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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피로는 원인에 관계없이 증상 지속 기간에 따라서 최소한 1개
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지속성(prolonged) 피로,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만성(chronic) 피로로 분류한다1). 
피로 증상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으며 환자들의 건강과 관련한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피로를 병리학적 측면에서 평
가하려는 추세와 함께 최근에는 피로를 혈압, 비만과 같이 연속선
상(continuum)의 증상으로 평가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2). 
정상적인 피로와 비정상적인 피로의 확실한 구분이 있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기능 장애의 정도나 지속 기간 등을 평가함으로써 가
벼운 일과성 피로와 증상이 심한 지속적인 피로를 구별하려는 시도
가 이루어지고 있다3).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미국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에서는 6개월 이상 심한 피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를 검사하기 위한 일련의 진단적 검사들을 제안한 바 있다. 이 검
사들은 대부분 피로를 유발하는 다양한 기질적 질환을 찾아내기 위
한 검사들이다. 현재까지는 어떤 검사도 만성 피로의 진단에 충분
히 예민하거나 특이적이지 않다. 따라서 피로 이외의 의심 질환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그러한 진단적 검사를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3). 현재로는 각종 감염원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 면역학적인 검사도 마찬가지로 만성 피로의 진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성 피로가 의심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기질적 질
환, 정신적 질환에 대한 주기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3). 피로가 
누적되고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되면 이러한 피로와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일으
키게 된다. 자율신경계는 불수의적으로 작용하여 인체의 주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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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대해 인체 내부 환경의 균형을 잡아주어, 생명 활동을 이어
가게 하고, 인체 항상성을 조절하여, 인체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
도록 하게 한다.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인체의 교감신경계가 활성화
되고, 부교감신경계가 억제되며,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주어지면 자
율신경계의 평형이 깨지면서 체내 항상성이 손상 받아 대뇌신경전
달물질, 신경내분비기능, 면역계 등의 생명 활동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4). 피로는 사회적 활동, 수면장애, 신체적 이상, 가정불화, 심
리적 문제로 발생할 수 있으며, 나타나는 신체 증상으로 근육통, 
두통, 신경증 순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만성 피로의 원인 중 자율
신경계과의 연관을 보고한 연구 결과가 있었다5). 만성피로와 자율
신경계과의 연관성에 대해 자세변화, 호흡시의 흡기,호기 비율, 
Valsalva Maneuver, Handgrip test, 심박동수 변이를 이용하한 
연구 또한 있었다6,7). 
    심박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 이하 HRV)는 심혈관계 
기능을 가지고, 자율신경계 활성도를 측정하는 검사법으로 심장주
기의 시간적 변동을 측정하여 정량화한 것이다4,8,9). 피로와 스트레
스로 인해 발생하는 자율신경계의 변화를 심박변이도 측정을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임상에서 유용하게 스
트레스와 피로 등의 질환에 응용되고 있다10,11,12). 기존의 한의학 
임상 연구에서는 다한증11)이나 두한증13), 폐경으로 인한 갱년기
14,15), 월경통과 같은 여성 질환4), 기능성 소화불량8,12), 중풍 후유증 
환자에 대한 연구9)가 있었고, 주로 남성 직장인에 피로와 심박변이
도 관련 연구16)가 있었으나, 피로를 주 증상으로인식하여 내원한 
환자에 대한 심박변이도 관련 연구는 없었다. 
    피로는 자율신경계의 변화를 유발해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을 
일으키고, 피로한 사람은 스트레스가 높다. 따라서 자율신경계 기
능을 평가하는 HRV는 피로나 스트레스를 가진 환자의 객관적인 
진단에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6개월 이상의 피로를 호소
한 만성 피로 환자와 신체 검진에 참여한 건강한 대학생의 HRV 
검사 결과를 비교하여, HRV 검사 결과가 만성피로의 진단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대상자
 1) 대상질환
    특발성 만성피로로 세명대학교 스트레스 클리닉에 내원한 환자 
중 HRV 검사를 실시한 환자와 학생 건강검진 시 HRV 검사를 실
시한 사람
 2)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
    본 연구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스트레스 클리닉
에 내원한 환자 중 피로를 주증으로 하면서 HRV를 측정한 환자와 
동일 기간 내에 신체 검진을 받은 임상증상 없는 건강한 대학생(만 
20세 이상 35세 미만)의 건강검진 기록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군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 남녀
   ② 6개월 이상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원인불명의 
피로를 주증상으로 하는 사람

