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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prevalence of insomnia and the degree of impairment due to insomnia is greater than in the of young. The cause for insomnia 

in the elderly are various factors among the elderly is known to be high including medical, psychiatric, drug issues, circadian rhythm 

changes, sleep disorders, and psychosocial. So the careful evaluation to find the cause of insomnia is needed for the eldery. 

Treatment options for insomnia include behavior modification and pharmacotherapy. Outcome data from previous studies indicate 

that behavioral approaches produce reliable and durable therapeutic benefits, as evidenced by improved sleep efficiency and 

continuity and enhanced satisfaction with sleep patterns. Treatment methods such as stimulus control and sleep restriction, which 

target maladaptive sleep habits, are especially beneficial for older insomniacs, whereas relaxation-based interventions aimed at 

decreasing arousal, produce more limited effects. Cognitive and educational interventions are instrumental in altering age-related 

dysfunctional beliefs and attitudes about sleep. The choice of hypnotics is based on matching the nature of the insomnia to the 

hypnotic agent. The ideal agent has rapid onset, duration of action that lasts through the night but no residual daytime effects, and 

no adverse effects. The key for the healthcare professional is finding the appropriate treatment or treatment combination, including 

behavioral modification and pharmacotherapy. When hypnotics are indicated, the most appropriate short-acting agent should be 

considered.  Sleep Medicine and Psychophysiology 2001；8(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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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노인에서의 불면증은 병이라고 취급되기 보다는 노화과

정의 일종인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여 지는 경향이 있다. 이

러한 경향은 결국 노인 불면증에 대해 다양하면서도 적극

적인 치료적 시도를 하기보다는 자세한 진단과정 없는 무

차별적인 약물남용이나 다른 극단으로 치료포기나 경시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노인에서의 지속적인 불면

증은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며, 불면증으로 인한 

만성적인 졸림증은 노인의 경우 집중력 감소, 반응속도의 

감소, 최근 기억의 장애를 심하게 가져옴으로 인해 여러 업

무수행능력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며, 다른 연령층에 비

해 잘못된 약물사용이 주는 피해가 더 크다는 점에서 그 

임상적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여러 연구자들

은 노인 불면증에 관하여 상식이라고 알려져 있던 사실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만 가진다면 노인에서의 불면증은 그 대부분이 치료가능한 

질환임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들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노년층에서의 불면증에 대한 최근의 연

구결과를 살펴 봄으로써 그 원인과 특징을 개괄하고 또한 

임상가들이 치료시에 주의를 가져야 할 점에 대해 기술하

고자 한다.  

 

본     론 
 

1. 노인에서의 수면구조의 변화 

노년기에서 수면은 총 야간수면양이 감소하며, 야간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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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은 70 내지 80% 정도로 감소하며, 서파수면 역시 감

소한다. 또한 야간수면구조의 분절이 심해져서 일시적인 각

성이나 뇌파상 각성파의 유입이 자주 관찰된다(1).  

렘수면의 경우 렘잠복기의 감소와 렘수면의 증가, 감소 

또는 불변한다는 보고가 있는 등 현재까지 확실히 알려진 바

는 없다(2,3,4). 이러한 연구결과의 혼란은 렘잠복기의 감

소나 렘수면의 증가는 연구대상군에서 우울증군을 배제하

지 않은 결과이며 렘수면의 감소는 신경퇴행성질환군을 배

제하지 않은 것에 연유된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치매등이 없는 건강한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도 렘수

면은 양적으로는 비교적 잘 유지되거나 변화가 있더라도 경

미한 것으로 보여진다(5).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다. 그

러나 노인의 수면요구량 역시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로는 감

소여부에 대해 서로 상반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며(6,7) 

총수면요구량은 주간졸림 또는 낮잠 및 야간수면량을 합칠 

경우 젊은 층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연령의 

증가가 수면요구량을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

국 현재까지 노인의 수면구조의 변화는 수면구조의 분절과 

질적저하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야간수면량 및 연

속성이 감소되고 주간졸림증이 심해진다는 정도만이 알려

져 있다. 

