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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lzheimer’s disease (AD) is one of the most common and devastating dementing disorders of old age. Most AD patients 

showed significant alternation of sleep structure as well as cognitive deficit. Typical findings of sleep architecture in AD patients 

include lower sleep efficiency, higher stage 1 percentage, and greater frequency of arousals. The slowing of EEG activity is also 

noted. Abnormalities in REM sleep are of particular interest in AD because the cholinergic system is related to both REM sleep and 

AD. Several parameters representing REM sleep structure such as REM latency, the amount of REM sleep, and REM density are ch-
ange in patients with AD. Especially, measurements of EEG slowing during tonic REM sleep can be used as an EEG marker for 

early detection of possible AD. In addition, a structural defect in the suprachiasmatic nucleus is suggested to cause various ch-
ronobiological alternations in AD. Most of alternations related to sleep make sleep disturbances common and disruptive symptoms 

of AD. In this article, the author reviewed the alternation of sleep structure and circadian rhythm in AD patients. Sleep Medicine and 

Psychophysiology 2002；9(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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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치매란 정상적으로 뇌신경이 발달한 연후에 후천적인 원

인으로 인해 다양한 영역에서 인지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상태를 통칭하는 말이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지만 치매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불리는 노인성 치매이다. 특히 현대에 와서 사회경

제적 발달과 의료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노인층의 증가는 노

인성치매의 증가를 불러와서 노인성치매에 대한 의학적 관

심은 향후 점점 더 높아져갈 추세이다. 특히 수면의 변화 및 

이로 인한 고통은 대부분의 치매환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며 이는 간병을 하는 가족에게도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는 

증상이라는 점에서 임상가들의 각별한 관심을 요하는 부분

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노인성 치매에서 수면구조 및 일

주기리듬에 대한 최근의 연구결과와 수면장애의 치료시 고

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론 
 

1. 노인에서의 수면구조의 변화 

노인성 치매에서 수면구조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조군이라 할 건강한 노인에서 연령증가에 따른 생리적 변

화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상적 

노화과정을 병적 과정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65세 이상의 노년기가 되면 총 야간수면양이 감소하며, 야

간수면효율이 70 내지 80% 정도로 감소하고, 서파수면도 

감소한다. 또한 야간수면구조의 분절이 심해져서 일시적인 각

성이나 뇌파상 각성파의 유입이 자주 관찰된다(1). 렘수면의 

변화 양상은 렘잠복기의 감소와 렘수면의 증가가 있다는 보

고와 더불어 렘수면이 감소한다는 보고 및 변화가 없다는 보

고도 있어서 현재까지 확실히 알려진 바는 없다(2,3,4). 이

러한 혼란은 렘잠복기의 감소나 렘수면의 증가는 연구대상

군에서 우울증군을 배제하지 않은 결과이며 렘수면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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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경퇴행성질환군을 배제하지 않은 것에 연유된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치매가 없는 건강한 경우에

는 나이가 들어도 렘수면은 양적으로는 비교적 잘 유지되

거나 변화가 있더라도 경미한 것으로 보여진다(5).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다. 그

러나 노인의 수면요구량 역시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로는 감

소여부에 대해 서로 상반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6,7). 총

수면요구량은 주간 졸림 또는 낮잠 및 야간 수면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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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수면량 및 연

속성이 감소되고 주간 졸림증이 심해진다는 정도만이 알려

져 있다. 

노인에서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일

주기리듬의 변화이다.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일주기리듬을 

관장하는 시신경교차상핵(Suprachiasmatic nucleus)도 노

령화로 인해 노후되며(8), 이로 인해 다양한 일주기리듬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체온의 일주기리듬이 위상전진하게 

되며 수면기간 중간무렵에 체온이 최저에 이르고 이후 체온 

상승기에 접어듦으로 인해 수면유지곤란, 조기각성 등의 유

발원인이 될 수 있다(9). 또한 렘수면은 노인기가 되면 장

년층까지 수면후반 1/3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약해

져서 수면전, 후반기에 고루 퍼져서 나타나는 경향을 나타

낸다(10). 결국 노인이 되면 일주기리듬에 의한 수면주기의 

조절능력이 약해지게 되며, 약 90분간의 위상전진이 이루어 

짐에 따라 조기각성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2. 노인성 치매에서 수면구조의 변화 