    환자군과 대조군은 기존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질
환의 병력을 가진 자는 제외하였다14). 
   ① 뇌졸중 등을 포함하는 중추신경계의 손상
   ② 고혈압, 부정맥, 허혈성 심질환, 전도장애 등을 포함하는 심
장질환
   ③ 당뇨, 갑상선 질환 등을 포함하는 내분비계 질환
   ④ 만성 신부전 등을 포한하는 신장질환
   ⑤ 어떤 형태로든 β-blocker, Ca-channel blocker 등 자율신
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복용 중인 자
   ⑥ 지난 6개월간 5 kg 이상의 체중변동이 있는 자
   ⑦ 기타 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자가면역질환, 결합조직질
환, 내분비 질환 등)으로 치료 중이거나 치료 받았던 과거력이 있
는 자

2. 평가도구 및 검사방법
    피로를 주소로 내원했을 당시에 HRV 검사를 하였는데, HRV 
검사는 측정 시 외부환경에 의해 자율신경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검사 대상자에게 센서를 붙인 후 5분 간 앙와위로 안정을 취하여 
환경에 적응한 후에 시행하였다. HRV 측정을 위한 기기로는 SA 
3000((주)메디코아, 서울)를 사용하였으며, 심박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 시행 2시간 전부터는 커피 및 
탄산음료의 섭취와 흡연을 금하도록 하였고, 복용한 환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스트레스 지수, 스트레스 저항도, 피로도, 자율신
경 활성도, 심장안정도는 HRV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져 50~150 사
이, 자율신경 균형도는 0~150의 정량화된 수치로 결과가 나타나며, 
이 중 스트레스 지수, 스트레스 저항도, 피로도, 자율신경 활성도, 
균형도, 심장안정도와 Mean HR(Mean Heart Rate), TP(Total 
power), LF(Low Frequency), HF(High Frequency), LF/HF 
ratio 항목을 측정하였다(Table 1)18). 

Table 1. Measurement check indicators in HRV
Variables Meaning Normal Range

Mean Heart 
Rate(bpm) 1분 동안의 평균 심박동수 60~90

Autonomic nervous 
system activity

LF, HF와 5분 동안의 심박동의 변화를 
포함한 모든 Power의 합 90 이상

Balance of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LF와 HF의 비율을 수치화 한 것 50이하

Stress resistance 심박 변화 정도를 나타냄 90이상

Stress index 심박변화의 정도를 이용하여 인체에 가
해지는 pressure의 정도 110이하

Degree of fatigue TP, LF와 스트레스 지수를 수치화 한 것 110 이하

Heart Stability TP와 심장의 전기적 안정도를 수치화 
한 것 90 이상

TP(ms2) 5분 동안의 모든 자율신경계 power 1000 이상

LF(ms2) 상대적인 저주파 성분으로 교감신경의 
활동 지표 90 이상

HF(ms2) 상대적인 고주파수 영역, 호흡활동과 
관련, 부교감신경계 활동 지표 90 이상

LF/HF 자율신경의 전체적인 균형 정도 반영 0.5~2

3. 생명 윤리 위원회 심사 및 피험자 동의
    본 연구는 세명대학교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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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승인번호: SMU-EX-2015-01-001-01-02). 

4. 통계
    검진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 백분율 등의 기술통계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고 판정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은 Microsoft Office 
Excel 2010 program (Microsoft, Seattle, WA, USA)을 사용하
여 평균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를 구하였고, 각 그
룹간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tudent's t-test를 사용하였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HRV 패턴의 변화에 대한 두 군과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대조군과 동일 연령에 있는 환자군의 HRV 
수치를 비교하고, 성별에 따른 HRV 수치 비교를 실시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총 250명으로 남자는 104명(41.6%)이고, 여자는 
146명(58.4%)이었다. 환자군은 총 208명으로 남자는 83명
(39.90%), 여자는 125명(60.1%)이고, 평균나이는 49.45±16.90세 
였으며, 대조군은 총 42명으로 남자는 21명(50%), 여자는 21명
(50%)이고, 평균나이는 27.02±7.11세였다(Table 2). 