노인에서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또다른 중요한 요인은 

일주기리듬의 변화이다.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일주기리듬

을 관장하는 Suprachiasmatic nucleus도 노령화로 인해 노

후되며(8), 이로 인한 다양한 일주기리듬의 변화를 가져오

게 된다. 불면증과 관련하여 주요변화는 위상전진이 이루

어 진다는 점이다. 즉 체온의 일주기리듬이 위상전진하게 되

며 수면기간 중간무렵에 체온이 최저에 이르러 이후 체온

상승기에 접어듬으로 인해 수면유지곤란, 조기각성등을 유

발하게 된다(9). 또한 렘수면은 노인기가 되면 장년층까지 

수면후반 1/3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약해져서 수면

전,후반기에 고루 퍼져서 나타나는 경향을 나타낸다(10). 결

국 노인이 되면 일주기리듬에 의한 수면주기의 조절능력이 

약해지게 되며, 약 90분간의 위상전진이 이루어 짐에 따라 

조기각성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2. 연령에 따른 불면증 유병율증가와 그 원인 

전체 인구의 약 1/3에서 일생동안 살면서 불면증을 일시

적 또는 만성적으로 겪게 되며 이러한 불면증이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 65

세이상 노인의 23%에서 40%정도가 불면증상을 가지고 있

고 12%에서 25%가 지속적인 불면증상을 호소하며, 노인

의 약 14%에서 수면제를 복용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그

리고 65세 이상 노인의 11%에서 1년이상 수면제를 복용한

다고 보고될 정도로 불면증상과 수면제사용은 노인층에서 

상당히 흔하다(11,12). 노인층에서 입면곤란, 수면유지곤

란, 조기각성으로 불면증상군을 구분해서 조사해본 결과 각

각 36.7%, 28.7%, 19.1%에서 상기 증상이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곤란은 50% 내지 75%에서 2년이상 증상이 지속

된다고 보고되어서 상대적으로 수면유지곤란 및 조기각성이 

많으며 또한 불면증상은 상당히 완고하게 지속됨을 알 수 

있다(13,14).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경우 60세이상에서 불

면증상유병율은 29.5%로 보고되었으며(15), 70세이상의 

홍콩거주 중국인의 경우 75%에서 입면, 조기각성, 수면유지

곤란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16). 국내에서

는 정도언등(17)의 연구에서 중년층에 비해 노령층에서 불

면증 유병율이 높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양창국등(18)은 65

세에서 84세 노인 206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57.7%

에서 불면증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국내에서도 상당한 정

도의 노인 불면증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불면증은 하나의 증상이며 다기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불면증의 원인은 크게 신체

적 원인, 생리학적 원인, 심리적 원인, 정신과적 원인, 약물과 

같이 다섯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데, 노인의 경우에는 위의 

다섯 가지 불면증의 원인이 될 만한 요소가 모두 증가한다

고 할 수 있다.  

첫째 신체적으로는 노화과정에 따른 여러 가지 신체적 불

편도 증가할 것이며, 각종 신체적 질환도 증가하게 된다. 기

침, 호흡곤란, 천명등 호흡기증상을 가진 사람에서 유의하

게 불면증이 많으며, 고혈압, 당뇨, 폐쇄성호흡기질환, 류마

티스질환, 비만인 사람에서 불면증의 유병율이 증가되어 있

다(14,19). 모든 신체적 불편은 결국 불면증을 야기할 수 

있겠으나 이중 특히 불면증을 잘 유발하게 하는 신체적 증

상으로는 야간빈뇨, 두통, 소화기질환, 기관지염 및 천식, 심

혈관 증상,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 폐경기질환등이 꼽힌다. 