노인성 치매의 수면구조변화를 파악하는 데는 몇 가지 이

유로 인해 상당한 제약점을 안고 있다. 첫째는 진단적인 문

제다. 주지하다시피 알츠하이머 치매는 치매의 다른 원인을 

배제함으로써 진단을 하게 되며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확

진은 신경조직검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따라서 대부분

의 연구들은 명백한 알츠하이머 치매가 아니라 NINCDS-

ADRDA(the National Institute of Neurological and Co-
mmunicative Disorders and Stroke and the Alzheimer’s 

Disease and Related Disorders Associtation) 진단 분류

상(11) 치매의 가능성이 있는(probable or possible) 환자

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는 수면다원검사를 위한 

각종 처치 자체를 환자가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

며 객관적 검사 방법인 수면다원검사를 이용한 연구가 어렵

다. 셋째는 뇌파 판독의 어려움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치매

환자는 각성시 뇌파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며 이 서파는 수면

시에도 유지된다(12). 즉 수면단계를 결정짓는 수면시에 나

타나는 서파와 각성시 서파간의 구분이 어려워지게 됨으로 

인해 치매환자의 수면단계 판독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같

은 연령대에 비해 노인성 치매환자는 수면효율이 떨어지고, 

1단계 수면비중이 커지며, 각성빈도가 증가한다(2). 그리고 

수면효율의 저하과 각성빈도의 증가는 중등도 이상으로 진

행된 치매환자에서는 치매의 심한 정도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3). 또한 수면방추파(Sleep Spindle)의 감

소도 보고된 바 있다(14). 치매에서 서파수면은 감소된다는 

보고가 있으나(14) 이에 상반되게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반된 보고가 나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

이 치매는 각성시에 이미 서파의 출현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서파수면단계을 규정하는 것이 연구자마다 자의적인 것에 의

한 것으로 여겨진다. 

렘수면의 변화는 노인성 치매 및 렘수면 모두에서 콜린

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아세

틸콜린은 렘수면의 유도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노인성 치매

에서 choline acetyltransferase가 감소되어 있음은 잘 알

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 때문에 치매에서 렘수면의 

변화는 치매의 정도나 진행경과를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

을 것으로 주목받아 왔다(15). 

치매에서 렘수면의 양적 변화에 대해서는 Stone 등이 동

물모델을 통해 치매에서 렘수면의 양적 감소를 보고한 바 있

다(16). 또한 렘수면의 양은 심리검사 수행정도와 정비례

관계를 보인다는 보고 등으로 미루어 렘수면의 양적 변화가 

치매의 진행정도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이용될 가능성을 시

사해 주었다(16). 그러나 사람에서 치매시 렘수면의 감소는 

일관되게 나타나는 소견이 아니며(17) 렘수면의 감소는 중

기 이상의 진행된 치매에서만 진행정도를 반영한다는 보고

도 있다(18). 따라서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로 보아서는 치매

에서 렘수면이 감소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하겠지만 이

는 상당히 진행된 치매에서 나타나는 소견으로 보여지며 렘

수면의 양적 변화는 초기 치매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민감도가 떨어진다고 하겠다. 

치매에서 렘잠복기의 변화는 증가 또는 감소여부에 대해

서 보고마다 상충되고 있다(13,19). 이것은 렘잠복기에 대

한 정확한 정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이 중요

한 원인이다. 치매는 입면이후에 각성이 잦아지게 되는 데 

이러한 입면후 각성을 렘잠복기 산출에 어떻게 반영하는 것

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만일 렘잠복기의 정확한 산출근거가 제시되고 이에 따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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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렘잠복기의 증가가 치매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면 

이는 노인에서 치매와 진단적 혼돈을 가져오는 주요질환인 

가성치매 즉 우울증과 감별진단을 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20). 

