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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rban thermal environment has been deteriorating these days due to global climate change 

and the occurrence of heat-related illness have emerged as the major social problems. This study 

is aimed to analyze the Heart rate variability (HRV) of human body based on the subject 

experiments in different urban thermal environments during summer. We measured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by PMV meter and thermal imaging camera. During the subject 

experiments, the measured R-R interval data by heart rate sensor (Polar H10) in two-minute 

interval were used for the analysis of HRV. LF/HF ratio was used for the HRV evaluation. Two 

subjects were tested in different environment conditions during summer. We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urban thermal environment and HRV of human body. Statistically 

F-test and T-test were performed at 95% of the confidence intervals to see if the comparison of 

the data is significant. Given the differences between indoor and outdoor thermal environment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HRV values . The variable tha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outdoor environment seems to be the sensitivity of the subject individual to 

environmental chang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irect solar incidence to persons or 

variation in the pavement material was not significant within a limited range of outdoor 

environmental conditions (2≦PMV≦3).

주요어 : 심박 변이도, 피험자 실험, 도심지 온열환경, 열쾌적, 온열질환

Keywords: Heart rate variablity, Subject experiment, Urban thermal environment, Thermal 
comfort, Heat-related illness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여름철 폭염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약자나 어린이, 여성, 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온열질환이 발생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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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an et al., 2013; Madaniyaz, 2016). 국내에서도 이례적인 폭염현상이 나타난 2018년에는 

4,526명의 온열질환자가 집계되었으며, 그 중 48명의 사망자가 나타났다. 2019년에도 

1,841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여 2011년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

를 보이고 있다(질병관리본부, 2020). 정부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해 다양한 정책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피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국내 연구(이수미 외, 2019)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도시 열환경이 악화되면서 대도

시에서 온열질환자의 발생이 증가되고 있으며, 도로 면적이 넓은 지역에서 온열질환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로면적 비율과 녹지면적 비율이 온열질환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밝히고 있다. 기존 연구(Shin, 2015)에 따르면, 열환경 측면에서 주변 환경온도는 인체의 

건강 및 쾌적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심혈관계통의 생리적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Wilson and Crandall, 2011). 심장 박동과 관련된 심박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 

HRV)는 인체 온열 쾌적 및 건강 상태를 예측하는데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Carrillo et al., 

2016). HRV는 심박수의 박동간 변동 특성을 통계적인 지표로 나타낸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체온조절 중추와 관련되어 심혈관계 기능을 조정하는 교감신경(Sympathetic nervous system, 

SNS)과 부교감신경(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s, PNS)의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병문과 노규정, 2004). 본 연구는 여름철 도심지 내에서의 다양한 실내외 환경

조건에서 각종 객관적 인자(MRT, PMV, WBGT, 피부온도)와 인체의 HRV 변화 특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HRV가 실내외 온열환경을 평가하는 열쾌적 지표로 쓰일 수 있는가를 검

토하였으며, 나아가 도심지 온열환경 연구 분야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실험 계획

실험 조건

기본적으로 인체 열교환 모델 또는 인체 열평형 모델에 따라 인체 온열환경 쾌적지표가 다양

하게 고려되고 있다. 인체의 열쾌적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인자로는 기온, 상대습도, 기류속

도, 평균복사온도가 있다. 일반적으로 도심지 온열환경을 평가함에 있어서 WBGT (Wet-Bulb 

Globe Temperature), PMV (Predicted Mean Vote), UTCI (Universal Thermal Climate 

Index), PET (Physiological Equivalent Temperature), 체감온도(Apparent Temperature) 등이 

온열환경 쾌적지표로서 제안되어 활용되고 있다. WBGT는 ISO 7243에서 건구온도와 습구

온도, 흑구온도를 이용하여 폭염으로 인한 온열환경문제를 평가하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다. 

PMV는 건구온도, 상대습도, 기류속도, 평균복사온도, 착의량이나 활동량과 같은 여러가지 

물리적, 개인적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변수로서 실내외 온열환경 평가에 활용되고 있다. 

Figure 1과 같이 인체가 느끼는 온열 쾌적감은 도심지 내 건물이나 공간 특성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다. 실내외 환경에서 직달일사 조건이 인체 온열 쾌적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바닥마감재의 종류에 따라서도 주변공간의 평균복사온도 조건이 달라짐으로써 환경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Figure 2와 같이 여름철 다양한 실내외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실내 냉방 조건, 일사 영향 및 바닥 마감재의 영향을 고려하여 5가지의 환경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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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피험자 실험을 진행하였다. Table 1과 같이 기본적으로 일사 영향이 없고 냉방장치가 작동

되는 실내 환경 조건(Case1)에서 실험을 진행하고, 실외 화강석 바닥마감재가 설치된 곳

(Case2, Case3)과 아스팔트 포장된 곳(Case4, Case5)에서 피험자 실험을 진행했다. 피험자

가 직달일사에 직접 노출되는 조건(Case3, Case4)과 오버행과 나무와 같이 차양장치에 의해 

음영이 발생하는 조건(Case2, Case5)으로 구분하였다.