또한 수면무호흡증과 주기적 사지운동증도 노년기 불면증

의 주요 원인이 되는 수면장애이다. 노인에서 남성은 28% 

내지 62%에서 수면무호흡증이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여성

도 폐경기이후에는 19.5%에서 60%까지 수면무호흡증이 

있다고 보고할 정도로 높은 유병율을 보이고 있다(20). 이

러한 수면무호흡증도 수면의 분절 및 질저하를 가져와서 주

관적인 수면부족증상 및 수면중 잦은 각성을 유발한다. 그

런데 많은 수면진정제들은 호흡억제를 가져와서 수면무호

흡증을 악화시키는 문제를 유발하며, 수면부족증상도 악화

시킴으로 임상의는 불면증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수면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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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증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65세이상

에서 약 45%의 유병율을 보인다고 하는 주기성 사지운동증

도 노인에서 흔한 불면증을 일으키는 수면장애이다(21).  

둘째, 생리학적으로는 노인의 경우 자율신경계활동이 증진

되고 이로 인해 외부자극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하여서 이것

이 또한 불면증을 야기하게 한다.  

셋째, 현대화의 추세에 따른 핵가족화에 의해 지지그룹이 

감소됨으로 인해 외로움, 배우자의 사망과 같은 애도현상, 직

장에서의 은퇴, 수면중 사망하지 않을 까 하는 두려움 등 노

인은 심리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겪게 된다. 

넷째, 정신과적 질환으로는 치매로 대표되는 신경퇴행성질

환이 증가하게 되고, 이외 주요우울증등의 정신과질환도 불

면증을 유발하게 된다. 불면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의 약 40%

에서 정신과적 질환이 있으며, 또한 이러한 불면증상이 있

는 사람은 향후 주요우울증이 발병될 가능성이 크다(22). 

다섯째, 상기의 여러 질환에 의해 노인들은 많은 약물을 

섭취할 수 밖에 없는데 항암제, 항고혈압제, 자율신경계약

물, MAO 억제제, 갑성선치료제, 스테로이드등 여러 약물들

이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활동량의 감소와 자주 눕

게 되는 생활양식도 불면증을 유발하는 등 노인에서는 매우 

많은 원인들이 불면증 증가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그럼 노인에서 과연 DSM-Ⅳ에서 규정하는 일차성 불

면증은 증가하는 것일까? 이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분명

히 알져진 것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노인에서 주관적 불

면증상의 호소는 불안정도, 여성, 그리고 신체적 불편감과 유

관하며, 연령에 의한 수면구조의 변화는 도리어 미세한 영

향만을 주며(23), 연령의 증가와 불면증상유병율은 상관관

계가 없었다는 보고(24), 그리고 Ford 등(22)은 신체질환

자, 약물사용자등을 배제한 대상군 연구결과 불면증은 다

른 연구자들의 보고와 달리 연령증가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미루어 보아 

연령의 증가 자체가 불면증의 발병에 주는 영향은 아주 미

미하거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노인 불면증의 진단과정에서 주의할 점 

불면증의 진단에는 수면일지작성을 통한 수면력의 조사, 

수면위생에 대한 조사, 각종 신체적 질환력 및 그 유무에 

대한 조사, 정신과적 평가 그리고 수면다원검사등을 통한 

다른 수면장애에 대한 조사라는 몇 가지 단계가 어느 연령

층에서나 필요하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노인 불면

증은 상당수가 다양한 원인에 의한 이차적인 증상이다. 따라

서 자세한 병력조사 및 검사를 통하여 원인질환을 밝히는 

과정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즉 내과적 질환에 대한 

현재력 및 과거 병력 과 철저한 내과적, 신경학적 평가가 꼭 

필요하다. 또한 최근의 환경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 정신과적 평가 역시 보다 더 엄밀히 이루어져

야 할 것이며, 수면무호흡증이나 주기성사지운동증의 가능

성도 항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만일 병력상 다른 수면장애

가 의심되거나 일정기간 적극적 치료를 행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불면증상의 개선이 없다면 수면다원검사도 고려되어

야 한다. 

