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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Sleep disorders are relatively common occurrence after traumatic brain injury. Sleep disturbances often resulted in difficulties in 

sleep onset and sleep maintenance, nonrestorative after sleep, poor daytime performances and poor individual sense of well-

being. Unfortunately, there has been minimal attention paid to this common and disabling sequela of brain injury. Better under-

tanding about problem, pathophysiology and treatment of sleep disorder after traumatic brain injury will improve the cognitive 

function, social adjustment and rehabilitation for injured patients. Also it may be helpful to reduce traumatic brain injury in 

patients with sleep apnea. Sleep Medicine and Psychophysiology 1999；；；；6((((2))))：：：：9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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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필자의 임상 경험에 의하면 외상성 뇌손상 환자들은 외상의 

정도와 관계없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는 등의 불면증을 흔

히 호소하며, 이외에도 종종 주간(daytime)의 졸리움(drow-

siness)등 수면-각성 일정의 이상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들 

외상성 뇌손상 환자들의 수면장애 증상을 치료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은 야간의 불면증 호소가 우울증은 물론 주간의 주의(at-

tention)와 각성(wake) 상태의 문제와 흔히 동반되어 나타난

다는 점이고, 이 같은 불편은 시간이 가면서 점차 변한다는 점

이다. 여기서는 비교적 흔한 증상이지만 그냥 지나쳐 버릴 수

도 있는 외상성 뇌손상과 수면장애에 대해 정리해보기로 한다. 

 

본     론 
 

1. 외상성 뇌손상 후의 수면장애 

 

1) 발생 빈도와 양상 

수면장애는 뇌손상 후 환자들이 비교적 흔히 호소하는 증

상으로, 이로 인해 주간의 직업적 수행기능 또는 사회적응에 

장애가 생김은 물론 개인의 다행감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

친다. 

보고에 의하면 경도 뇌손상 환자에서의 수면장애 거의 대

부분은 사고 24시간 이내에 발생하며(1), 밤중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후기 불면증, terminal insomnia), 수

면의 질이 좋지 않고, 아침에 잘 깨어나지 못한다고 호소한다. 

외상 후 의식소실의 시간이 길수록 일찍 잠자리에 드는 반면 

늦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후의 연구(2)에서는 외상성 뇌

손상 환자 중 82%에선 수면유지에 어려움이, 70%는 수면 후

에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으며, 65%에선 입면(sleep onset)

의 어려움이, 53%는 코골음이, 50%는 주간에 피로가, 47%

에선 주간 졸리움 증상이 있다 하였다. 두 연구에서 공통적으

로 뇌손상 후엔 잠자는 도중 자주 깨고 자고 난 후에도 개운

치 않았으며 입면장애, 주간 피로, 과도한 주간 졸리움 등이 

있다고 하였다. 

또 다른 보고(3)에 의하면 뇌손상 후 재활병동에 입원한 환

자들 중 절반 가량이 수면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는데, 환자의 

64%는 너무 일찍 깬다고 하였으나, 25%는 사고 전보다 오히

려 수면시간이 늘었으며, 45%는 잠드는데 문제가 있다 하였

다. 수면에 문제가 있다고 한 환자의 80%는 주간에 피로감

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뇌손상이 심할수록 수면장애가 생길 

가능성은 줄어들었으며 수면문제가 있는 경우 피로감이 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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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여자에서 수면문제가 더 흔히 발생하였다. 

외상성 뇌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 같은 연구들은 머리 

이외의 다른 신체부위의 손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조군이 

없는 단점이 있다. 정형외과 환자를 대조군으로 하여 뇌손상 

환자(만성 뇌진탕후 증후군)의 수면장애 여부를 비교해 본 

연구(4)에서도 뇌손상 환자에서 입면시간이 길었고(36.6분：

20.0분), 수면시간이 짧았으며(5.9시간：6.4시간), 부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낮잠을 자는 등 주간 졸리움이 있었으며 자

주 깨고 일찍 일어나는 편이었다. 

외상성 뇌손상 환자에서의 수면장애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다

소 양상이 변한다. 뇌손상 후 3개월 정도의 입원환자와 2~3

년 후의 퇴원환자를 비교해 보면(5) 외상성 뇌손상으로 입원

중인 환자의 73%에서 수면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으며, 이들 

중 82%는 입면과 유지(maintenance)에 어려움이 있다 하였

다. 반면 퇴원환자의 52%가 주간 졸리움을 주로 보고한 바 있

으나 수면 리듬이 변했다고 하는 환자는 아주 적었다. 수면과 

관련된 호소는 환자의 나이나 혼수의 기간과는 무관하지만 남

자보다는 여자가 더 불편을 호소하는 편이었으며, 입원환자에

선 일상생활의 타인 의존도와 실어증과 관련이 있었다. 외래환

자의 경우엔 수면장애가 있을수록 직업적응에 어려움과 행동

문제도 흔한 편이었다. 또한 의사소통과 인지기능의 이상, 우

울증상과 불안도 이들에서 심했다. 이런 수면장애를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만성화하고 과도한 주간 졸리움 장애로 발전

