경우 기질적인 질환 감

별을 위해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게 되지만 이상이 없을 때 대부

분 기능성 소화불량증으로 진단된다13). 실제로 일차 의료기관에

서 3차 의료기관으로 의뢰된 소화불량증 환자 중 약 8-20%에서

만 기질적 질환이 발견되고, 70-92%는 기능성 소화불량증인 것

으로 알려져 있다13).

이러한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기질적인 질환이 배제된 증상

을 통해 진단되며, 아직까지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이 질환의 여러 병태생리 중 운동이상이 많이 연

구되어 왔으며, 이는 위배출검사, 위소장 내압검사, 위전도 검사

등 대부분의 위장 기능검사들이 운동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에 해

당하는 측면에서도 기인한다. 특히 위전도 검사는 기능성 소화불

량증 환자의 2/3에서 이상소견을 발견할 수 있고, 위배출검사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위운동성 장애의 선별검사로 유용한 것

으로 보고되고 있어 환자의 평가 및 연구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

다
14)

. 본 연구에서는 39명의 만성 소화불량증 환자들의 위전도

검사 결과 20명에서 비정상 위전도 소견을 보여, 약 50% 정도에

서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존에 위전도 및 장음검사와 양도락, HRV 검사와의 관련

성이 소화불량 환자의 평가를 위해 연구되어 왔으며. 이 중 양도

락의 경우 유의한 지표를 찾을 수 있었으나, HRV는 장음으로 평

가한 위장관 미주신경 활성과 HRV의 부교감 반영 지표 및 자율

신경 균형 지표와의 상호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15,16). 그러나

HRV와 위전도의 관련성은 연구된 바 없어 본 연구에서 살펴보

고자 하였다.

자율신경은 외부의 변화에 대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인

체의 조절 시스템으로 혈액순환, 소화, 호흡, 대사, 체온 및 분비

선 등 불수의 기능의 대부분이 이를 통해 조절되고 있다
17)

. 일부

연구에서 자율신경계의 기능이상이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중요한

병리기전일 수 있다고 밝혀왔는데, 이는 부교감신경 기능이상이

유문부 운동장애, 위적응 이상, 내장감각과민의 원인일 수 있다

고 제안되어 왔기 때문이다18). 특히 위장관 운동성 질환 환자들

에서 자율신경 이상을 동반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으며
2)

, 미주신경 활성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 위장관 운동성

이 저하되므로 자율신경 이상을 기능성 위장관 질환의 하위그룹

으로 봐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증가하고 있다3).

그러나 소화불량증과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에 대한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면 소화불량증 환자가 건강 대조군에 비해 미주신

경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고, 기저 부교감신경 활동

은 오히려 증가되어 있고 스트레스에 대한 교감신경반사가 저하

되어 있다고 하는 등 서로 상충되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15).

이는 연구마다 자율신경을 평가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거나, 측정

된 부교감신경 상태를 위장관 미주신경 기능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일 수 있다. 자율신경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위장관 미주신경 기능의 경우 사람에서는 인슐린

유발 저혈당 반응 및 위산 분비 등 소화관련 상태를 통해 간접적

으로만 평가할 수 있다19). 따라서 일반적으로 자세변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 측정이나 HRV 같은 더 간편한 검사가 빈번히 사

용되고 있다.

HRV는 심장박동 사이의 RR interval을 측정하여 분석하는

검사법으로 주파수영역분석을 통해 얻어진 구간별 파워스펙트럼

에서 HF(High Frequency Density;0.15∼0.4Hz)는 순수한 부교감

신경 작용으로 보고 LF(Low Frequency Density;0.04∼0.15Hz)는

대부분 교감신경의 작용이지만 부교감신경도 일부 작용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균형상태 평가를 위

해서 LF/HF ratio가 흔히 활용되고 있다20).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위전도 검사 결과와 HRV의 LF/HF ratio를 중심으로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위전도와 HRV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위전도 이

상소견에 따라 환자를 분류하여 HRV 수치를 비교해본 결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 보고자 했던 것은

위전도 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환자에서 간편한 HRV 검사를 통

해 위전도 결과 예측이 가능한지 여부이므로, LF/HF ratio에 따

라 환자를 정상군, 교감신경 항진군, 부교감신경 항진군으로 나

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상군에 비해 교감신경 항진군과 부

교감신경 항진군에서 식후 정상위서파비율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교감 및 부교감신경 항진군을 합쳐서 자율신경 부