 

4. 노인불면증의 치료 

불면증의 치료는 비약물요법이 우선되어야 하며, 약물치

료를 하더라고 비약물요법이 병행되어야 한다. 비약물치료

는 각 기법별로 다소 상이한 치료효과를 나타내지만 여러 

연구자에 의한 보고에 의하면 그 효과는 약 70% 내외로 보

고되고 있으며, 6개월 내지 1년간의 추적관찰에서도 그 치

료효과는 지속적으로 나타났다(25). 

이러한 비약물치료는 일반적으로 노령층이 젊은 군에 비

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보고(26)가 있으며, 이는 노인군은 

인지기능저하로 이러한 치료적 기법의 이해력이 부족하다

는 일반의 상식에 부응하는 결과로 해석되어져 왔다. 그러

나 85세까지도 치매나 다른 신경성질환이 병발하지 않는 한 

인지기능의 90% 이상이 보존되며, 최근 실제 각종 비약물

치료법의 효능은 노인층이라 해서 낮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

다(27). 과거 연구에서 보이는 차이는 노년층에서 흔한 불

면증의 원인인 수면무호흡증과 주기성사지운동증 환자군

이 노인불면증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따라

서 노인층에서 수면제의 사용이 주는 부작용이 더욱 크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비약물치료는 젊은 층에 비해 더

욱 강조되어야 할 치료방법이라 하겠다. 

 

1) 노인에서 비약물치료법의 실제 

 

(1) 수면위생교육 

수면위생교육이란 수면에 연관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생활

습관이나 환경적 요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를 개선하여서 

결국 수면을 잘 취하게 하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면위

생교육에 포함되는 내용은 ① 잠자기 4~6시간이내에는 카

페인이나 니코틴을 피하고 ② 수면분절과 수면의 질을 악

화시킴으로 술도 금하며 ③ 잠들기전에 많이 먹거나 또는 

물을 마시는 것을 피하고 ④ 저녁시간에 지나친 운동을 하

지 말며 ⑤ 침실의 온도, 소음, 빛등을 적절하게 조정하도록 

하는 것 들이다. 수면위생교육 단독만으로의 치료효과는 별

로 많지 않으며(28), 또 실제 노인 불면증의 원인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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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수면위생인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29), 다른 비약물치료

와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자극조절 

자극조절이란 수면을 취하는 데 방해가 되는 행동을 줄여

주어서 수면/각성 주기를 회복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

다. 자극조절은 ① 졸릴 때만 잠자리에 들고 ② 만일 15~ 

20분정도 잠을 청하여도 오지 않을 경우에는 침실을 나와

서 있다가 다시 졸릴 때 잠자리에 들도록 하며 ③ 밤사이

에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도록 하고 ④ 밤사이 얼마동안을 

잤던지 간에 일정한 시각에 기상을 하도록 하고 ⑤ 잠자리

에서는 수면과 성관계외의 다른 활동(독서, TV시청)은 금

하고 ⑥ 낮잠은 가능한 자지 않도록 하는 것등이다. 이 자

극조절은 현재까지 보고된 비약물치료기법중 가장 그 효과

가 입증된 방법으로 단독으로 시행하더라도 불면증에 상당

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30). 다만 노인들의 경우 이

러한 자극조절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데, 예들 들어 신체질환이나 또는 낙상등의 위험

으로 인해 잠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환자가 상

당한 저항을 보일 가능성 등이다. 만일 환자가 도저히 잠자

리를 벗어나기 어려울 경우라면 표준적인 수면조절보다는 

그 효과가 떨어지지만(31), 잠을 청하는 대신에 잠자리에

서 책을 읽도록 하는 등 불면증에 대한 걱정을 강화시키지 

않는 다른 대체행동을 권할 수도 있겠다. 