Figure 1. Different urban environment conditions

Table 1. Experimental cases of urban environment conditions 

Urban environment conditions Cooling
Solar radiation
(or shading)

Floor finishing
(or pavement)

Indoor environment Case 1 Yes - PVC tile

Outdoor environment

Case 2 No Overhang Granite

Case 3 No None Granite

Case 4 No None Asphalt

Case 5 No Tree Asphalt

실험 프로토콜

본 연구에서는 Table 2와 같이 건강한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피험자 실험을 진행하였다. 

피험자 1(Subject#1)은 저체중 조건이고, 피험자 2(Subject#2)는 정상체중 조건이다. 실험기

간동안 2명의 피험자는 반바지와 반팔티를 착용한 상태(0.5 clo)를 유지하였고, Figure 2와 

같이 실내에서 대기하다가 순차적으로 각각의 실험 장소로 이동한 후, 20분간 앉은 상태(1.0 

met)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Table 2. Subject details

Category Subject #1 Subject #2

Age 22 21

Gender Female Female

Height 155 161

Weight 40 53

BMI 16.6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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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xperimental protocol timeline

실험 방법

피험자 실험 과정에서 각 Case별 실내외 공간의 온열쾌적 조건을 분석하기 위해 PMV 

meter를 설치하여 공기온도, 상대습도, 기류속도, 평균복사온도를 측정하였으며, 착의량과 활

동량은 각각 0.5 clo, 1.0 met로 가정하였다. 또한 실험과정 중에 피험자 피부온도 및 주변 구조

물의 표면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하였다. 피험자의 HRV지표를 산출하기 

위해 Polar H10 심박센서를 이용하여 심전도(ECG) 데이터의 R-R 간격(R-R interval)을 측정

하였다. 피험자는 각 실험장소에서 본실험을 진행하기 이전에 실내에서 심박센서를 착용한 

후 10분간 대기하면서 안정화 시간을 지속하였으며, 실내외 실험 장소로 이동한 후 20분간 

의자에 앉은 상태로 R-R간격 데이터를 측정하고, 다시 실내로 이동하여 휴식 시간을 가졌다. 

일반적으로 심박센서에서 측정되는 심전도(ECG) 데이터는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ECG 데이터에 기반한 HRV는 시간에 따른 ECG 데이터의 파형을 분석하는 것으로

서 시간 영역 분석과 주파수 영역 분석 방법을 통해 적용된다. 주파수 분석 방법은 파장대별

로 VLF(초저주파대역), LF(저주파 대역), HF(고주파 대역)로 구분하고, 그 중 저주파 대역에 

대한 고주파 대역의 비로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 신경계 사이의 전반적 균형을 정량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온열쾌적 및 건강을 평가하는 지표로 LF/HF 값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심박센서에서 측정한 R-R 간격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파수계열 분석을 하여 LF/HF 

값을 도출하였다. 심박센서에서 측정된 R-R 간격 데이터는 기존 연구(Tarvainen et al., 2014)

에서 검증된 Kubio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주파수 분석 중 하나인 LF/HF ratio (a ratio of 

Low Frequency to High Frequency) 변수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본실험 진행시간(20분)동

안 실내외 실험 장소에서 측정된 R-R간격 데이터를 2분 간격으로 나누어 총 10개의 LF/HF 

ratio 데이터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토의

온열 환경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실내외 각 Case별로 실온, 상대습도, 평균복사온도, 기류속도, PMV를 측정

하여 분석하였다. Table 3과 같이 실내 냉방 조건에서는 천장형 EHP가 설치된 공간에서 실내 

설정온도를 24℃로 설정하여 운전함으로써, 실온이 23.4±0.63℃, 상대습도가 65.3±2.82%, 

평균복사온도는 24.6±0.33℃, 기류속도가 0.14±0.12 m/s로 유지되었으며, 전반적인 쾌적지

표로서 PMV가 평균 –0.7 (Slightly cool)로 나타났다. 반면 실외에서는 외기온이 30℃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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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지되면서 실내 조건과 비교하여 대략 6~7℃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외 상

대습도의 경우, case 3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50~65%의 범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만, 실외에서 직달일사 및 지면(바닥표면)에서의 복사열의 영향으로 인해 평균복사온도는 

대략 10℃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실내와 비교하여 최대 16.5℃까지 큰 차이가 나타났다. 실외

에서 직달일사를 피해 건물이나 나무 밑의 그늘진 곳에서 측정한 경우, 평균복사온도가 31.

