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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Introduction: It has been proposed that narcolepsy and REM sleep behavior disorder (RBD) have overlapped symptom profile and 

pathophysiology. This study was aimed at measuring and comparing changes in EEG frequency band of REM sleep in narcolepsy 

and RBD, applying EEG spectral analysis method. 

Methods: Nine patients diagnosed as narcolepsy and the same number of RBD patients were studied. Spectral analysis of the REM 

sleep EEG was performed in each patient on 9 epochs selected evenly from the first, second, and third REM periods. Then, we com-
pared frequency band percentages of REM sleep EEG in narcolepsy and RBD. 

Results: Narcolepsy patients had significantly higher delta frequency ratio than RBD ones (p=0.00). In alpha and beta2 frequency 

bands, RBD patients showed higher percentage than narcolepsy ones. Slow wave sleep was more prevalent in narcolepsy patients. 

But, no difference of REM sleep percentage was found between the two groups (p=0.93). 

Conclusion: Higher delta frequency ratio in REM sleep of narcolepsy patients than RBD ones reflects that sleep-promoting mecha-
nism is more dominant in narcolepsy than in RBD.  Sleep Medicine and Psychophysiology 2008；15(1)：33-38 
 
Key words: Narcolepsy·REM sleep behavior disorder·EEG spectral analysis. 

 

 

 

서     론 
 

기면병은 각성(wakefulness)과 렘(rapid eye movement, 

REM)수면의 이상을 특징적으로 보이는 질환이다(1). 낮 동

안의 과도한 졸리움과 함께 기면병에서 흔히 보고 되는 렘수

면 이상은 입면기 렘수면(sleep-onset REM period), 수

면 마비, 입면 환각, 탈력 발작 등이다. 이러한 증상은 렘수

면이 각성시기나 얕은 수면단계에 갑자기 나타나서 생기는 것

으로 해석되고 있다(2).  

기면병의 유병률은 0.02~0.07%(3,4)로 보고되고 있다. 

발병 연령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50대까지 다양하나 주로 

사춘기 무렵이다(5).  

렘수면 행동 장애(REM sleep behavior disorder, 이하 

RBD)는 렘수면에서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무긴장증(atonia)

이 불완전하게 나타나 꿈을 꾸는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는 병

이다. 이로 인해 본인이나 같이 자는 사람이 신체적 손상을 

입는 경우가 흔히 나타난다. RBD는 1980년대 중반에야 공

식적으로 학계에 보고되어(6), 1990년에 국제수면장애분류

에 포함된, 비교적 최근에 공식적으로 인정된 수면장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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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D는 주로 50세 이상의 고령에서 발생하기 시작하며, 남

녀비가 7：1 정도로 남자에서 흔하다. 일반 인구의 유병률은 

약 0.5%이다(7). 

수면장애 분류에서는 두 질환이 그 동안 별개의 병으로 간

주되어 왔으나, 서로 연관이 있을 가능성은 비교적 오래 전

부터 제시되어 왔다(2,8). 기면병과 RBD 모두에서 렘수면

의 조절이상(dysregulation)이 있고, 수면-각성의 경계가 모

호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Nightingale 등(9)은 RBD에서 보

이는 증상이 기면병 환자의 36%에서 렘수면 동안 보인다며 

두 질환이 임상적으로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기질적 병변 후에 두 질환이 같이 발병하며 병태생리학적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 증례보고도 현재까지 2편

이 있었다. Compta 등(10)은 69세 여자 환자가 항Ma2-뇌

염(Anti-Ma2 associated encephalitis)에 걸리고 나서 기면

병과 RBD 증상을 동시에 보인 증례를 보고하였다. Mathis 

등(11)은 뇌염 후에 MRI에서 내측피개부위(mediotegmental 

lesion) 병변이 확인된 30세 남자 환자에서 기면병과 RBD 

증상을 보인 증례를 보고하면서, 이 해부학적 부위가 두 질

환의 공통경로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스펙트럼 분석은 복잡한 파형을 사인파 또는 코사인파로 

분리하는 과정인 푸리에(Fourier)변환을 통해 단위시간의 

파형을 주기에 따른 진폭의 양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뇌파

의 스펙트럼 분석 방법은 수면다원기록을 눈으로 판독하여 

해석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넘어, 기능적 이상

을 좀 더 자세하게 구별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차성 불

면증 환자의 경우, 기존의 수면다원검사를 통해서는 병태생

리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불면증 환자에서 뇌파의 스펙트럼 분석을 시행한 

연구(12)를 통해 정상 대조군에 비해 베타(beta)파 영역

의 활동도가 증가한 소견을 가지고 원발성 불면증에서의 과

각성(hyperarousal) 가설을 지지하는 쪽으로 해석한 연구

가 있었다. 