 

(3) 수면제한 

수면제한이란 실제 수면시간에 비해 지나치게 오랜 시간

을 잠자리에 누워있는 것을 줄이는 것이다. 특히 노인들은 

잠을 오래 잘 목적이나 휴식 또는 달리 할 일이 없고 외로

움을 느끼는 것을 잠자리에서 보냄으로써 해결해 보려는 경

향이 있음으로 수면제한은 다른 층에 비해 더 중요성을 가

진다. 이러한 수면제한은 일반적으로 실제수면시간이 잠자

리에 있는 시간의 80~90%가 되도록 실제수면시간에 맞

추어서 잠자리에 있는 시간을 줄이도록 한다. 그리고 실제

수면시간이 90% 이상이 되면 잠자리에 누워있는 시간을 15

분내지 20분가량을 증가시켜주도록 한다. 노인의 경우에는 

경우에 수면제한을 할 경우에 최소한 5시간의 잠자리에 누

워있는 시간은 수면효율에 관계없이 보장해 주어야 지나친 

피로감이나 신체적 무리를 피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은 이러

한 수면제한이 엄격할 경우 지나친 피로감을 호소할 수도 

있음으로 75~85% 정도로 젊은 층에 비해 5%정도 낮게 해 

줄 것을 권하고 있다(32). 노인은 낮잠을 자는 경우가 좋

은 데 만일 환자가 강력히 원할 경우에는 치료초기에는 허

용할 수도 있다. 연구에서도 짧은 기간동안의 낮잠은 야간

수면을 심하게 방해하지는 않는다고 보고된 바 있다(33). 다

만 이런 경우에는 낮잠을 규칙적인 시간에 자도록 하고 적

절한 시간제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이완요법 

이완요법은 불면증환자에서 동반되는 정신생리적 요인 즉 

지나치게 수면에 대해 걱정과 집착을 하게 됨에 따라 각성

이 유발되고 교감신경계가 항진되는 것을 이완을 통해 낮

춰줌으로 인해 수면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방법의 이완요법이 있으나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점진

적 근육이완법과 복식호흡법등이 있다. 이러한 이완요법은 

그 단독으로도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으나 노인층이 젊

은 층에 비해 그 효과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34) 

있어 보다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5) 인지치료 

노인불면증환자들은 비현실적인 수면시간에 대한 기대 불

면증의 원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 잠을 못 잘 경우에 발생되

는 여러 문제에 대해 지나친 두려움 등 여러 가지의 인지적 

왜곡을 가진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 대한 

교정과 노인의 수면생리등에 대한 적절한 교육 역시 불면증

치료에 중요하다. 

 

(6) 운  동 

노인은 만성적인 피로감, 낙상에 대한 두려움등으로 인해 

운동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적절한 운동은 수면의 질향

상을 도와주기 때문에 노인불면증 환자에서 중등도 강도의 

운동(1시간의 에어로빅 또는 40분의 사이클링 정도의 강

도)을 매일하는 것은 불면증상개선에 효과가 있다(35). 

 

(7) 광치료 

전술하였듯이 노인의 경우에는 생리적으로 일주기리듬의 

위상전진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초저녁에 잠이 오게 되

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된다. 그러나 이러한 

위상전진은 일반적인 사회활동의 리듬과는 배치됨으로 인해 

불면증을 비롯한 여러 문제가 발생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서 위상지연을 유발하는 광치료를 시행하는 것

도 효과적일 수 있다. 즉 저녁시간에 광치료(1500~2000 lux

이상)를 시행해 줄 경우에 위상지연이 발생되며, 이럴 경

우에 수면유지곤란이나, 조기각성과 같은 형태의 불면증은 

개선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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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물치료 