5℃내외로 나타났으며, 화강석 바닥마감인 경우(Case 3)과 아스팔트 바닥마감인 경우(Case 

4)를 비교하면 평균복사온도가 각각 평균 35.9℃, 41.1℃로서 그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기류속도의 경우, 실내에서는 천장형 EHP의 운전 조건에 따라 0.14±0.12 m/s로 변동하였으

며, 실외에서는 평균 0.03~0.12 m/s로 외부 풍속이 변동되었다. 실외 그늘진 곳에서는 PMV 

지표가 평균 2(warm)로 나타났으며, 직달일사에 직접 노출된 조건에서는 평균 3(hot)내외로 

나타났다. WBGT의 경우, 식 (1)과 같이 Yaglou가 제안한 건구온도, 습구온도, 흑구온도의 

가중평균함수로 산출하였다. Table 3과 같이 WBGT의 평균이 실내 조건(Case 1)에서는 

20.4℃, 실외 그늘진 곳에서는 각각 24.6℃, 25.8℃로 나타났다. 다만, 직달일사에 노출된 경

우(Case 3, Case 4)에는 외기 습도가 63%인 Case 3에서는 WBGT의 평균이 27.0℃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외기 습도가 35.7%로 다소 낮은 경우에는 습구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25.1℃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1)

여기서, 

는 습구온도, 


는 흑구온도, 그리고 


는 건구온도이다. 

Table 3. Thermal environmental conditions

Category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Avg SD Avg SD Avg SD Avg SD Avg SD

Temperature (℃) 23.4 0.63 29.4 0.35 30.4 0.63 32.1 0.94 29.7 0.67

Relative Humidity (%) 65.3 2.82 63.4 0.74 63.0 1.62 35.7 1.5 51.9 4.75

Mean radiant temperature (℃) 24.6 0.33 31.7 0.61 35.9 1.16 41.1 1.53 31.5 0.46

Air velocity (m/s) 0.14 0.12 0.06 0.03 0.17 0.07 0.12 0.07 0.03 0.02

PMV -0.7 0.28 2.07 0.19 2.97 0.1 3.00 0.1 1.92 0.17

WBGT 20.4 0.31 25.8 0.34 27.0 0.66 25.1 0.84 24.6 0.47

인체의 피부온도 특성

본 연구에서는 Figure 3과 같이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실내외 환경조건에서 

피험자의 피부온도 특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Table 4와 같이 신체 부위별로 머리정수리(hair)

와 이마(forehead), 팔(arm), 복부(abdomen), 허벅지(thigh), 종아리(shin) 부분의 피부온도

를 비교 분석하였다. 실내 환경 조건에서 측정한 실험(Case 1)에서 살펴보면, 각각 피험자 1

과 피험자 2의 신체 부위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피험자 1은 하체 부위의 피부온도가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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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높게 나타났으며, 피험자2는 손과 얼굴 부위의 피부온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실

외 환경조건에서는 직달일사에 노출여부에 따라서 머리정수리, 팔, 복부, 허벅지 등의 피부온

도가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다. 특히 직달일사에 노출되는 경우, 머리정수리 부분의 온도

는 최대 20℃까지 상승함으로써 열적 스트레스를 크게 받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복부의 온

도도 최대 10℃까지 상승하고 있다. 

온열환경 조건에 따른 HRV 값의 상관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실내외 환경조건에서 피험자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내 및 실외 환경 조건

에서 인체의 HRV 지표(LF/HF ratio)가 영향을 받는지, 실외에서 직달일사의 영향과 바닥마

감재의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내외 환경조건 변화에 따라 LF/HF ratio에 영

향을 미치는지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검정과 T-검정을 실

시하였다. F-검정을 실시하여 등분산과 이분산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각 분산 조건에 따라 

신뢰구간 95%에서 T-검정을 실시하여 측정 결과의 차이에 있어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각각 비교되는 환경조건에 따라 피험자들 간의 LF/HF ratio의 비교가 유의미한지를 신뢰구

간 95%에서 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피험자 별로 환경조건의 변화에 대한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 우선 실내외 조건별, 외부환경 음영 여부 및 바닥마감재의 종류별로 통계 분석을 