현재까지 스펙트럼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기면병과 RBD 

각각을 정상대조군과 비교하여 진행한 연구는 있었지만, 두 

질환을 직접 비교하여 시행된 연구는 아직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렘수면의 이상 소견을 공유하는 두 질환에서 렘

수면 단계의 뇌파를 스펙트럼 분석하여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두 질환의 미세 소견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대상자는 2005년 2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서울대학교

병원 수면의학센터에서 병력청취, 이학적 검사 및 야간수면

다원검사를 통해 기면병으로 최종 진단받은 환자 16명과 RBD

로 진단받은 환자 28명중에서 선정하였다. 기면병 진단에는 

수면잠복기반복검사(MSLT, multiple sleep latency test)

가 추가로 시행되었다. 

이 중에서 호흡장애지수(RDI)가 10 이상이거나, 내외과 질

환이나 정신과 질환이 같이 있거나, RBD의 원인이 될만한 중

추 신경계 질환을 앓는 환자는 제외하였다. 동반 질환은 의

무 기록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두 군의 성비를 맞추어 기

면병과 RBD군에 각각 남자 5명, 여자 4명씩 배당하여, 총 

18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2. 연구방법 

 

1) 야간수면다원검사 

수면다원검사기는 Grass model 78(Grass Instrumental 

Co., U.S.A)을 사용하였다. 각종 전극과 감지기들은 표준화

된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부착하였다. 뇌파, 안전도, 하악근

전도, 심전도, 호흡음, 구강 및 비강공기흐름, 흉곽호흡운동, 

복부 호흡운동, 사지 운동, 그리고 혈중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

하였다. 뇌파 전극은 10~20체계(13)에 의거하여 C3/A2, 

O1/A2, O2/A1에 부착하였다. 이 중 수면뇌파의 파워스펙

트럼 분석에 사용한 전극은 C3/A2였다. 안전도 감지기는 

외안각 외측 1 cm 상하방에 각각 부착하였다. 근전도 감지

기는 하악근 위에 부착하였다. 코골이 소리를 측정하기 위한 

호흡음 마이크를 후두 부위에 부착하였다. 비강의 공기 흐

름을 측정하기 위한 감지기(thermocouple)를 코와 위 입술 

사이에 부착하였다. 심전도 전극은 지정된 위치(modified 

lead II position)에 부착하였다. 하지의 근육 수축을 측정

하기 위한 근전도 전극은 양쪽 다리의 전경골근에 부착하였

다. 혈중산소포화도 측정용 감지기는 왼쪽 둘째 손가락 끝

에 부착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뇌파(EEG), 안전도(EOG), 하악근전

도(Chin EMG), 심전도(ECG), 호흡음, 구강 및 비강의 공

기흐름, 흉곽 및 복부의 호흡운동, 사지운동 및 혈중 산소포

화도 등을 대상자의 야간 수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측정

하였다. 

수면다원기록은 검사와 동시에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

과 정도언 교수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공학과 박광석 교

수 팀이 공동으로 개발한‘디지털 수면 다원 신호 획득 시스

템(IPSS, Intelligent Polysomnography System)’을 사용

하여 디지털 자료로 저장하였다. M67(Innovative Integra-

tion, U.S.A.) DSP(digital signal processing) 모듈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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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Grass model 78 수면다원기록기에서 얻어낸 수면

다원검사의 아날로그 신호를 256 Hz의 sampling rate으로 

처리하여 디지털화하였다. 

수면다원기록은 국제판독기준(14)을 따라 한 명의 수면

의학 전문의와 한 명의 수면의학을 전공하는 정신과 전문의

가 판독하였다. 판독된 수면다원기록은 IPSS와 같이 개발한 

전산화 프로그램(Xomnus 0.09 beta)에 입력하여 총수면시

간, 수면 효율, 입면 잠복 시간, 각 수면 단계의 비율, 렘수면 

입면잠복시간 등의 값을 산출하였다. 

 

2) 스펙트럼 분석 

분석에 사용되는 뇌파는 10~20체계(14)에 따라 부착된 

C3/A2로부터 얻었다. 수면다원기록의 판독이 완료된 대상

자의 수면 그림(hypnogram)을 통해 스펙트럼 분석을 실시

할 수면단위(epoch)를 선정하였다. 