불면증에서 수면제의 치료적 효과는 별로 없다고 알려져 

있다. 노인의 경우 입면기는 수면제복용군과 비복용군이 비

슷하거나 수면제복용군이 입면기가 더 길게 나타났으며, 수

면유지시간은 비복용군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수

면제의 사용으로 인한 객관적 검사에 의한 불면증의 개선

효과는 1주간에는 현저하지만 4주이상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객관적 지표상 수면제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다(37). 또한 노인층에서는 수면, 진

정제 사용으로 낙상이나 골절과 같은 사고의 위험이 많으

며, 인지기능의 장애, 약물의존과 약물남용도 많이 초래된

다(37). 상반되는 연구결과(38)도 있으나 수면제 사용자

의 사망률이 비사용자에 비해 약 1.5배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다(39).  

그러나 객관적 검사상 수면제의 사용이 비효과적이며 많

은 부작용을 가진다고 하여도 실제 수면제 장기복용을 해

온 불면증 환자에게 비약물치료만을 권하기는 대단히 어렵

다. 이는 무엇보다도 환자측에서 약물을 지속적으로 원하

며 비약물치료에 대해 심한 저항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

문이다. 또한 불면증상과 관련한 불안이나 피로감에 완전

히 압도당한 환자의 경우에는 비약물단독치료를 권할 때 

치료의 순응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임상의의 비약물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권유가 동반된다면 약물치료를 완전히 배제

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실제 가능하지도 않다.  

수면제의 사용시에 원칙은 1) 효과가 보이는 최소량을 사

용 2) 필요시에만 사용(주 2회에서 4회정도) 3) 단기간 사

용(최대 4주간만) 4) 약물의 중단은 서서히 하고 5) 반동성 

불면증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수면제는 반감기가 짧

으며, GABA 결합도가 적으며, 수용체특이성이 높은 수면

제가 불면 증상만을 개선해주고 숙취현상이나 다른 원치 않

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가장 가까

운 것이 Zolpedem과 Zaleplon 이라 하겠다. 이 두 약물은 

그 구조의 상이성으로 인해 비벤조디아제핀계약물이라 알

려져 있으나 이 약들 역시 작용하는 수용체는 벤조디아제핀

수용체로서 주로 BZ-1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한다. 이

들은 수면구조의 변형을 별로 유발하지 않으며, 인지기능

과 정신운동계의 부작용, 금단증상, 내성도 거의 생기지 않

은 것으로 보고되어서 노인들에게 보다 안전한 약이라 할 

수 있다(40). 그리고 이외에도 수면제를 선택할 시에 환자의 

증상에 따라 약물선택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즉 Zaleplon 

은 복용후 4시간 내지 5시간만 지나면 별다른 숙취증상 없

이 깰 수가 있음으로 비약물요법으로 입면에 실패한 경우

에 사용해 볼만한 약이다. 다른 수면제들은 숙취현상이 없

도록 하려면 원하는 기상시간 8시간전에 복용토록 하는 것

이 안전하다. 만일 아침 일찍 깨는 것이 문제인 환자의 경

우에는 중간정도의 활동기간을 가지는 Temazepam이 적당

할 수 있다. 

 

결     론 
 

노인에서 불면증은 대단히 높은 유병율을 보이며 그 원

인도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연령이라는 요인보다는 신체 및 

정신적 질환, 일주기리듬의 변화등이 보다 더 불면증 발생

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인이다. 따라서 노인불면증상은 임

상의들의 보다 더 세심한 진단적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노

인은 제반 약물치료의 부작용에 대해 보다 민감하며, 이로 

인한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리고 비약물치료

방법이 노인에게도 다른 연령층 못지 않은 상당한 효과를 

지니고 있음으로 비약물요법을 중심으로한 치료적 접근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중심 단어：불면증·노인·비약물학적 치료·약물치료. 