Table 2. Baseline characteristics
Variables Patient group Control group Total

N 208 42 250
Male Sex, N(%) 83(39.90%) 21(50%) 104(41.6%)

Female Sex, N(%) 125(60.1%) 21(50%) 146(58.4%)
Age(yrs) 49.45±16.90 27.02±7.11 45.68±17.79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3. Comparison of the autonomic nervous function between 
patient group and control group

Variables Patient group Control group p-value
Mean Heart Rate 75.66±12.44 77.57±9.14 0.09

Autonomic nervous system 
activity 84.13±15.72 97.39±16.91 0.000**

Balance of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59.80±49.60 65.91±47.16 0.22

Stress resistance 88.66±16.16 97.29±14.68 0.000**
Stress index 106.32±18.20 97.74±13.28 0.000**

Degree of fatigue 114.57±19.53 99.68±21.94 0.000**
Heart Stability 88.16±21.03 100.04±23.12 0.003**

TP 665.81±672.28 1922.35±1728.05 0.000**
LF 215.31±367.24 1011.7±1648.04 0.002**
HF 161.06±204.61 521.27±594.65 0.000**

LF/HF 2.30±3.06 5.27±11.39 0.06
Mean±standard deviation * p<0.05, **<0.01

2. 환자군과 대조군 간의 자율신경 비교
    환자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평균 심박수, 스트레스 활성도, 스
트레스 저항도, 심장안정도는 낮았고, 스트레스 지수, 피로도는 높
았으며 이중 스트레스 저항도, 스트레스 지수, 피로도는 통계적으
로 유의성 있게 평균값이 환자군에서 낮거나, 높게 나타났다. TP, 
LF, HF, LF/HF는 모두 환자군이 대조군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이중 LF, HF는 환자군이 대조군에 비해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

성 있게 낮게 나타났다(Table 3).

3. 여성에서의 환자군과 대조군 간의 자율신경 비교
    여성에서 환자군은 대조군에 비해 자율신경 균형도, 스트레스 
지수, 피로도는 높게 나타났고, 평균심박수, 스트레스 저항도, 심장 
안정도, TP, LF, HF, LF/HF는 낮게 측정되었으며, 스트레스 저항
도, 심장 안정도, TP, LF, HF는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낮게 측
정되었다(Table 4). 

Table 4. Comparison of the autonomic nervous function of female 
between patient group and control group

Variables Patient group Control group p-value
Mean Heart Rate 75.79±13.29 78.05±7.43 0.18

Autonomic nervous system 
activity 84.17±16.27 98.33±17.28 0.000**

Balance of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63.14±53.36 60.12±53.59 0.36

Stress resistance 88.33±15.06 99.29±15.98 0.000**
Stress index 105.88±18.11 97.24±14.71 0.000**

Degree of fatigue 114.32±20.11 96.95±21.51 0.000**
Heart Stability 89.01±20.99 97.75±20.52 0.008**

TP 654.17±679.32 2033.43±1736.66 0.000**
LF 207.05±422.14 1052.99±1746.34 0.018*
HF 171.68±206.02 486.27±569.55 0.008**

LF/HF 1.92±2.63 5.59±11.94 0.09
Mean±standard deviation * p<0.05, **<0.01

4. 남성에서의 환자군과 대조군 간의 자율신경 비교
    남성에서 환자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평균심박수, 자율신경활성
도, 자율신경 균형도, 스트레스 저항도, 심장안정도, TP, LF, HF, 
LF/HF는 낮게 측정되었고, 스트레스 지수, 피로도는 높게 측정되
었다. 이 중 자율신경 활성도, 심장안정도, TP, LF, HF, 스트레스 
지수, 피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Table 5).  