수행하고, 피험자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Figure 4와 같이 각 실험 조건에서 피험자별 LF/HF ratio 특성을 살펴보면, 피험자 모두 실

내에서는 다소 낮은 값을 보이지만, 외부 온열환경이 더운 조건에 가까워질수록 값이 커지고 

변동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험자2에 비해 피험자1은 실내환경 조건에서 LF/HF ratio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피험자2는 실내에서는 LF/HF ratio 변동이 크지 않지만, 실

외 조건에서는 LF/HF ratio 변동이 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피험자 모두 화강석 바닥마

감재가 깔린 공간에서 피험자에게 직달일사의 노출여부에 있어서는 LF/HF ratio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피험자별로 실내 냉방 조건(Case 1)과 서로 다른 실외 환

경조건(Case 2~Case5)에서의 LF/HF ratio 데이터 값을 비교하기 위해 T-검정을 진행한 결

과, Table 5와 같이 피험자 1은 아스팔트 보도마감인 경우에만 P-value가 0.05이하로 나타나 

냉방이 되는 실내환경 조건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피험자2

는 모든 조건에서 P-value가 0.05이하로 나타나 냉방이 되는 실내환경 조건과 비교하여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바닥마감재(아스팔트, 화강석)가 동일한 조건에서 각 피

험자별로 직달일사에 노출된 경우와 그늘진 곳에 노출된 경우 LF/HF ratio 데이터 값을 비교

하기 위해 T-검정을 진행한 결과, Table 6과 같이 모든 피험자들이 바닥마감재의 조건에 상관

없이 P-value가 0.05보다 크게 나타남으로써 실외 환경에서 직달일사에 노출 여부에 따른 유

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앞서 PMV meter의 측정 결과를 보면, 직달일사가 유입되

지 않는 곳에서는 PMV값이 2 (warm)정도의 값을 갖지만, 직달일사에 직접 노출되는 곳에서

는 PMV값이 3 (hot)내외로 나타났다. 즉, 도심지에서 외부공간의 온열환경은 음영 여부에 따

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무더운 외부 환경조건에서는 HRV값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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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의미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인체가 고온 환경에서 장시간 

노출된 경우, 피부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땀을 흘리는 등 생리적 반응으로 열

을 발산시켜 체온을 조절하는데, 이와 연관되어 HRV값이 점진적으로 변동된다. 본 연구에서

는 건강한 성인여자를 대상으로 피험자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외 환경 조건에 20분 정도 노

출한 경우의 HRV변동을 분석하였다. 즉 실외의 더운 환경조건에서 신체가 정상적인 생리적 

반응을 하는 경우, HRV 변동을 커지는 예상할 수 있으나, PMV값이 3이하의 범위에서는 

PMV지표와 직접적인 상관성을 가지고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PMV값이 3이상으로 실외의 과도한 고온환경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인체의 

체온조절기능에 이상이 생겨 열사병 등의 고온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영유아, 노인 

및 만성 질환자들이 폭염 조건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HRV 변동이 훨씬 크게 나타날 것이다

(Markov et al., 2016). 이 경우에는 정상적인 HRV 변동특성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나

타낼 수 있을 것이다(Soares-Miranda et al., 2014). 향후 폭염으로 인한 극한 더위 조건에서 

피험자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각각 실내외 환경조건에서 피험자간 HRV 변동의 차이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T-검정을 진

행한 결과, Table 7과 같이 냉방이 되는 실내 환경 조건(Case 1)에는 P-value가 0.05보다 작게 

나타나 그 차이가 유의미함을 알 수 있었으나, 외부환경 조건(Case 2~Case 5)에서는 P-value

가 0.05보다 크게 나타나 피험자간 HRV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적당한 쾌

적조건(moderate thermal environment)이 충족되는 실내 온열환경조건과 달리 폭염과 같은 

외부 온열 환경조건에서는 피험자의 개별적인 온열 조절 중추의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인체

의 생리적 반응인 HRV 변동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이겨레와 임재한, 

2019; Min and Shin, 2015). 향후 여름철 장기적인 폭염 조건에서 피험자실험을 통해 HRV값

의 변화 특성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도심지 온열 환경 조건에서 인체의 생리적 반응 및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MRT를 독립변수로 하여 피험자별로 LF/HF ratio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Figure 5와 

같이 비례적으로 선형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주변환경의 

MRT가 높을 수록 LF/HF ratio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Thorsson et al., 2014)

에서도 도심의 실외 환경에서 직달일사에 노출되는 경우, 주변의 복사온도가 높아짐으로써 

인체에서의 심장박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한 건강위험도가 높이질 것으로 나타나 주변 