할 수 있다. 때문에 조기에 수면장애를 진단하여 치료하는 것

이 재활과정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앞서도 언급되었다시피 만성 뇌손상 환자들은 주간 졸리움 

증상을 많이 호소하였는데, 여러 자료를 검토해 보면 이들 환

자들에선 수면 무호흡증 같은 수면중 호흡문제나 비특이적 뇌

증후군 같은 다른 문제가 적어도 하나 이상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외상성 뇌손상 후 과도한 주간 졸리움으로 의뢰되었던 20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바(6)에 의하면 이중 8명에선 

혼합형의 수면무호흡증으로 분절(fragmented) 수면을 하고 

있었고, 5명은 수면과 관련된 다른 호흡의 문제가 있었으며, 

9명은 호흡과 무관한 주간 졸리움 증상이 있었다. 혼수를 경

험하거나, 24시간 이내의 의식소실, 의식소실이 없었던 환자 

등 세 집단을 비교해 본 결과 주간의 과도한 졸리움은 뇌손상

의 중증도와 관련이 있었으나 기면증(narcolepsy)을 시사하

는 검사결과는 하나도 없었다. 반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증거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경추부 골절은 하나도 

없었으나 절반 정도는 편타성 손상(whiplash injury)을 경험

한 환자여서, 이것이 수면 무호흡증 발생의 한 원인이라 추측

할 수 있다. 

주간 졸리움이 수면중 호흡문제에 의해 생기는 외에도 다

른 일단의 환자들에선 비특이적인 증상이라 할 수 있다. 이

런 주관적인 졸림 증상은 외상의 중증도, 혼수의 기간과도 관

련있는 것으로 보아 잠을 안자는 상태에서 주의 유지에 필요

한 각성기전의 이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도 있다. 

 

2) 수면장애의 기전과 검사소견 

수면에 관련된 뇌 조직으로는 (1) 각성은 뇌간(brain stem)

의 간뇌성(diencephalic) 상향망상체 활성화계(ascending 

reticular activating system)에 의해, (2) non-REM 수면은 전

뇌(forebrain)와 뇌교(pontine) 핵에 의해, (3) REM 수면은 뇌

교 핵의 특정부위에서, (4) 수면일정은 상교차(上交叉, sup-

rachiasmatic) 핵에 의해 조정된다(7). 외상성 뇌손상에 의

해 이들 부위에 손상을 당하는 경우 기능상실과 관련된 증상

이 나타날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수면-각성 일정(sche-

dule)의 장애는 뇌간·대뇌피질·뇌교에 손상이 있는 경우 생

길 수 있다. 하지만 뇌손상, 특히 중증의 손상에선 수면장애

를 일으키는 하나만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또

한 뇌좌상이 흔히 발생하는 부위인 전두엽과 측두엽 피질의 

손상만으론 수면장애를 설명할 수 없다. 

외상성 뇌손상 환자들에서 수면문제가 빈발하는 원인으로

는 첫째, 뇌손상 후 흔히 생기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수면

장애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고, 뇌손상 환자들이 다른 신

체부위의 손상환자들처럼 오랜 기간 침대에 누워있을 것이기 

때문에 입면과 유지에 문제가 지속되는 등 수면장애를 일으

킬 수 있으며, 마지막으론, 검사에서 이상을 찾을 수는 없으

나 경도의 손상이라 하더라도 수면과 각성에 관련된 뇌 구조

가 미세한 손상을 받았을 가능성 등이다(4). 

 

(1)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수면구조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혼수에서 깨어나면서 와해되었던 

뇌기능은 점차 구조화된 주기적 활동을 회복하게 되는데, 인

지장애가 수면뇌파의 이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수면뇌파의 

이상이 빨리 정상화되면 인지기능도 신속히 회복된다(8). 그

러나 REM 수면의 정상화와 인지기능의 회복은 별 관련은 없

다. 혼수상태에서 수면다원검사를 해 보아서 정상수면의 소

견이 많이 나타나면 예후는 좋은 편이라 할 수 있다(9). 