Table 5. Comparison of the autonomic nervous function of male 
between patient group and control group

Variables Patient group Control group p-value
Mean Heart Rate 75.73±11.29 77.10±10.76 0.23

Autonomic nervous system 
activity 84.07±14.96 96.45±16.92 0.004**

Balance of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54.82±43.22 71.71±40.21 0.05

Stress resistance 89.16±17.77 95.29±13.33 0.06
Stress index 106.96±18.42 98.24±12.03 0.096

Degree of fatigue 114.95±18.75 102.40±22.55 0.019*
Heart Stability 86.89±21.15 102.32±25.76 0.017*

TP 676.73±663.83 1811.27±1754.92 0.008**
LF 225.43±268.04 970.40±1585.75 0.03*
HF 143.88±202.03 556.26±630.82 0.007**

LF/HF 2.85±3.53 4.82±9.73 0.17
Mean±standard deviation * p<0.05, **<0.01

5. 연령을 보정한 환자군과 대조군 간의 자율신경 비교 
    연령에 따른 자율신경계 변화를 배제하기 위해 대조군과 동일 
연령(만 20세 이상 35세 미만)에 있는 환자군의 HRV 수치를 대조
군과 비교하였다. 연령을 보정한 환자군은 총 42명으로 남자 21명, 
여자 21명, 총 42명으로 평균 나이는 27.90±5.66세였다.    
    연령을 보정하여 환자군과 대조군을 비교한 결과, 자율신경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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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 자율신경 균형도, 스트레스 저항도, 심장 안정도, TP, LF, 
HF, LF/HF는 대조군에 비해 낮게 측정되었으며, 스트레스 지수, 
피로도는 환자군이 대조군에 비해 높게 측정되었고, 이중 자율신경 
활성도, 스트레스 저항도, TP, LF,　HF, 피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
성이 있었다(Table 6). 

Table 6. Comparison of the autonomic nervous function between 
patient group and control group at same age

Variables Patient group Control group p-value
Mean Heart Rate 77.57±9.14 77.57±9.14 0.38

Autonomic nervous system 
activity 89.36±12.43 97.39±16.91 0.012*

Balance of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54.62±46.46 65.91±47.16 0.15

Stress resistance 91.86±10.15 97.29±14.68 0.03*
Stress index 102.45±13.49 97.74±13.28 0.06

Degree of fatigue 108.29±26.65 99.68±21.94 0.03*
Heart Stability 91.88±16.81 100.04±23.12 0.06

TP 1239.42±938.66 1922.35±1728.05 0.02*
LF 496.11±633.06 1011.7±1648.04 0.04*
HF 295.53±297.49 521.27±594.65 0.03*

LF/HF 3.13±3.98 5.27±11.39 0.12
Mean±standard deviation * p<0.05, **<0.01

고    찰

    ‘피로’란 신체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로 스트레
스(stress)혹은 피로(fatigue)가 쌓였다고 표현한다. 피로(fatigue)는 
근 수축활동에 요구되는 힘을 충분히 발휘 또는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육체적 운동을 과도하게 함으로써 나타나는 운동의 질 또는 
양의 저하 상태를 일컫는 운동수행능력의 감소상태19)를 말한다.
    스트레스(stress)는 육체적인 피로와 대조적으로 정신적인 과
부하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리듬의 불균형으로 인식된다. 유쾌하거
나 또는 불유쾌한 상황이 원인 및 결과로 일어나는 신체적 비특이
적 반응이며 동물의 항상성이 침해받는 경우20)로, 정신적 고통은 
스트레스의 주관적 요인으로 나타난다21).
    넓은 의미의 ‘피로’는 fatigue와 stress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
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활동을 하기 위한 능력의 감소로 요약 가
능하나, 협의의 fatigue는 주로 육체적 피로로 작업능률이 저하되
는 상태를 의미하며, stress는 정신적 피로로 항상성의 혼란이 일
어나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22). 스트레스는 한의학에서 七情傷은 
7가지의 감정의 과도한 자극에 의해 정상적인 신체 생리에 반응을 
주어, 인체 항상성의 불균형으로 질병이 발생되는 상태로, 스트레
스 중 정동상의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다23). 
    피로는 한의학에서 勞倦傷, 虛損, 虛勞, 五勞六極로 나타나고, 
피로의 정도를 구분하였다24). 일반적인 노동에 의해 발생하는 피로
는 휴식을 통해 소실될 수 있으나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국도로 피
로해지면 脾胃가 상하고, 이로 인해 氣血不生, 正氣不足하게 되어 
인체의 저항력이 저하된다25).
    虛勞와 勞倦傷은 과도한 노동이나 불규칙한 생활습관, 급격한 
감정변화에 따른 신체변화, 불규칙한 식사 등에 의해 발생하는 생
활리듬의 비정상적인 패턴 변화로 발생한다. 자율신경계는 혈압, 
심장운동, 수면, 비뇨기, 위장운동을 조절하며, 비일상적인 생활 패

