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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남성의 안정시 심박수와 

비만 지표  동맥경직도 간의 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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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wang-Jun Ko․Seol-Jung Kang. Association between Resting Heart Rate, and Obesity Index, Arterial Stiffness in Adults.  

KINESIOLOGY, 2016, 18(4): 25-32.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ociation between resting heart rate, and 

obesity index arterial stiffness in adults. [METHODS] The subjects were 1,606 males between 30～60 years who visited national 

fitness center from 2012 to 2015. Participants were stratified into five heart rate groups(>60bpm, 60～69bpm, 70～79bpm, 80～

89bpm, and 90bpm≤). Resting heat rate was assessed from ECG. Arterial stiffness was assessed by brachial ankle pulse wave 

velocity(baPWV). [RESULTS] Resting heart rate was related to body mass index(r=0.78, p<.01), waist circumference(r=.124, 

p<.001), %body fat(r=.126, p<.001), and baPWV(r=.217, p<.001). The odds ratios of obesity was not significant difference with 

resting heart rate. But compared to those with a resting heart rate of >60bpm, the odds ratios of arterial stiffness increased in 

those with resting heart rate of 60-69bpm, 70-79bpm, 80-89bpm, and 90bpm≤ by 1.86(95% confidence interval [CI] 1.29-2.67), 

2.20(95% CI, 1.48-3.27), 2.32(95% CI, 1.42-3.78), and 3.21(95% CI, 1.68-6.30), respectively. [CONCLUSIONS] Resting heart rate 

is associated with the body mass index, waist circumference, %body fat, and arterial stiffness in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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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안정시 심박수는 자율신경계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

으로 유용하며, 최근 여러 역학에 의해 심혈관질환의 

이환율과 사망률의 예후인자로 밝혀지면서 주목을 받

고 있다(Palatini & Julius, 2004; Perski et al., 1998). 

이에 생리적 범위 내에서 안정시 심박수를 낮추는 것

이 중요시되고 있다. 안정시 심박수를 결정하는 자율

신경계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항상성을 유지

하기 위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하며 생명 유지에 직접 필요한 기능을 무의식

적으로 조절한다. 하지만 교감신경계 흥분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심박수 증가에 의한 심혈관질환 발생 위

험도가 높아지게 된다(Curtis & O'Keefe, 2002; Low, 

1988; Vaseghi & Shivkumar, 2008).

심혈관질환의 핵심이 되는 비만 발생도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

다. 즉 비만은 교감신경 활성도 증가와 부교감신경 활

성 저하의 특징적인 소견이 나타나며, 혈류역학 측면

에서도 심박출량 증가는 대부분 일회박출량의 증가에 

기인하며 교감신경계 활성화로 인해 심박수도 증가를 

보인다(Alvarez et al., 2002; Grassi et al., 2001). 최근 

Shigetoh et al.(2009)의 연구에서도 안정시 심박수가 

높은 경우 비만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이 비만 발생에 교감신경계의 과활성이 영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감신경계의 과활성은 동맥 확장능력 저하로 

인해 동맥경직도(arterial stiffness)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Failla et al., 1999). 동맥경직도는 좌심실 기

능부전과 관상동맥 관류 감소로 심근의 산소요구량을 

높이게 하므로 임상적으로 심혈관질환 발생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제시되고 있다(Hamilton et al., 2007; Oliver 

& Webb, 2003). 동맥경직도는 보편적으로 상완발목 맥

파 전파 속도(brachial ankle pulse wave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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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WV)를 측정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baPWV는 심

장에서 박출된 혈류가 대동맥을 통해 말초동맥으로의 

속도를 의미하며, 동맥경직도가 증가되면 baPWV가 높

아지게 된다(Asmar et al., 1995). 이에 여러 연구에서 

baPWV가 동맥경직도 지표로 향후 심혈관질환 발생의 

예견 인자로 유용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London et 

al., 2004; Tomiyama et al., 2005). 더욱이 Sa Cunha et 

al.(1997)의 연구에 의하면 상대적 심혈관질환 위험이 낮

은 대상자의 높은 안정시 심박수는 대동맥 경직도의 증

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율신경계 기능과 연관이 있는 안정시 심

박수, 비만 및 동맥경직도는 심혈관질환의 예측변수로 

활용되고 있는 데, 비만 지표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체중과 신장비로 산출되는 체질량지수

