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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Cytokines are the main regulatory molecules of not only immune system but also sleep system. Research on the role of cytokines 

on sleep has greatly been expanding since the first report of sleep-promoting effects of interleukin-1, the first cytokine molecule. 

Interleukin-1 and tumor necrosis factor are most widely studied among various cytokines. Studies over about twenty years 

demonstrate that most cytokines promote sleep but several cytokines inhibit sleep. Slow wave sleep is the main part that cytokines 

have effects on. Besides normal sleep physiology, cytokines have more major roles on pathophysiology of various sleep disorders. 

Obstructive sleep apnea is the representative sleep disorder that shows how deeply cytokines are involved in their pathophysiologic 

mechanisms of sleep disorders. Though there are many controversial issues on this topic, more mysterious part of normal sleep 

physiology and sleep disorders will be revealed in near future through thorough studies on sleep and cytokine.  Sleep Medicine and 

Psychophysiology 2005；12(2)：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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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시토카인(cytokine)은 인간의 역사보다 오래된 물질이

다(1).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5억년 전 무악류(jaw-
less fish)를 시작으로 볼 수 있겠지만 시토카인과 유사한 

전구물질을 근원으로 한다면 8억 5천 년까지 그 뿌리를 찾

을 수 있다. 이는 시토카인이 오래 전부터 진화의 과정을 거

쳐 숙주의 방어체계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음을 짐

작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오랜 기원을 가졌다

는 사실 이외에도 이러한 물질이 중추신경계에도 존재해왔

다는 사실은 시토카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면역체계 내

에서의 국한된 역할을 넘어서 보다 폭넓은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게 한다. 그간의 연구를 통하여 이제

는 단순히 시토카인이 수면과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일반적

인 주장을 넘어서 그러한 연관성의 세부적인 기전까지 설명

해주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관성의 비

밀이 많이 밝혀질수록 이전까지 규명되지 않은 수면질환의 

많은 감추어진 부분도 함께 밝혀지고 있는 추세이다. 본고

에서는 시토카인과 수면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관련 분야

에서의 향후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코자 한다. 

 

본     론 
 

1. 시토카인 

시토카인은 주로 조혈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수용성 단백

질로서 면역세포의 성장, 발달 및 활성을 조절하기 때문에 

선천적 면역반응에서뿐만 아니라 적응적 면역반응에서도 핵

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2). 이러한 역할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면역질환과 염증성 및 감염성 질환에서 시토카인

의 이상이 초래되기도 한다. 시토카인의 특징적인 점은 종

류가 다양하면서도 여러 개의 시토카인이 비슷한 기능을 나

타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의 시토카인이 다양한 세포에 

작용을 나타내는 다면발현성(pleiotropism)을 보인다는 것

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시토카인은 매우 많은 종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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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일일이 그 종류를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대표적

인 시토카인으로는 인터루킨(interleukin, 이하 IL), 종양괴

사인자(tumor necrosis factor, 이하 TNF), 인터페론(inter-
feron, 이하 IFN) 등을 들 수 있으며, 적혈구생성인자(ery-
thropoietin), 집락자극인자(colony-stimulating factor) 등도 

시토카인에 포함된다.  

 

2. 수면이론과 시토카인의 발견 

시토카인과 수면과의 관계에 대한 탐구는 수면을 조절하

는 물질이 무엇이냐는 의문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체액성

(humoral) 조절이론은 수 천년 전부터 있었던 이론으로 체

액성분에 의하여 수면이 조절된다는 이론이다. 고대에는 수

증기 같은 것이 수면을 유도한다고 생각했었으며 19세기 후

반까지도 피로물질이라는 것을 통해 수면이 이루어진다고 알

려졌다. 1909년에 수면박탈 된 개의 뇌척수액을 주입 받은 

다른 개가 수면과 유사한 최면상태에 빠져드는 것을 발견함

으로써 수면독소(hypnotoxin)라는 수면유발 체액성분의 존

재가 점쳐지면서 체액성 조절기전의 실체에 더욱 가깝게 다

가가게 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에는 기면성 뇌염(ence-
phalitis lethargica)의 증례들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면서 