 

RRRREFERENCESEFERENCESEFERENCESEFERENCES    

1. Meyer TJ.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imsomnia. Hosp Pract 
1998;33:75-86 

2. Feinberg I, Koresko RL, Heller N. EEG sleep patterns as a function 
of normal and pathological aging in man. J Psychiatr Res 1967; 

5:107-144 
3. Hayasi Y, Endo S. All-night sleep polygraphic recordings of healthy 

aged persons: REM and slow wave sleep. Sleep 1982;5:277-283 
4. Prinz P. Sleep patterns in the healthy aged: relationship with intell-

ectual function. J Gerontol 1977;32:179-186 
5. Redline S, Boneket W, Gottlieb D, et al. Sleep stage distributions in the 

sleep heart health study (SHHS) cohort. Sleep 1998;21(supp):210 
6. Gillin JC, Duncan WC, Murphy DL, et al. Age-related changes in sleep 

in depressed and normal subjects. Psychiatry Res 1981;4:73-78 
7. Kripke DF, Simons RN, Garfinkel L, Hammond C. Short and Long 

Sleep and Sleeping Pills. Arch Gen Psychiatry 1979;36:103-116 
8. Swaab DF, Fliers E, Partiman TS. The suprachiasmatic nucleus of 

the human brain in relation to sex, age, and senile dementia. Brain 
Res 1985;160:127-143 

9. Campbell SS, Gillin JC, Kripke DF et al. Gender differences in the 
circadian temperature rhythms of healthy eldery subjects: Relation-
ships to sleep quality. Sleep 1989;12:529-536 

10. Folks DG, Fuller WC. Anxiety disorders and insomnia in geriatric 
patients. Psychiatr Clinics North America 1997;20:137-164 

11. Mellinger GD, Balter MB, Uhlenhuth EH. Insomnia and Its Treat-
ment: Prevalence and Correlates. Arch Gen Psychiatry 1985;42: 

225-232 
12. Foley DJ, Monjan AA. Brown SL, Simonsick EM, Wallace RB, 

Blazer DG. Sleep complaints among elderly persons: An epidemi-
ologic study of three communitier. Sleep 1995;18(6):425-432 

13. Ganguli M, Reynolds CF, Gilby JE. Prevalence and persistence of 
sleep complaints in a rural older community sample: The MoVIES 
project. J Am Geriatr Soc 1996;44(7):778-784 



 

노인에서의 불면증 10 

14. Gilason T,Almqvist M. Somatic Disease and Sleep Complaint. Acta 
Med Scand 1987;221:475-481 

15. KIm K, Uchiyama M, Okawk M, Liu X, Ogihara R. An epidemi-
ological study of insomnia among the Japanese general population. 
Sleep 2000;23(1):41-47 

16. Chiu HF, Leung T, Lam LC, Wing YK, Chung DW, Li SW, Chi I, Law 
WT, Boey KW. Sleep problems in Chinese elderly in Hong Kong. 
Sleep 1999;22(6):717-26 

17. 정도언, 손창호, 성주헌, 장성훈, 이건세, 이원진, 신해림, 이
부옥, 조수헌. 한국성인의 수면습관 및 불면증관련요인: 3개 
농논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단시적 연구. 수면. 정신생리학

회지 1997;4(2):201-212 
18. 양창국, 유승윤, 주영희, 한홍무. 부산광역시 일지역 65-84세 

노인인구에서의 수면습관 및 수면장애에 대한 조사. 수면-

정신생리학회지 1997;4(1):66-76 
19. Dodge R, Cline M, Quan SF. The Natural History of Insomnia and 

Its Relationship to Respiratory Symptoms. Arch Intern Med 1995; 

155:1797-1800 
20. Ancoli-Israel S. Epidemiology of sleep disorders. In: Roth T, Roehrs 

TA, eds. Clinics in geriatric medicine. Philadelphia. PA: W.B. Sau-
ders;1989. p.347-362 