턴의 변화로 인해 자율신경계의 기능 저하로 자율신경기능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자율신경계 기능 부전으로 인한 기능 저하의 주요 
증상은 기립성 저혈압, 전신소력감, 피로, 인지능력 저하, 어지러
움, 불안, 심계항진, 오한, 오심(惡心) 등이 있고, 자율신경계의 과
도한 활성으로 다한증, 고혈압, 빈맥 등이 발생하는데26,27), 이는 勞
倦傷에서 火旺하면 “無氣以動, 懶於言語動, 作喘乏, 表熱自汗”하고 
氣散하면 “心煩不安 氣短喘 汗出”24)과 유사하다. 또한 기존 연구16)

에서 만성 피로, 작업 피로 등의 평가시에 심박변이도를 사용한 경
우가 있었고, 피로는 지속적인 육체적 운동이 근육의 파괴를 유발
하고 이것이 피로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이 밝혀졌고28), 
피로가 심장의 동방결절의 조절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연산스트레
스 자극올 통한 심박동 변이성을 관찰함으로써 그 연관성이 밝혀졌
다29,90). 虛勞, 勞倦傷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만성 피로를 질환으
로 자각하여 내원한 환자들을 자율신경장애 측정 장비인 HRV를 
이용하여 피로 상태를 측정한다면 이후 만성 피로, 虛勞, 勞倦傷 
등의 진단, 치료에 HRV가 더욱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어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HRV는 심혈관계 기능을 통해 교감-부교감 신경의 균형 상태
를 평가하는 비침습적인 평가 방법31)으로 시간영역 분석법과 주파
수 영역 분석법이 주로 사용된다. 시간영역 분석법은 동성 심박 사
이의 R-R 간격을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기법으로, 시간에 따른 심
박변동의 전반적인 특징을 알려준다32). 주파수영역 분석은 동성 심
박 사이의 R-R 간격의 변화를 파형으로 분석하여 각 주파수 영역
의 신호가 상대적으로 어떤 강도(PSD: Power Spectral Density)
로 있는 보는 방식으로, 파워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여러 변수로 
추출된 후 교감 및 부교감 신경의 균형 상태를 수치화하여 보여준
다33). 이 중 TP(총전력)는 모든 스펙트럼 밴드에서 나타나는 모든 
파워의 합으로 자율신경계의 전체적인 활성 정도를 반영하며, 이는 
자율 신경계 조절 능력을 반영한다. 대개 만성 스트레스나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한 상태에 비해 많이 감소된다. LF(저주파전력)
는 상대적인 저주파 성분으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활동을 
동시에 반영하나 대부분 교감신경 활동의 지표로 활용된다.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으며, 이를 통해 생체 내 에너지 공급에 관여
하는 교감신경의 활동의 많은 부분이 설명될 수 있는데, 피로상태
에서는 LF가 저하되어 생체 에너지의 소실을 잘 보여 준다34). HF
(고주파전력)는 상대적으로 고주파수 영역이며, 호흡활동과 관련 있
으며, 부교감신경계의 활동에 대한 지표이다. 심장의 전기적인 안
정도와 관련이 있고, 정상인의 경우 감소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스
트레스나 심리장애로 고생하는 경우와 심장 질환이 있을 경우 낮게 
나타난다. LF/HF(저주파,고주파비)는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 즉, 
자율 신경의 전체적인 균형 정도를 반영하여, 교감 신경의 활동도
에 비례하고 부교감 신경의 활동도에 반비례한다. 
    HRV 측정치를 바탕으로 데이터 처리를 거쳐 분석기에 자동적
으로 기록되는 항목으로는 자율신경 활성도, 자율신경 균형도, 스트
레스 저항도, 스트레스 지수, 피로도이다. 자율신경 활성도는 90 이
상, 자율신경 균형도는 50 이하가 정상범위이고, 스트레스 저항도 
90이상, 스트레스 지수 110이하, 피로도가 110 이하가 정상 상태이
다35). 환자군은 자율신경 활성도, 균형도, 스트레스 저항도, 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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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상 범위를 벗어났고, 대조군에 비해 평균 심박수, 스트레스 