중증 뇌손상 환자의 수면은 수면시간이 짧고, 일반인에 비

해 1기 수면이 적고, 수면도중 자주 깨며, 수면 중의 극(sh-

arp)파, 서파, 수면 방추파(spindle), K-복합체가 감소하며, 

수면뇌파가 단순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 REM 수면은 비

교적 안정적이라서 뇌손상으로 없어지지 않으나 REM 수면

의 활동성이 감소하여 REM 수면중의 꿈과 정상적 안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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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줄어든다(10,11). 수면시간의 단축, 자주 깨는 등의 양적 

변화보다는 수면 방추의 소멸이나 REM 수면의 변화 같은 수

면의 질적 변화가 있는 경우 예후가 더 나쁘다. 자다 깨는 시

간은 뇌손상 부위가 아래(caudal) 부분일수록, 혼수 기간이 

길수록 심한 경향이었다(12). 

뇌손상이 심할수록 수면장애가 흔하다는 보고(5)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보고(3)도 있으며, 수면상태의 호전은 국

소 뇌손상보다는 뇌손상 후의 정보처리과정의 속도의 개선

과 연관되어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낮에 활동하지 않으면 자

주 조는 등의 주간의 졸리움 증상은 주의 유지에 필요한 각성

기전의 장애 때문이며 야간의 수면장애는 수면-각성 주기와 

관련된 수면과 관련된 뇌 체계의 손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외상성 뇌손상 후의 수면 무호흡증 

Guilleminault등(6)은 주간 졸리움 증상의 흔한 원인은 수

면무호흡증이며, 이중 30%는 뇌외상 후에 코골음이 시작되

었고, 편타성 손상에서 주로 발생한다 하였다. 이들에서 폐쇄

성 무호흡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경추부 골절 등이 없었으며 전

부는 아니지만 흥미롭게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별 치료가 없

었어도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증상이 호전되었다. 

연구에 의하면 연수 부위의 외상·경색으로 수면 무호흡 증

상이 생기는 것으로 미루어 수면과 상기도 호흡중추와 밀접

한 부위인 외측 연수의 장애가 수면 무호흡증 발생과 관련이 

있다 하겠다(13,14). 

 

(3) 외상성 뇌손상 후의 기면증 

경도 또는 중등도의 외상성 뇌손상 후 두드러지는 대뇌의 

이상 없이도 전형적인 기면증이 발생한다고 보고되었다. 박성

근 등(15)은 HLA-DR2에 음성반응으로 나타나 원발성 기

면증이 아닌 경우에서 기면증이 생겼다고 보고하였으나, 9명

의 이차적 기면증을 보고한 연구(16)에서는 박성근 등(15)

의 보고처럼 아무런 유전적 이상이 없었던 환자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으나 HLA-DR2에 3명, DR4에 2명, 

DQW1에 1명이 양성 반응을 보여 뇌손상이 외상 전에는 무

증상 상태였던 환자의 증상발현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3) 외상성 뇌손상 후 수면장애의 치료 

앞에서 기술하였다시피 뇌손상 환자 대부분은 밤중에 수면

장애를 경험하며 주간에는 각성상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 환자의 수면장애에 대해 진료를 의뢰받는 경우엔 적절

하게 수면장애를 치료함으로서 수면의 불편을 해소시켜줌은 

물론 주간의 인지기능도 향상시킨다는 점을 알고있을 필요가 

있다. 

외상성 뇌손상 후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는 것이 좋다(9). 

첫째, 우선 24시간 동안 환자의 수면장애, 수행기능 및 각

성 수준을 정확히 파악한다. 입원환자인 경우엔 간호기록에서 

야간의 활동과 주간의 기능 정도를 확인한다. 의무기록과 가족 

면담을 통해 환자가 자주 낮잠을 자는지, 주간활동 도중 잠들

어버리는지 알 수 있다. 그 결과 수면장애 외에도 주간의 기능

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현재 환자가 복용중인 약물을 검토하도록 한다. 외상

성 뇌손상 환자는 흔히 진정작용이 있는 항경련제를 복용하

고 있기 때문에 잠자기 전 약을 복용한다던지, 주간의 약물을 

줄이는 등 약물 복용시간과 방법을 조절하면 약물의 부작용

을 어느 정도는 경감시킬 수 있다. 

셋째, 낮잠을 금지하고 규칙적인 수면습관을 갖도록 권유하

는 등의 기본적인 수면위생 교육도 아주 효과적이다. 외상성 

뇌손상 환자들에선 저하된 각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자가치

료로 각성효과가 있는 카페인 함유 음료나 흡연량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잠자기 전에 카페인 함유 음료를 마시거나 흡

연은 삼가토록 한다. 