이외에도 생체전기저항 분석에 의해 체지방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체지방률 검사로 시행되고 있다. 복부비만 

진단을 위해서는 허리둘레를 측정하여 사용된다(Lee 

et al., 2007; WHO, 2000). 현재까지의 연구결과에 의

하면 비만 지표 간 심혈관질환 발병 혹은 사망률에 

대한 연관성이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Huxley et al., 2009). 이에 안정시 심박수와 비만 지

표 간의 연관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안정시 심박수와 동맥경직도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본 연구의 경우 아직까지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안정시 심

박수와 비만 지표 및 동맥경직도 간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

연구 상

본 연구 대상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S 지역 

국민체력센터에서 30～60세의 성인 남성 중 상완-발

목 맥파속도(brachial-ankle pulse wave velocity; 

baPWV)를 측정한 1,606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의 

만성질환이 동맥 혈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

하여 만성질환에 대한 병력이 없는 사람들로 제한하

였다.

본 연구에서 안정시 심박수는 Jensen et al.(2013)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5분위수(60bpm 미만, 60-69bpm, 

70～79bpm, 80～89bpm, 90bpm 이상)로 분류하였다.

측정항목  방법

신체계측

신장과 체중은 자동신체계측기(SH-9600A,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신체계측 자료인 신장과 체중을 

자료를 이용한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체중(kg)/키(m2)]로 계산하였다. 허리둘레는 직립자

세에서 늑골 아래 부위와 양측 골반 장골능(iliac  

crest) 사이를 중심으로 소수점 한 자리까지 측정하였

다. 체지방률(%body fat)은 생체전기저항법에 의거하

여 체지방분석기(Jawon, Korea)로 측정하였다.

안정시 심박수와 압 측정

안정시 심박수는 10분간 안정을 취한 후 표준 12 유

도 자동 심전도기(Cardiocare, Korea)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혈압은 자동 혈압계(FT-500R, Jawon, Korea)를 

사용하여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을 측정하였다.

동맥경직도 검사

대상자는 누운 상태에서 맥파속도 측정 전에 최소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자동파형분석기(automatic 

waveform analyzer; VP-1000, Komaki, Japan)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baPWV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시간

간격(△T)은 오른쪽 팔과 양쪽 다리에서 기록된 맥파

를 통해 얻어지게 되며, 측정 지점 간의 거리(L)는 연

구대상자의 신장을 이용하여 모두 파형분석기에서 자

동적으로 계산되었다. 본 연구에 이용된 baPWV는 양

측 baPWV의 수치를 평균화하여 얻어진 값이다.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통계 프로그램(Versin, 

12.0)을 사용하였으며 각 그룹의 비만 지표 및 동맥경

직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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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60bpma

(n=368) 
60～69bpmb

(n=557)
70～79bpmc

(n=366)
80～89bpmd

(n=155)
90bpm≤e

(n=60) 
p post hoc

Resting heart rate (bpm) 55.8±3.6 64.8±2.5 73.8±2.8 83.8±2.7 94.5±4.0 .000 a<b<c<d<e

Age (years) 51.8±6.3 51.1±6.6 50.1±7.3 50.9±6.8 50.1±8.4 .113 ns

Height (cm) 170.1±4.9 170.3±5.4 170.9±5.1 169.5±6.9 169.6±4.8 .205 ns

Weight (kg) 70.5±7.9 71.6±8.3 72.2±8.3 72.2±8.6 72.2±7.6 .194 ns

SBP (mmHg) 126.2±14.1 129.6±15.0 130.8±14.8 133.0±15.0 137.8±12.0 .000 a, b<c, d<e

DBP (mmHg) 76.8±9.6 79.6±10.4 80.6±9.9 82.2±10.8 84.8±8.5 .000 a, b<c<d, e
Data shown as Mean±SD
bpm; beats per min,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ns; no significant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according to quintiles of resting heart rate