활성도, 스트레스 저항도, 심장안정도는 낮았고, 스트레스 지수, 피
로도는 높았으며 이중 스트레스 저항도, 스트레스 지수, 피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평균값이 환자군에서 낮거나, 높게 나타났
다. TP, LF, HF, LF/HF는 모두 환자군이 대조군에 비해 낮게 나
타났으며, 이중 LF, HF는 환자군이 대조군에 비해 평균값이 통계적
으로 유의성 있게 낮게 나타났다. 즉, 대조군에 비해 환자군이 전반
적인 자율신경 활성도가 떨어지며, 교감신경 및 부교감신경의 활동 
모두가 현저하게 저하된 것을 알 수 있으며, 피로도 또한 대조군에 
비해 높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성과 저항력이 떨어지
고,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도 높게 측정된 것으로 사료된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도 환자군은 자율신경 활성도, 균형
도, 스트레스 저항도, 피로도에서 정상 범위를 벗어났고, 자율신경 
활성도, 스트레스 저항도, 심장 안정도, TP, LF, HF는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었다. 여성 피로 환자와 건강한 여성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 환자군에 비하여 전반적인 자율신경 활성도가 저하되어 있으며, 
교감신경 및 부교감신경의 활동도 같이 저하된 것을 알 수 있다.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도 환자군은 자율신경 활성도, 균형
도, 스트레스 저항도, 피로도에서 정상 범위를 벗어났고, 자율신경 
활성도, 심장안정도, TP, LF, HF, 스트레스 지수, 피로도는 통계적
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남성에서는 여성에 비하여 환자군의 수치
가 대조군에 비해 덜 차이나지만, 전반적인 자율신경 활성도, 교감
신경 및 부교감신경의 활동이 저하되어 있있다. 
    연령에 따른 오류를 벗어나기 위해 환자군의 연령을 대조군의 
연령에 맞추어 통계처리를 한 경우, 환자군은 스트레스 상태는 아
니었지만 환자군에 비해, 자율신경 활성도, 자율신경 균형도, 스트
레스 저항도, 심장 안정도, TP, LF, HF, LF/HF는 대조군에 비해 
낮게 측정되었으며, 스트레스 지수, 피로도는 환자군이 대조군에 
비해 높게 측정되었고, 이중 자율신경 활성도, 스트레스 저항도, 
TP, LF,　HF, 피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연령을 보정
하지 않았을 때 보다는 두 군간의 검사 결과 수치 차이가 크지 않
지만, 환자군의 검사 결사 수치가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있고, 통계
적으로 유의성이 있어 같은 연령대의 피로를 호소하는 환자가 정상
인에 자율신경 활성도가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환자군은 같은 연령대나 같은 성별이어도 대조군에 비해 높은 피로
도와 이로 인한 높은 스트레스 지수를 보이고, 특히 여성의 경우 
스트레스 대한 저항력도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떨어
지므로, 피로로 인한 자율신경 저하는 스트레스 저항력을 떨어뜨리
고, 이로 인핸 스트레스도 높게 측정된 것으로 사료된다. 
    HRV의 측정은 자율신경과 관련된 다양한 질환과 증상에 폭넓
게 이용할 수 있다36).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교감신경을 활성화 시
키고, 부교감신경을 억제한다8,9,11,12)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에서는 
환자군이 성별차이, 연령을 비슷하게 보정하였을 때에도 자율신경 
활성도, 균형도, 및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활동이 떨어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극도의 피로로 인해 탈진한 중년 남성 
직장인에서 안정 시에는 부교감신경 기능이 저하되고 교감/부교감
신경 평형에서는 변화가 없었다는 Watanabe 등37)의 연구결과와 
중년 직장 남성의 피로도를 HRV로 평가한 송의 연구16) 결과와 유