 

3. 치매의 진단적 지표로서 수면구조의 변화 

노인성 치매는 현재까지도 정확한 기전이나 원인을 알지 

못하는 질환이다. 최근까지도 치매로 인한 이차적인 증상에 

대한 대증요법이 치료의 주를 이루어 왔으며 1990년대 중

반이후부터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를 사용하여 인지기

능의 개선을 다소 가져오게 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제반 약물들은 중기이상 진행된 노인성치매에서는 별다른 

효능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노인성치매는 무엇

보다 조기발견 및 조기약물투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노인성 치매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신경인지기능검사, 기능성 

뇌영상술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기발견 및 경과관

찰의 지표로서 수면구조의 변화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 

처음 치매의 진단을 위한 지표로는 각성 뇌파의 변화가 주

목을 받았다. 뇌파의 스펙트럼 분석상 노인성 치매환자는 각

성시 세타와 델타파 같은 서파가 증가하며 특히 좌우 측두

엽에서 서파의 증가가 두드러진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치매

초기에는 세타파가 증가하고 치매가 진행되면서 알파파의 감

소가 이루어지고 이후 델타파의 증가가 초래된다고 보고되

었다(12). 그러나 이러한 각성시의 뇌파소견은 민감도가 너

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반해 tonic REM 시기동안의 세타파와 델타파의 증

가가 치매 초기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서 민감도 및 

특이도가 매우 높다고 보고되었다(21). 이러한 렘수면시기

동안의 뇌파의 변화는 후두엽을 시작으로 전두엽, 측두엽 등

에서도 나타났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렘수면 뇌파의 

변화상이 SPECT 보다 더 치매와 정상을 감별해 주는 분별

력이 더욱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2,23). 

전수면박탈 또는 렘수면박탈후의 수면구조의 변화를 통해

서 노인에서 치매와 우울증의 감별진단을 해보고자 하는 시

도도 있었다(20,24,25). 전수면박탈의 경우에는 치매와 우

울증 모두에서 수면효율의 증가를 가져왔는데 우울증 환자

에서 다소 낮은 수면효율을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고되었다. 렘잠복기는 전수면박탈후 대조군에서는 감소를 

보였으나 치매와 우울증군은 모두 증가하는 소견을 보였다. 

반동성 렘수면의 출현은 우울증군에서는 나타났으나 치매군

에서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24). 그러나 렘수

면의 선택적 박탈을 한 연구에서는 치매군에서 보다 뚜렷한 

렘수면반동을 보였다고 보고된 바 있다(25). 

 

4. 노인성 치매에서 일주기리듬의 변화 

사람을 포함한 포유동물에서 일주기리듬의 조절자로 알려

진 시신경교차상핵(Supra-Chiasmatic Nucleus)은 연령의 

증가에 의해 신경세포밀도의 감소와 같은 병리학적 변화를 

겪게 되며 이러한 현상은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더욱 두드러

진다(8). 특히 다른 주변의 supraoptic nuclei나 paraven-
tricular nuclei와 같은 신경계구조물에 비해 시신경교차상

핵이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현저한 신경변성을 겪는다고 보

고되었다(26). 이러한 현상은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현저한 

일주기리듬의 변화를 유발하게 되는 해부학적 변화라고 하

겠다. 그러나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위상의 변화에 대한 연

구들은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체온, 호르몬분비, 수

면시간등을 통해 여러 연구자들이 치매에서 위상 변화에 대

해 보고하였으나 전진, 지연 또는 불변이라는 등 각각의 보

고자마다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27,28). 이러한 상

반된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는 활동정도(29), 심박동(30), 혈압(31)을 측정해 본 

결과 일주기내의 변화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다는 보

고로 미루어 보아 알츠하이머 치매는 결국 조절자의 파괴로 

인해 일주기리듬 자체가 붕괴되기 때문에 위상의 변화에 대

한 연구가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다. 둘째는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 대한 명확한 진단은 신경조직의 병리현상을 관

찰할 때만 가능한 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 연유하는 것이다. 뇌신경해부를 통해 명확한 치매환자

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에는 

위상지연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반해 전측두엽 치매환자(Fr-
onto-Temporal Dementia)는 위상전진을 보였다는 보고

도 있다(32). 따라서 임상적으로 구분이 어려운 다른 원인

에 의한 치매가 연구대상군에 혼재됨으로 인해 상이한 연구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셋째는 알츠하미어 치매에서 

치매의 진행단계에 따라 일주기리듬의 전진과 지연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5. 노인성 치매와 수면무호흡증 