넷째,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하여 REM 잠복기, 수면의 효율

(efficiency) 등 여러 수면지표를 확인토록 한다. 외상성 뇌

손상 후 과도한 주간의 졸리움을 호소하면 수면무호흡증 여

부를 확인토록 한다. 수면다원검사 이외에 평균 수면 잠복기 

검사(mean sleep latency test)가 주간 졸리움의 정도를 말

해주는 객관적 지표를 제공한다. 

다섯째, 뇌손상 환자 중 많은 경우에서 수면장애는 물론 주

간의 주의결핍증 또는 각성의 저하도 있기 때문에 정신자극제

(psychostimulant)로 주의결핍을 치료하면 수면장애도 호

전된다. 하지만 자극제는 주간에만 투여해야 하며 통상 용량

은 methylphenidate의 경우 체중(kg)당 하루 0.6 mg을 나

누어 투여한다. 뇌손상 후 기면증의 치료에도 카페인보다는 

methylphenidate가 더 효과적이라는 보고도 있다(17). 

여섯째, 수면장애가 여러 검사 또는 문진에서 특이한 이상

을 찾을 수 없는 비특이적 증상이거나 위에서의 치료방법이 

효과가 없으면 benzodiazepine을 일시 투여할 수 있는데, 이

들 약물이 전행성(anterograde) 건망증을 일으키고 내성의 

경향도 있으며, 진정효과가 주간에도 지속되는 경우엔 각성에

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기 작용 benzodiazepine, 또는 

triazolam(Halcion), zolpidem(Stilnox)등을 단기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장기간 약물을 투여해

야 하는 만성 불면증의 경우엔 습관성이 없고 수면효과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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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항울제인 trazodone으로 바꾸어 투여하는 것도 도움될 수 

있다. 

 

2. 수면 무호흡증과 외상성 뇌손상 

외상성 뇌손상에 의해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할 수도 있으

나 그보다는 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의 사고 발생가능성이 상

당히 높기 때문에 이에 관한 관심이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에선 무엇보다 주간 졸리움 증상이 

흔히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하

겠다. 

통계에 의하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환자에서의 사고 가

능성은 일반인의 2.5배나 되며, 증상이 심할수록, 음주를 할

수록 사고의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18,19). 폐쇄성 수면무호

흡증 환자들의 자기보고식 자동차사고 발생율을 보면 부적

절한 시간과 운전중 잠드는 경우가 많아 사고의 가능성이 높

으며(20). 수면무호흡증 환자 중 1/3은 5년의 기간동안 한 번

은 교통사고를 경험하며, 24%는 일주에 한번은 운전중 졸은 

경험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18). 호흡관련 수면장애의 저

산소증과 비만이 사고 가능성을 높인다는 보고도 있다(21). 

이들에서 사고 발생율이 높은 원인은 무엇보다 주간 졸리

움 증상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

을 때 의사로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환자

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의사의 의무라는 측면도 있으나 환자

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무도 있어 모순되기는 하나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비밀유지보다 더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환자에게 의사로서 할 수 있고 해야 할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2). 

첫째,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환자에서 운전시 사고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운전도중 졸은 경험이 있는지, 졸

림 때문에 접촉사고 같은 사고를 낸 적이 있는지 반드시 물어

본다. 

둘째, 만일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사고의 가능성이 높다

는 점을 경고하고 앞으로 운전을 가능한 삼가할 것을 권고한

다. 특히 버스 같은 공공교통수단이나 대형차량의 운전자에선 

효과적인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운전을 금지

토록 해야 한다. 

셋째, 가능한 빨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수면 

무호흡증이 심해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으면 효과적인 치료

로 안전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운전을 금

하도록 한다. 치료로는 수면중 코골음, 수면장애, 주간졸리움

이 있는 환자에서 구강내 성형수술(uvulopalatopharyngo-

plasty, UPPP)로 87%의 환자가 습관적인 주간 졸리움이 없

어졌다고 하였고, 사고 발생 감소율이 수술 안한 경우보다 4배

나 높았다고 보고된 바 있다(23). 그러나 우선 치료법은 비강 

양압호흡법(nasal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nCPAP)으로, 주간 졸리움 증상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킴으로

서 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24,25). 

 

결     론 
 

외상성 뇌손상 후의 수면장애는 비교적 흔히 호소하는 후

유증으로 입면과 수면 유지의 어려움, 수면후의 개운감 부족 

외에도 주간의 수행기능 및 다행감 저하 등이 특징이라 하겠

다. 그러나 이런 후유증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받았다 해

도 과언이 아니다. 

외상성 뇌손상 후 발생하는 수면장애의 문제, 병태생리, 치

료법에 대한 적절한 이해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인지기능

과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또한 외상 

전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을 적절히 치료함으로서 뇌손상 발생

을 줄이는 데도 일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심 단어：외상성 뇌손상·수면장애·수면무호흡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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