조화군으로 했을 때 정상군보다 식후 정상위서파비율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81.59±18.85 vs 93.68±7.42, p=0.058). 따라서

HRV 검사에서 교감, 부교감신경 항진 여부보다는 교감신경 부

조화 상태 자체가 식후 위서파 상태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HRV와 위전도 검사와의 관계를 살펴본 기존 연구는 대부분

정상인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대체로 위전도 파워와 LF/HF

ratio 혹은 LF가 양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위전

도 검사시 섭취하는 내용물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물섭취의

경우 Watanebe 등21)은파워비가섭취전 HF와 역상관관계에 있었

음을 밝혔으며 Chen 등22)은 물섭취 후 위전도파워변화와

LF/HF ratio가 양적 상관관계임을 보고하였다. 유동식(250 ml

엔슈어)은 섭취 후 처음 5분 동안만 HF가 상승했으며, LF/HF

ratio 등 HRV 수치와 및 위전도 파워와의 연관성은 관찰되지 않

았다고 보고하였다
23)

. 고형식의 경우 식후 위전도 수치 및

LF/HF ratio를 상승시켰고, 식후 위전도 파워비와 LF가 양적 상

관관계, HF가 음적 상관관계에 있었다24). 따라서 위전도 파워의

경우 오히려 HRV 교감신경 지표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전도와 비교한 것은 아니지만, 소화생리에 있어서도 식

전, 식후 HRV 결과를 비교했을 때 정상 성인에서 고형식 섭취

후 LF 파워나 LF/HF ratio가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
4,25,26)

. 소화

가 활발히 일어나는 상태 자체는 소화기의 부교감신경이 활성화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심혈관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위장관

으로의 혈액공급을 위해 교감신경 활성화가 필요하며 HRV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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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결과는 심장의 자율신경 상태를 반영하므로 LF/HF ratio가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는 LF/HF ratio가 식후

감소했을 때 오히려 소화 작용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소화불량의 병태생리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대체로

스트레스 및 LF/HF ratio의 상승을 주로 밝히고 있다. Chronic

anxiety를 반영하는 분노지수는 건강한 어린이에서 물섭취량

(water load volume)과 관계가 없었으나 소화불량 어린이에서는

낮은 섭취량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5)

, 건강한 성인에서는 급성 실

험적 스트레스가 교감신경 활성을 증가시키고 부교감신경 활성

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정상 식후 위전도 반응을 억제시켰다4). 따

라서 소화불량 환자 혹은 정상 성인에서 스트레스는 LF/HF

ratio를 증가시키며 위전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실

제로 위장관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을 연구한 연구 결과 대부

분이 위배출 지연, 식후 전정부의 phasic motor response 억제,

fasting migrating motor complexes 빈도 저하 등 위기능 이상을

보고하고 있다6).

그밖에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이 높은 질환에서도 위전도 이

상과 LF/HF 상승이 보고되었다.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에서

LF/HF ratio가 정상인에 비해 상승되어 있고, 위전도 검사에서

는 공복시 및 식후 부정맥 비율이 높고 주 파워(dominant

power)가 식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7). 또한 고혈압

여성에서도 공복시 정상 위서파비율이 정상인보다 낮았고

LF/HF ratio는 더 높았다
28)

. 따라서 스트레스의 관점에서 소화불

량을 살펴보았을 때는 LF/HF ratio의 상승이 위전도의 정상서파

비율, 파워 이상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화불량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LF/HF ratio를 정상

인과 비교했을 때에는 특이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대체로 많았는데, Modified shamfeeding 시행 전 HRV와 시행

후 유문부 수축을 정상인과 식후 불편 증후군(postprandial

distress syndrome) 환자에서 비교한 결과 환자의 HF가 낮았으

나 LF/HF ratio에는 차이가 없었고 환자에서의 식후 유문수축

횟수가 낮았다
18)

. 국내에서 소화불량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HRV 연구에서도 정상인과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 기능성, 기질성 소화불량증 모두 정상군에 비

해 HRV 수치가 유의하게 낮았으나 LF/HF ratio는 차이가 없었

으며, HRV 수치의 경우도 환자와 정상군 사이에 연령 차이가 있

어 20-30대 환자와 비교한 결과에서는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만

정상군에 비해 전반적인 수치가 낮았다
7)