수면무호흡증이 인지기능의 장애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치

매와 수면무호흡증의 연관성 여부는 주목을 받았다. 특히 알

츠하이머 치매에서 주요 관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산화대

사경로에 관여를 많이 받음으로 저산소증을 유발하는 수면

무호흡증이 치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

다고 하겠다(33). 그러나 연구결과는 이러한 예상과는 달리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동물실험결과 아세틸콜린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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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것은 지속적인 저산소증일 경우에만 나타나며 수면무호

흡증과 같이 간헐적인 저산소증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

였다(33). 또한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대조군에 비해 더욱 

심한 수면무호흡증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34). 따

라서 현재로는 수면무호흡증이 동반될 경우 알츠하이머 치

매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으나 유발요

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6. 노인성 치매환자에서 수면장애의 치료 

임상적으로 치매환자의 경우 소위 밤,낮이 바뀌어서 주간

에는 많이 자고 야간에는 각성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

한 현상은 간병인에게는 가장 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증상이

며 실제 치매환자를 수용화되도록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

히고 있다(35). 특히 이러한 현상은 중등도 이상으로 진행

된 알츠하이머 치매환자에서 많이 발견된다. 이러한 치매환

자에서 보이는 불면증 및 야간의 초조, 불안 그리고 행동상

의 문제 등을 조절하는 데는 전통적으로는 haloperidol이 가

장 많이 사용되어 온 약물이다(15). 요즘에는 지연성 운동부

전증(Tardive Dyskinesia)과 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비전

형성 항정신병약물의 사용이 많아지고 있다(15). 만일 순수

한 불면증만을 호소한다면 수면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럴 경우에는 Zolpidem과 같은 수용체 특이성이 높은 약물

을 사용하는 것이 치매환자에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잇

점이 있다(15). 

노인성치매의 야간 수면호전을 위한 멜라토닌의 사용도 

고려된 바 있다. 멜라토닌은 수면시에 생리적으로 증가하는 

호르몬이라는 점에서 수면유도효과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되어 왔다. 그리고 실제 멜라토닌이 수면유도효

과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36). 그러

나 멜라토닌의 수면유도효과는 멜라토닌이 정상적으로 분비

되지 않는 주간시간대에 주로 나타나며 멜라토닌이 정상적

으로 다량 분비되는 시간대 즉 일반인들이 잠을 자려는 시

간에는 별다른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로 인해 현

재로는 멜라토닌은 수면제라기 보다는 일주기리듬에 영향을 

줌으로써 수면유도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37). 

노인의 경우에는 멜라토닌의 분비가 정상적으로 줄어들며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 시신경교차상핵의 신경변성으

로 인해 일주기리듬의 와해가 발생함으로 이러한 경우에 멜

라토닌은 정상인에 비해 더욱 효과적일 가능성이 제기되었

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도 실제 연구에 의하면 10 mg 이

상의 고용량에서 일부 수면유도효과를 나타낼 뿐 그 이하 

용량에서는 별 효과가 없으며 특히 수면유지효과는 거의 나

타나지 않아서 효과가 불확실하다(38). 또한 멜라토닌은 혈

관수축작용을 함으로써 심혈관 및 뇌혈관계 질환의 위험성

이 있는 노인군에서는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으

로(39) 현재로서는 치매에서 권할 만한 약물치료는 아니라

고 하겠다. 

비약물치료로는 광치료, 낮잠의 제한 그리고 사회적, 육체

적 주간활동의 증가 등이 있다. 이중 광치료가 주간졸림증

의 개선 및 야간수면의 질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광치료의 시행시간대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효과면에서는 비슷하게 보고된 것으로 

보아서 광치료의 효과가 일주기리듬에 대한 빛의 영향으로 

인해 호전을 유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낮동안 빛 자체로 인

한 각성도의 향상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확실히 알 수가 없

다(40,41). 

 

결     론 
 

노인성치매는 수면구조의 분절과 일주기리듬의 와해를 유

발하여서 환자 및 보호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준다. 따라

서 치매환자에 대한 수면장애의 적절한 처치는 그 임상적 

유용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또한 렘수면을 중심으로 한 

수면구조의 변화에 대한 제반 분석은 노인성 치매의 기전을 

이해하고 조기진단을 가능하게 할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중심 단어：노인성 치매·수면·렘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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