Resting heart rest
>60bpma

(n=368)
60～69bpmb

(n=557)
70～79bpmc

(n=366)
80～89bpmd

(n=155)
90bpm≤e

(n=60)
p post hoc

BMI (kg/m2) 23.9±3.1 24.4±2.9 24.3±2.8 24.6±3.2 25.0±2.7 .022 a<e

WC (cm) 82.8±7.3 83.6±7.0 84.4±7.0 85.2±7.5 85.3±7.5 .001 a<d, e

%body fat 22.9±4.6 23.5±4.5 23.8±4.4 24.6±4.3 24.9±4.4 .001 a, b<d, e

baPWV (cm/sec) 1291.5±146.1 1338.1±174.5 1354.0±179.9 1392.3±185.9 1436.4±179.4 .001 a, b<c<d, e
Data shown as Mean±SD
bpm; beats per min, BMI: body mass index, WC; waist circumference, baPWV; brachial-ankle pulse wave velocity

Table 2. Comparison of obesity index and baPWV according to level of resting heart rate

ANOVA)과 사후검증(post hoc)을 실시하였다. 안정시 

심박수와 비만 지표 및 동맥경직도 간의 관련성은 상

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을 실시하였다.

또한 안정시 심박수에 따른 비만과 동맥경직도의 

상대적 발생 위험도(odds ratio)를 산출하기 위하여 

비만은 체질량지수 25kg/m
2이상, 허리둘레 90cm이상 

및 체지방률 25%이상(Lee et al., 2007; WHO, 2000), 

그리고 높은 baPWV는 1,400cm/s이상(van Popele et 

al., 2000; Yamshina et al., 2003)으로 정의하여 로지

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통계

적 유의 수준(α)은 p<.05로 설정하였다.

결과

연구 상자의 신체  특성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정시 심박수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연령, 

신장, 체중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

안정시 심박수에 따른 비만 지표와 baPWV 

차이

<Table 2>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안정시 심박수에 

따른 비만 지표의 체질량지수는 >60bpm에서 

23.9±3.1kg/m2, 60～69bpm에서 24.4±2.9kg/m2, 70～

79bpm에서 24.3±2.8kg/m2, 80～89bpm에서 

24.6±3.2kg/m2, 90bpm≤에서 25.0±2.7kg/m2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허리둘레는 >60bpm에서 82.8±7.3cm, 60～69bpm에

서 83.6±7.0cm, 70～79bpm에서 84.4±7.0cm, 80～89 

bpm에서 85.2±7.5 cm, 90 bpm≤에서 85.3±7.5 cm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체지방률은 >60 bpm에서 22.9±4.6%, 60～69 bpm

에서 23.5±4.5%, 70～79 bpm에서 23.8±4.4%, 80～

89bpm에서 85.2±7.5%, 90bpm≤에서 24.9±4.4%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냈다(p<.001).

baPWV는 >60bpm에서 1291.5±146.1cm/s, 60～

69bpm에서 1338.1±174.5cm/s, 70～79bpm에서 

1354.0±179.9cm/s, 80～89bpm에서 1392.3±185.9cm/s, 

90bpm≤에서 1436.4±179.4cm/s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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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ing heart rate
Body mass index1)

Unadjusted OR (95% CI) p Adjusted OR (95% CI) p

>60 (bpm) 1.00 1.00

60～69 (bpm) 0.99 (0.75-1.30) .980 0.87 (0.65-1.16) .344

70～79 (bpm) 1.11 (0.82-1.48) 1.106 0.92 (0.67-1.27) .642

80～89 (bpm) 1.21 (0.82-1.76) 1.208 1.00 (0.66-1.51) .990

90≤ (bpm) 1.86 (1.07-3.22) 1.861 1.32 (0.73-2.40) .349

Resting heart rate
%body fat2)

Unadjusted OR (95% CI) p Adjusted OR (95% CI) p 

>60 (bpm) 1.00 1.00

60～69 (bpm) 1.03 (0.78-1.36) 1.038 0.94 (0.70-1.27) .722

70～79 (bpm) 1.14 (0.85-1.55) 1.149 1.01 (0.73-1.41) .925

80～89 (bpm) 1.56 (1.06-2.22) 1.563 1.38 (0.91-2.09) .165

90≤ (bpm) 1.66 (0.95-2.88) 1.660 1.16 (0.64-2.13) .617

Resting heart rate
Waist circumference3)