뇌염의 병변이 뇌의 어느 부위를 침범하는 가에 따라 불면과 

과수면의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신경성

(neural) 조절이론이 체액성 이론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하지만 1967년에 수면박탈된 염소의 뇌척수액을 쥐에 주입

하여 수면을 유도한 연구로 다시 수면유도 체액성분에 대

한 연구가 중흥하기 시작하였다(3). 이 수면유도물질은 S인

자(factor S)로 명명되었고(4), 이후 계속되는 연구를 통

해 추출, 정제, 특성화되어 뮤라밀펩티드(muramyldipepti-
de)임이 밝혀졌다(5,6).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이 뮤라밀

펩티드가 림프구활성인자 혹은 내인서 발열원이라고 불려지

는 IL-1의 합성과 분비를 유도하는 물질임이 밝혀졌다. 이

후 IL-1이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7)부터 시작하여 서파수면을 증가시킨다는 연구(8)를 

거쳐 지금은 다양한 방면으로 수면에 영향을 주는 시토카인

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3. 감염성 질환에서의 수면과 시토카인 

시토카인은 기존에 면역기능과의 관련된 역할이 먼저 알

려져 있었기 때문에 수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면

역기능과 관련하여 주로 이루어졌다. 인간이 흔하게 겪는 것

이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감염성 질환 이환시에 분비되는 

시토카인을 매개로 한 수면의 변화를 누구나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여러 동물연구를 통해서 바이러스, 세균, 진균, 원충 등

과 같은 다양한 병원균의 종류에 상관없이 감염성 질환에서

는 수면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9-13). 수면의 증

가 가운데서도 서파수면의 시간과 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용량의존적인 관계를 보여준다(14). 또한 이러한 

수면증가를 유발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병원균의 세

포벽 구성성분인 뮤라밀펩티드와 지질다당질(lipopolysac-
charide, 이하 LPS) 그리고 바이러스의 리보핵산 등으로 이

미 밝혀진 상태다. 실제로 감염을 일으키지 않고 이러한 물질

을 정제하여 실험쥐에게 주입을 하는 것만으로도 발열반응이 

나타나며 수면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14-16). 인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도 고용량 LPS를 주입한 실험대

상에서 발열반응을 위시하여 심박수, 코르티솔, 시토카인, 서

파수면의 증가를 관찰할 수 있었다(17). 특이한 것은 저용량

의 LPS을 주입할 경우에도 시토카인과 서파수면의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수면반응은 발열반응이나 내분비반응보

다는 면역반응에 의해 더욱 민감하게 영향 받음을 알 수 있

다(17,18). 이는 감염시 특징적인 수면양상을 보이는 아프

리카 트리파노소마증(african trypanosomiasis)의 경우도 그 

기전에 인터페론이라는 시토카인이 작용하였다는 최근의 연

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19). 

 

4. 시토카인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 

현재까지 시토카인은 무수히 많은 종류가 발견되었지만 수

면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연구된 것은 TNF와 IL-1이다. 동

물연구에서 혈장과 뇌에서 TNF와 IL-1의 농도가 올라가

면 서파수면이 증가하고 이들의 농도가 낮아지면 서파수면

도 줄어듬이 밝혀졌다(20-22). 항체를 사용하여 이들의 활

동을 길항하였을 때도 수면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23). 

흥미로운 사실은 IL-1 수용체의 일부 조각으로 미리 전처

치를 하면 TNF로 유발되는 서파수면의 증가현상이 약해진

다는 점과 TNF 길항제가 IL-1의 서파수면 유발작용을 방

해한다는 점이다(24). 이들 수용체가 결핍된 생쥐에서도 정

상에 비하여 수면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5,26). 