21. Ancoli-Israel S. Kripke DF, Klauber MR, Manson WJ, Fell R, Ka-
plan O. Periodic limb movements in sleep in community-dwelling 
elderly. Sleep 1991;14:496-500 

22. Ford DE, Kamerow DB. Epidemiologic study of sleep disturbances 
and psychiatric disorders: An opportunity for prevention? JAMA 
1989;262(11):1479-1484 

23. Morgan K, Dallosso H, Ebrahim S, Arie Tom, Fentem PH. Charac-
teristics of subjective insomnia in the elldery living at home 

24. Gislason T, Reynisdottir H, Kristajarnarson J, Benediktsdottir B. 
Sleep habits and sleep disturbances among the elderly-an epidemi-
ological survey. J Intern. Med 1993;234:31-39 

25. Morin CM, Hauri PJ, Espie CA, Spielman AJ, Buysse DJ, Bootzin 
RR. Nonpharmacologic treatment of chronic insomnia. Sleep 1999; 

22(8):1134-1156 
26. Lacks P, Powlishta K. Improvement following behavior treatment 

for insomnia: Clinical significance, long-term maintenance and pre-

dictors of outcome. Behav Ther 1989;20:117-134 
27. Morin CM, Kowatch RA, Barry T, Walton E. Cognitive behavior th-

erapy for late-life insomnia. J Consult Clin Psychol 1993;61:137-146 
28. Engel-Friedman M, Bootzin RR, Hazlewood L, Tsao C. An evalu-

ation of behavior treatments for insomnia in the older adults. J Clin 
Psychol 1992;48:77-90 

29. Buysse DJ, Reynolds CR. Insomnia. In: Thorpy MJ, ed. Handbook 
of sleep disorders. New York: Marcel Dekker;1990 

30. Chesson AL, Anderson MA, Littner M, Davila D, Hartse K, Johson 
S, Wise M, Rafecas J. Practice parameter for the nonpharmacologic 
treatment of chronic insomnia. Sleep 1999;22:1128-1133 

31. Davis R, Lacks P, Bertelson AD, Storandt M. Counter-control treat-
ment of sleep-maintenance insomnia in relation to age. Psychol Aging 
1986;1:233-238 

32. Giovinsky PB, Spielman AJ. Sleep restriction therapy. In: Hauri PJ, 
ed. Case studies in insomania. New York:plenum;1991. p.49-63 

33. Aber R, Webb WB. Effects of a limited nap in night sleep in older 
subjects. Psychol Aging 1986;4:300-302 

34. Friedman L, Bliwise DL, Yesavage JA, Salmon SR. A preliminary 
study comparing sleep restriction and relaxation treatment for inso-
mnia in older adults. J of Gerontology 1991;46:1-8 

35. King AC, Oman RR, Brassington GS, Bliwise DL, Haskell WC. 
Moderate-intensity exercise and self-rated quality of sleep in older 
adults. JAMA 1997;277(1):32-37 

36. Campbell AD, Dawson D, Anderson MW. Alleviation of sleep ma-
intenance insomnia with timed exposure to bright light. J Am Geriat 
Soc 1993;41(8):829-836 

37. Ohayon MM, Caulet M, Billard M, Coquerel A, Guieu JD, kullmann 
B, Laffont F, Lemoine P, Paty J, Pechadre JC, Vecchierini MF, Ve-
spignani H. Are prescribed medications effective in the treatment of 
insomnia complaints? J Psychosom Res 1999;47(4):359-368 

38. Rumble R, Morgan K. Hypnotics, sleep, and Mortality in elderly. J 
Am Geriatr Soc 1992;40:787-791 

39. Kripke DF, Simons RN, Garfinkel L, Hammond C. Short and Long 
Sleep and Sleeping Pills. Arch Gen Psychiatry 1979;36:103-116 

40. Mitler MM. Nonselective and selective benzodiazepine receptor 
agonist-Where are we today? Sleep 2000;23(supp):s39-s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