사하였다. 전자 기기 제조업체의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한 피로 연
구에서도 장시간 근무하는 작업군에서 교감신경 기능의 저하가 나
타났는데, 피로의 주요 원인인 장시간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면 
부족 때문인 것으로  추측하였다16).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은 인체의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어느 
한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서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속적
으로 작동한다38). 본 연구 결과처럼 어느 하나의 자율신경계 항진, 
저하가 아니라, 부교감신경 기능의 저하와 함께 교감신경 기능의 
저하도 함께 일어나 자율신경의 평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자율신경계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급성적인 스트레스나, 
갑작스러운 피로 상태는 자율신경의 부조화를 유발하면서, 스트레
스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교감신경의 활성도 감소와 반대로 교감신
경의 항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와 같이 만성적
인 피로로 인해 인체 기능이 저하된 경우 자율신경의 전반적인 저
하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인체가 느끼
는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피로는 객관적인 진단지표를 만드는 것은 어렵고, 정도를 측정
하는 것도 주관적인 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 본 연
구는 피로를 주증을 호소하는 만성 피로 환자의 상태 평가에 HRV
가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의 보고에서 언
급된 스트레스 상태에서 나타나는 교감신경항진과 부교감신경저하
는 급격한 정신적 스트레스의 결과로 사료되며, 본 연구에서는 만
성적인 피로로 인한 육체적 피로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저하가 
동시에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로 대
조군과 환자군에 비율이 불균형적이며, 성별과 나이에 대한 HRV 
변화에 대한 보다 정확한 연구결과를 위하여 성별에 따른 비교와, 
대조군의 평균연령에 맞추어 환자군에서 비슷한 연령대의 환자의 
HRV를 비교하였으나, 추후 연구에 있어서는 전향적 연구를 통해 
환자군과 대조군의 비율을 맞추고, 연령에 따른 피로도 연구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진단과 치료 후 증상
이 호전된 경우와 호전되지 못한 경우에서 HRV를 재 측정하여 추
적검사로서의 유용성을 평가하지는 못했다. 이는 추후 임상연구를 
통하여 증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스트레스 클리닉에 내원한 
환자 중 피로를 주증으로 하면서 HRV를 측정한 환자와 동일 기간 
내에 신체 검진을 받은 피로 등의 기타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건강
한 대학생의 건강검진 기록을 대상으로 한 HRV 검사를 비교한 결
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환자군 전체를 대상으로 보았을 때 대조군에 비하여 전반적인 
자율신경 활성도가 저하되어 있으며, 교감신경 및 부교감신경의 활
동 모두 저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비교에 있어서도 남녀 
모두 환자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전반적인 자율신경 활성도가 떨어
지며, 교감신경 및 부교감신경의 활동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은 환자군과 대조군 간의 수치 차이가 여성에 비해 덜 차
이나지만, 전반적인 자율신경 활성도가 저하되어 있으며, 환자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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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신경 및 부교감신경의 활동이 대조군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나이 대 이더라도 환자군이 자율신경 활
성도가 정상인에 비해 저하되었다. 이는 만성 피로로 자율신경계의 
기능 저하가 동시에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 
저항도 및 스트레스 지수가 환자군이 대조군에 비해 높게 측정된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환자군과 대조군의 비율을 맞추고, 같은 연
령, 같은 성별에 따른 피로도 연구와 다른 피로 평가 척도를 이용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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