또한 IL-1수용체 결핍생쥐에서 IL-1를 투여해도 서파수면

이 증가되지 않지만 TNF를 투여하면 서파수면이 증가되며, 

위와 동일한 연구과정을 거치면서 대상물질만을 서로 뒤바꾼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는 사실을 종합해보면 이들

은 상호 영향을 미치며 수면을 조절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토카인이 수면을 조절하는 데 있어 작용하는 여러 매개

물질의 하나로 핵인자κB(nuclear factorκB, 이하 NFκB)

를 들 수 있다. TNF와 IL-1 공히 NFκB 의 전사를 자극

함으로써 수면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FκB 자

체는 TNF IL-1의 생산을 증진시킴으로써 양성 되먹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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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형성하여 수면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모든 시토카인이 수면을 증진하는 것은 아니며 IL-4, IL-10, 

IL-13 등의 시토카인은 수면을 저해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

다(27). 이들은 위에서 언급한 NFκB의 활성을 저하시킴으

로써 이러한 작용을 한다. 

 

5. 폐쇄성 수면 무호흡과 시토카인 

수면질환 가운데 시토카인과 연관하여 가장 많이 연구된 

질환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으로 보다 상세하게 이들의 관련

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은 심혈관계 질환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

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바로 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으로 

크게 인식되는 대사증후군과 연관하여 시토카인의 역할에 대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는 수면 

무호흡에서 초래되는 저산소증과 수면분절이 대사증후군의 

주된 기전인 인슐린저항성을 유발하는 여러 과정에서 시토

카인이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정상인보다 무

호흡 환자에서 IL-6나 TNF 등의 시토카인이 증가된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저산소증이 이들 시토카인을 증가시켜 당

대사를 교란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28,29). 

TNF는 중성지방과 체지방조절에 관여하는 시토카인으

로(30) 인슐린 길항작용을 통하여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증후

군을 일으키는 주요한 인자라는 증거들이 많다(31). TNF나 

TNF 수용체에 돌연변이가 나타난 비만한 쥐를 이용한 연구

에서 계속 비만인 상태에서도 비만과 연관성이 있는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면 TNF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다(30,32). 다른 연구에서도 TNF는 인슐린이 매개하는 

신호전달과정을 혼란시켜 당섭취와 저장을 교란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33,34), 인슐린에 민감한 티아졸리디네디온(thia-
zolidinediones)이 TNF를 감소시켜 TNF로 매개되는 인슐

린 신호과정의 방해작용을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다(35).  

IL-6도 제 2 형 당뇨에서 증가되어 있는 시토카인 가운데 

하나이다(36). IL-6의 농도가 증가되는 것은 인슐린 저항

성과 연관되고 제 2 형 당뇨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37-39). 높은 고도에서 나타나는 저산소증에서

도 시토카인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도 이를 지지하는 증거이

다(40,41). 수면 무호흡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농

도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지속성 기도양압 치료

를 한달 정도 적용한 연구에서 농도가 저하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28,29,42). 

임상적 측면에서는 시토카인이 주간졸림증과 연관되는 것

으로 알려졌다. IL-6, TNF 등이 증가하거나 외부에서 주입

해주면 졸리움이나 피로감이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다(43).  

최근에는 아디포카인(adipokine)이라고 하여 지방세포에서 

유리되는 물질이 부각되고 있다. 지방세포는 자율신경계 및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계를 포함하여 여러 곳으로부터 신

호를 받고 있고 렙틴(leptin), IL-6, TNF, 지방결합소(adipo-
nectin) 등을 분비함으로써 다른 곳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다. 

렙틴은 식욕과 에너지소비를 조절하여 체중을 변화시키는 

지방세포 분비물질이다(44). 중추적으로는 흑색소부신피질

자극호르몬을 매개로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계를 통하여, 

말초적으로는 인슐린 신호단계를 거쳐 인슐린 민감도를 증진

하고 포도당 항상성을 조절하는 생리과정에 여러 단계로 관

여하면서 상기의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45-47). 

체외연구에서도 인슐린 유전자 전사와 분비를 저하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48). 인슐린은 거꾸로 렙틴이 활성과 분

비를 자극한다. 수면무호흡증은 고렙틴혈증과 연관을 보이

는데 이는 인슐린 농도와도 연관이 되고 내장비만(visceral 

obesity)과의 관련성도 대두되고 있다(28,49-51). 비만인 

다수가 렙틴이 높게 측정되고 효과도 둔화됨이 보고 되어 되

먹임 과정의 이상조절로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저항성이 연

관된다는 가설을 지지해준다(45). 무호흡에서 초래되는 간

헐적 저산소증을 실험쥐에게 노출시켰을 때도 혈중 단백질 

농도가 올라가고 렙틴 유전자의 표현이 늘어남을 관찰할 수 

있었다(52). 또한 렙틴도 지속성 기도양압 치료에 농도가 저

하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49,53-59).  