Unadjusted OR (95% CI) p Adjusted OR (95% CI) p 

>60 (bpm) 1.00 1.00

60～69 (bpm) 0.96 (0.69-1.34) .840 0.92 (0.64-1.32) .666

70～79 (bpm) 1.26 (0.88-1.79) .195 1.31 (0.88-1.93) .172

80～89 (bpm) 1.54 (0.99-2.39) .053 1.56 (0.96-2.52) .089

90≤ (bpm) 1.70 (0.72-2.59) .334 1.01 (0.48-2.11) .973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bpm; beats per min
1)
 Obesity was defined by 25 kg/m

2
 ≤ of body mass index

2)
 Obesity was defined by 25% ≤ of %body fat

3)
 Obesity was defined by 90 cm ≤ of waist circumference

Adjusted for age, exercise, smoking status, drinking intake, systolic blood pressure, diastolic blood pressure

Table 4. Odds ratio of having the obesity index according to level of resting heart rate

안정시 심박수와 비만 지표  baPWV 간 

련성

<Table 3>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안정시 심박수와 

체질량지수(.078, p=.01), 허리둘레(.124 p=.001), 체지방

율(.126, p=.001) 및 baPWV(.217, p=.001) 간 양적 상

관관계가 나타났다.

Variables
Resting heart rate

r p

Body mass index .078 .003

Waist circumference .124 .001

%body fat .126 .001

baPWV .217 .001
r; correlation coefficient
baPWV; brachial-ankle pulse wave velocity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of between resting heart 
rate, obesity index, and baPWV

안정시 심박수에 따른 비만 지표 교차비

<Table 4>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안정시 심박수에 

따른 비만 발생의 상대적 발생 위험도는 안정시 심박

수 60bpm이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심박수가 높아

질수록 모든 비만 지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안정시 심박수에 따른 동맥경직도 교차비

<Table 5>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안정시 심박수에 

따른 동맥경직도의 상대적 발생 위험도는 안정시 심박

수 60～69bpm에서 1.82(1.33-2.48), 70～79bpm에서 

2.03(1.45-2.84), 80～89bpm에서 2.79(1.85-4.20), 90bpm

≤에서 4.54(2.57-8.01)로 증가하였다(각각 p=.001).

또한 나이, 운동, 흡연, 음주,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체지방율, 수축기 혈압 및 이완기 혈압을 보정한 

것에서도 동맥경직도의 상대적 발생 위험도는 안정시 

심박수 60～69bpm에서 1.86(1.29-2.67), 70～79bpm에

서 2.20(1.48-3.27), 80～89bpm에서 2.32(1.42-3.78), 90 

bpm≤에서 3.21(1.68-6.30)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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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ing heart rate
brachial-ankle pulse wave velocity(baPWV)

Unadjusted OR (95% CI) p  Adjusted OR (95% CI) p 

>60 (bpm) 1.00 1.00

60～69 (bpm) 1.82 (1.33-2.48) .001 1.86 (1.29-2.67) .001

70～79 (bpm) 2.03 (1.45-2.84) .001 2.20 (1.48-3.27) .001

80～89 (bpm) 2.79 (1.85-4.20) .001 2.32 (1.42-3.78) .001

90≤ (bpm) 4.54 (2.57-8.01) .001 3.21 (1.68-6.30) .001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bpm; beats per min
Arterial stiffness was defined by 1400 cm/sec ≤ of baPWV
Adjusted for age, exercise, smoking status, drinking intake, body mass index, waist circumference, %body fat, blood pressure

Table 5. Odds ratio of having the arterial stiffness according to level of resting heart rate

각 p=.001).

논의

본 연구는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안정시 심박수와 

비만 지표 및 동맥경직도 간의 연관성에 대한 것이다. 

안정시 심박수는 5분위수(60bpm 미만, 60～69bpm, 

70～70bpm, 80～89bpm, 90bpm 이상)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 결과 안정시 심박수가 높을수록 비만 지표인 

체질량지수, 체지방률, 허리둘레 및 동맥경직도 표지

자인 baPWV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안정시 심박수와 비만 지표 및 동맥경직도 간에도 

의미있는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정

시 심박수에 따른 동맥경직도의 상대적 위험도가 높

게 나타났다.