온열환경 조건과 관련되어 HRV와의 상관성을 평가하기 위한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것이다. 도심지 온열환경평가에서 활용되는 WBGT를 독립변수로 하여 피험자별로 

LF/HF ratio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실내 조건과 비교하여 WBGT가 상대적으로 높은 실

외 조건에서는 LF/HF가 높게 나타났다. 향후 피험자 수를 늘려서 연구를 지속함으로써, 

MRT, WBGT, HRV의 상관 관계를 도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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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ure 3. Thermographic images of each cases; (a) Case 1 (Subject #1, Indoor experiment 

with cooling conditions), (b) Case 1 (Subject #2, Indoor experiment with cooling conditions), 

(c) Case 2 (Outdoor experiment around the building without direct sun exposure), (d) Case 3 

(Outdoor experiment around the building with direct sun exposure), (e) Case 4 (Outdoor 

experiment around the road with direct sun exposure), (f) Case 5 (Outdoor experiment 

around the road without direct sun exposure)

Table 4. Skin surface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each cases (℃)

Skin 

Surface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Sub. #1 Sub. #2 Sub. #1 Sub. #2 Sub. #1 Sub. #2 Sub. #1 Sub. #2 Sub. #1 Sub. #2

Hair 30.4 28.7 34.6 34.2 50.2 45.7 46.2 42.2 37.9 36.8

Forehead 32.3 34.5 32.7 36.2 36.7 36.8 37.5 37.4 34.4 33.1

Arm 32.8 34.7 35.4 36.8 37.0 37.4 37.8 39.9 36.4 37.2

Abdomen 31.1 30.4 35.0 34.1 41.3 41.6 42.3 42.1 34.3 35.7

Thigh 32.7 31.7 35.1 37.1 36.6 36.7 38.5 38.9 36.1 36.7

Shin 34.5 33.8 35.6 36.5 37.4 36.7 37.3 38.1 35.8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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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4. Experimental results of LF/HF ratio for each cases; (a) Subject #1, (b) Subject #2

Table 5. Analysis of significance between indoor and outdoor conditions for each subjects

Comparative cases P value 

Subject #1

Case 1 vs. Case 2 0.144166

Case 1 vs. Case 3 0.093991

Case 1 vs. Case 4 0.006304

Case 1 vs. Case 5 0.039236

Subject #2

Case 1 vs. Case 2 0.002563

Case 1 vs. Case 3 0.001809

Case 1 vs. Case 4 0.000380

Case 1 vs. Case 5 0.000431

Table 6. Analysis of significance between different solar incidence conditions to subjects

Comparative cases P value 

Subject #1
Case 2 vs. Case 3 0.484798

Case 4 vs. Case 5 0.455981

Subject #2
Case 2 vs. Case 3 0.481223

Case 4 vs. Case 5 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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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nalysis of significance between subjects

Cases P value of Subject #1 & subject #2

Case 1 0.002094

Case 2 0.201858

Case 3 0.199732

Case 4 0.146095

Case 5 0.410508

(a) 

(b) 

Figure 5. Relationship between LF/HF ratio and mean radiant temperature (MRT) for each 

cases; (a) Subject #1, (b) Subject #2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 내에서의 여름철 실내외 환경조건에서 인체의 HRV 변화 특성을 분

석함으로써, 도심지 실내외 온열환경조건에 따라 HRV값의 차이가 나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피험자 실험을 통해 여름철 냉방조건에서의 실내 환경과 실외 환경조건에서는 인체

에서 측정되는 HRV 값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PMV값이 3이



Analysis of Heart Rate Variability of Human Body based on the Subject Experiments in Different Urban Thermal Environments during Summer

562 ∙ Journal of KIAEBS Vol. 14, No. 5, 2020

하인 실외 조건에서 직달일사에 노출 여부는 HRV값의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고는 할 수 없었다. 피험자별로 온열환경에 대한 신체적 반응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도심지 내에서 극한 온열 환경에 노출될 때 사람마다 반응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냉방 운전

되는 실내 환경조건에서는 피험자별 HRV 값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PMV값이 3 

(hot)과 2 (warm)인 실외 온열 환경조건에서는 개인별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MRT를 독립변수로 하여 피험자별로 LF/HF ratio와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선형 회귀식을 제

시하였으며, MRT가 높을 수록 LF/HF ratio가 증가함으로써, 도심의 실외 환경에서 직달일

사에 노출되는 경우, 주변의 복사온도가 높아짐으로써 인체에서의 심장박동에 영향을 미침

을 알 수 있었다. 향후 피험자수를 증가하여 주변 온열환경 조건과 관련되어 HRV와의 상관

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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