렙틴 이외에도 지방결합소와 resistin과 같은 새롭게 연구

되는 물질들도 있지만 아직은 초기단계의 연구들이라 여기

서는 논외로 한다. 

 

6. 시토카인과 기타 수면질환 

만성불면증은 CD3+, CD4+ 숫자가 감소하고 자연살상세

포의 반응이 줄어든 것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60). 

한 연구에서는 IFN-γ 혹은 IFN-γ/IL-4 비가 감소한 것

이 불면증과 연관되었다는 결과를 통해 조력T세포의 균형에 

이상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하였다(61). 

기면병의 경우에 기존의 연구에서 HLA-DR2 and HLA-

DQ1와의 연관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다(17). 또한 최근의 연구에서 시상하부의 hypocretin이상

이 기변병 병태생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

이 밝혀진 이후에 이러한 hypocretin의 이상이 자가면역질

환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62). IFN이 hypocretin의 생산을 방해한다는 것도 기

면병과 면역기능과의 연관성을 더욱 뒷받침해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63).  

만성피로 증후군(chronic fatigue syndrome)과 섬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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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통(fibromyalgia)은 모두가 수면곤란을 보이는데 검사에

서 비렘수면의 이상과 연관하여 개운치 않은 수면이 나타나

는 질환이다. 또한 두 질환 모두가 전염성 단핵구증(infectious 

mononucleosis)이라는 급성열성질환 이후에 나타난다는 공

통점을 보여준다. 병태생리에 대한 가설 중에 시토카인의 이

상으로 기인된다는 설명도 있는바, 만성피로 증후군의 경우엔 

IL-6와 TNF가 증가되어 있고 IL-10의 생산이 감소된 연

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17,64). 

알레르기 환자의 경우에도 IL-1, IL-4, IL-10 등의 농

도가 올라가 있는데, 이는 수면시작이 빠르고, 렘수면잠복기

의 연장 및 기간 단축과 연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65).  

감염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알코올 중독증의 경우에도 

자연살상세포의 활동도와 야간 IL-6의 생산이 감소되어 있

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서파수면의 감소와 렘수면의 증

가와 연관되어 나타난다(66).  

우울장애는 수면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흔한데, 두 질병 

모두 림프구의 반응성이 증가되어 있고 IL-6와 IL-8의 농

도가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다(67). 또한 자연살상세포나 T

세포의 감소가 비렘수면과 주관적 수면의 질저하와 연관된

다는 연구도 있다(68). 흥미로운 사실은 우울증이 심한 환자

에게 LPS를 주입하면 TNF, IL-1, IL-6의 증가와 함께 

렘수면의 감소를 보이며 기분이 호전되는 것을 볼 수 있었

는데, 이러한 단기호전은 수면박탈을 통해서 기분이 호전되

는 정도와도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69,70).  

마지막으로 수면을 조절하는 유전자의 자리를 찾는 연구

에서도 현재까지 알려진 10개의 후보 염색체 가운데 8개의 

자리가 시토카인을 포함된 면역기능을 담당하는 염색체에 존

재한다는 것도 시토카인이 수면의 조절에 얼마나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71). 

 

결     론 
 

이상에서 시토카인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과 여러 수면질환

에서 시토카인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았

다. 이와 관련해서 아직은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이므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시토카인이 비렘수면의 조

절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시

토카인이 수면무호흡증을 비롯한 여러 수면질환의 병태생리에

서 중요할 뿐 아니라 졸리움과 같은 여러 임상증상과도 밀접

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시토카인에 대한 여러 연구

가 단지 수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심혈관질환과도 깊

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그 결과가 주는 의미

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중심 단어：수면·시토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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