. 급성, 기능성, 기질성

소화불량증 비교연구에서도 정상대조군에 비해 급성, 기능성, 기

질성 군에서 TP HF LF 등 전반적인 수치가 유의하게 낮았으나

LF/HF ratio는 차이가 없었고
8)

, 과심상, 음식상에 따른 급성 소

화불량증 환자간의 비교연구에서도 과심상 환자가 음식상 환자

에 비해서 HF와 TP가 유의하게 낮았으나 LF/HF ratio는 차이가

없었다
9)

. 다만 탄산 증상을 가진 기능성 환자의 HRV 수치 및

LF/HF ratio가 기질적 환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 중에서도 탄산 증상이 있는 환자의 LF/HF

ratio가 증상이 없는 환자보다 높아 기능성 소화불량증에서 탄산

증상이 스트레스로 인한 분노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신경계

반응으로 인한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10).

결론적으로 소화불량환자의 일부에서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경우 LF/HF ratio 증가 상태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것

이 위전도 이상과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향의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LF/HF

ratio가 감소되어 있는 환자군의 경우에도 위전도 이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심혈관계 기능감소에 따른 위장관 혈류공급의

문제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치료에 있어서도 이를 고려해

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결국 HRV의 미주신

경 기능을 위장관 미주신경 기능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는 결론

을 낼 수 있었다. 아직 신경학적으로 심혈관계 자율신경 기능의

변화가 심장신경 섬유(neurocardiac fibers)에 한정되는 것인지

혹은 전반적인 부교감신경 활성 조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위장에 도달하는 원심성 부교감신경 세포

체는 미주신경의 배측핵(dorsal motor nucleus)의 전후측(entire

rostro-caudal extent)을 따라 기원하는 반면에 심장 미주신경절

전 뉴런(cardiac vagal preganglionic neuron) 세포체는 배측핵

도처에서 발견되어 심장과 위장의 원심성 미주신경 경로

(efferent projections)가 다를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18)

. 전술했듯

이 생리적으로 식후는 위장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로 볼

수 있는데, 식후 LF/HF ratio가 오히려 증가하여 HRV 검사상

교감신경 항진상태이므로 위장관과 심혈관계의 자율신경 활성상

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LF/HF ratio에 따라 위서파 결과를 비

교해봤을 때, 교감신경 항진군에서 가장 식후 서파비율이 낮았으

나 부교감신경 항진군에서도 식후 서파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인

것에 대해 HRV에서의 자율신경 불균형상태가 심혈관계 기능의

관점에서 위전도상 위서파 이상과 연관될 수 있으며 교감 부교

감신경 자체를 위장관의 부교감신경 기능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고 결론지을 수 있었다. 또한 LF/HF ratio 및 위전도 검사 결과

에 따라 환자 분포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 HRV

검사가 위전도 대신 시행될 수 있는 근거는 없었다.

본 연구의 경우 모든 환자에서 내시경 등 기질적인 질환을

배제하기 위한 검사가 시행되지 않아 기능성 소화불량증으로 진

단할 수는 없었고, 환자군 수가 작은 한계점이 있어 차후 케이스

를 추가로 수집하고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만을 대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측정된 HRV 검사는 위전도

검사 직전 3분동안 측정된 것으로 실제 외래 초진시 시행되는 검

사 형태이므로 의미를 지니지만, 연구 목적으로 위전도와 HRV

를 동시에 측정하여 식전, 식후 등 식사와 관련된 상태 변화와

함께 살펴보았다면 좀 더 소화불량환자에서의 자율신경 상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HRV 검사 결과

LF/HF raio가 정상보다 높거나, 낮아 자율신경 불균형 상태를

보이는 환자들의 경우 추가적으로 위전도 검사를 시행해보고 향

후 이에 따라 치료 경과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소화불량 환자에서 위전도 검사와 HRV 검사와의 연관성 연구

- 537 -

된다.

결 론

소화불량 환자에서 위전도와 HRV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여

LF/HF ratio에 따라 정상, 교감신경 항진군, 부교감신경 항진군

으로 환자를 분류한 후 위전도 검사 수치를 비교해본 결과 정상

군에 비해 교감신경 및 부교감신경 항진군에서 식후 서파비율이

낮았다. 이를 통해 HRV 검사상 자율신경 불균형상태가 위전도

상 위서파 이상과 연관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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