안정시 심박수는 자율신경계 활성도를 나타내며 교

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

다. 하지만 높은 안정시 심박수는 교감신경 활성이 증

가하는 것을 대변해주는 지표이며 심박수 자체가 총 

사망률 및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Fox et al., 2007; Levine, 

1997; Mensink & Hoffmeister; 1997). 이외 여러 대규

모 전향적 연구에서도 안정시 심박수가 높을수록 제2

형 당뇨병과 대사증후군 등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illum, Makuc & Feldman, 1999; 

Park et al., 2015; Zhang & Zhang, 2009). 특히 이들 

질환은 비만과 매우 연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만은 인슐린저항성을 높여 교감신경 활성화 및 

심부하(cardiac workload)를 가중시켜 심혈관질환 발

생과 진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Romero-Corral et

al., 2006). 임상에서 흔히 이용되는 비만 지표는 체

질량지수, 체지방률 및 허리둘레 등으로 평가하고 있

다(Lee et al., 2007; WHO, 2000). 본 연구의 결과 안

정시 심박수가 높아질수록 비만 지표인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및 체지방률이 증가하였으며 안정시 심박수

와 간 연관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정시 

심박수에 따른 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가 증가된 기존 

연구들과 일치하고 있다(Itagi et al., 2014; Whelton et 

al., 2013). Shin(2015)의 연구에서도 성인 남성 14,252

명을 대상으로 안정시 심박수를 사분위수 기준

(56bpm 미만, 57～62bpm, 63～68bpm, 69bpm 이상)

으로 하였을 때 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에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으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 안정시 심박수에 따른 비만의 상대

적 위험은 모든 비만 지표에서 유의하지 않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심혈관질환의 연결고리가 되는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안정시 심박수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

다고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생각된다. 

동맥경직도는 혈관의 기능적 특성을 표현하며 교감

신경계의 과활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Failla et al., 1999). 동맥경직도 평가 지표로 

baPWV가 활용되고 있는데 여러 연구에서 baPWV의 

측정은 심혈관질환의 예방 및 예후를 파악하는데 유

용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Laurent et al., 2001; 

McLeod, Uren & Wilkinson, 2004). 본 연구의 결과 

안정시 심박수에 따른 baPWV가 유의하게 증가하며 

이들 변수 간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안정시 심박수는 동맥경직도를 증가시키는 것으

로 나타난 이전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Quan et al., 2014). 또한 본 연구에서 baPWV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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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질환을 예측하는 절단값(cut-off valve)의 경우 

van Popele et al.(2000), Yamshina et al.(2003)이 제

시한 1,400cm/s 이상으로 하여 살펴본 결과, 안정시 

심박수가 60bpm 미만보다 90bpm 이상일 때 동맥경

직도의 상대적 위험도가 3.21배로 나타났다. Park et 

al.(2010)의 연구에서도 성인 남, 여성 641명을 대상으

로 안정시 심박수를 4분위(56bpm 미만, 57～62bpm, 

63～68bpm, 69bpm 이상)로 구분하여 비교했을 때 안

정시 심박수가 56bpm 미만이 69bpm 이상일 때 동맥

경직도의 상대적 위험도가 3.66배 높게 나타났다. 이

러한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동맥경직도에 의한 

심혈관질환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안정시 심박수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 안정시 심박수가 심혈관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비만 지표와 동맥경직도 

간 연관성이 나타난 점과 안정시 심박수에 따른 동맥

경직도의 상대적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높은 안정시 심박수가 심혈관질환 발생의 

중점이 되는 비만과 동맥경직도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고 볼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안정시 심박수를 

낮추는 것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경감시키는 방안 

모색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특히 운동은 교감

신경 활성을 감소시키는 반면 부교감 신경 활성의 경

우 증진시켜 안정시 심박수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다

(Goldsmith, Bloomfield & Rosenwinkel, 2000). 즉 운

동은 심혈관질환의 보호효과로 유용한 중재전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신체 적합성도 고려하여 안정시 

심박수에 따른 비만과 동맥경직도에 대한 연구가 계속

적으로 검증되고 확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결론

본 연구에서 성인 남성의 안정시 심박수와 비만 지

표인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체지방률 및 동맥경직도 

간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정시 심

박수에 따른 동맥경직도의 상대적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인 남성의 높은 안정시 심

박수 수준은 동맥경직도를 증가시켜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안정시 심박수를 낮추는 것은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조절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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