각 대상자의 전체 수면 주기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그

리고 세 번째 렘수면에서 각각 세 개의 연속된 수면 단위를 

선정하였다. 렘수면 단계에서 무호흡증이나 주기성 사지운

동증, 렘수면 중의 움직임과 같은 수면 중 사건(event)이 발

생한 단위는 제외하였다. 스펙트럼 분석은 앞서 수면다원기

록의 판독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시행

하였다.  

각 수면단위의 뇌파에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
formation, FFT)을 시행하여, 주파수 대역(band)의 절대 

파워를 계산하였으며, 이들의 총합인 총 대역 파워를 구하

였다. 각 대역 파워를 총 대역 파워로 나누어 대역 별 상대 

파워를 계산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수면단위를 선택

하면, 그 수면 단위 내에서의 C3/A2 뇌파에 대해 전체 중

에서 각 주파수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제시하

도록 하였다. 

주파수 영역은 델타(delta), 세타(theta), 알파(alpha), 베

타1(beta1), 베타2(beta2)로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다. 각 

영역의 대역은 델타(0.5~2.5 Hz), 세타(2.5~7 Hz), 알파

(7~12 Hz), 베타1(12~20 Hz), 베타2(20~50 Hz)로 구

분하였다. 

 

3) 통계 분석  

양 군에서의 인구학적 정보나 수면다원검사 변인의 차이

를 조사하기 위해 Mann-Whitney U test를 시행하였다. 또

한, 양 군의 전체 렘수면과 각 렘주기에서의 스펙트럼 분석 

자료는 t-test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한글판 SPSS 12.0 for windows를 사

용하였다. 통계의 유의수준은 p<0.05로 양측 검정을 하였다.  

 

연 구 결 과 
 

1. 인구학적 정보 및 수면다원검사 결과  

연구 대상군의 인구학적 특성과 수면 변인은 표 1에 제

시한 바와 같다. 기면병군의 평균 연령은 25.9±11.5세였으

며, RBD 군의 평균 연령은 57.9±12.1세였다. 인구학적 변

수에서는 나이 외에 체중이나 신장, 체질량계수(BMI, body 

mass index)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 집단 간의 수면다원검사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입

면잠복시간은 RBD군에서 13.0±14.2분으로 기면병군의 

3.7±4.0분에 비해 유의하게 길었다(p=0.03). 수면구조에

서 1단계수면(%)는 RBD군에서 18.9±7.3%, 기면병군에서

는 12.9±8.6%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0.11). 3단계와 4단계 수면을 합한 전체 서파수면(%)에서

는 기면병군이 12.4±5.3%로 RBD군의 0.97±1.1%에 비

해 크게 나타났다(p<0.01). 렘수면(%)에서도 두 집단간에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19.5±3.7% 대 19.3±5.6%, p=0.93). 

 

2. 스펙트럼 분석 

두 군 간의 렘수면 스펙트럼 분석 결과는 표 3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난 주파수 대역은 

델타(p<0.01), 알파(p=0.02), 베타2 (p<0.01)이었다. 

Table 2. Polysomnographic parameters of the study subjects 

Narcolepsy 
(n=9) 

RBD 
(n=9) Sleep parameters 

Mean±SD Mean±SD 
p-value 

Total sleep time (min) 464.6±39.6 428.10±30.8 n.s. 

Sleep efficiency (%) 090.5±08.6 087.10±04.3 n.s. 

Sleep latency (min) 003.7±04.0 013.00±14.2 <0.03 

REM sleep latency (min) 047.7±65.9 098.90±49.6 n.s. 

Stage 1 (%) 012.9±08.6 018.90±07.3 n.s. 

Stage 2 (%) 048.2±14.2 050.20±07.1 n.s. 

Stage 3 (%) 007.1±03.6 000.97±01.2 <0.01 

Stage 4 (%) 005.3±05.3 000.00±00.0 <0.01 

Stage 3+4 (%) 012.4±05.3 000.97±01.1 <0.01 

Stage REM (%) 019.5±03.7 019.30±05.6 n.s. 
Mann-Whitney U test, p<0.05 

Table 1. Demographic data of the study subjects 

Narcolepsy 
(n=9) 

RBD 
(n=9) Demographic data 

Mean±SD Mean±SD 
p-value 

Age 025.9±11.5 057.9±12.1 <0.01 

Body weight 070.9±14.9 063.9±10.3 n.s. 

Height 167.7±07.3 165.1±08.7 n.s. 

BMI 025.1±04.5 023.3±02.3 n.s. 
BMI：body mass index. Mann-Whitney U test, p<0.05 
 



 

기면병과 렘수면행동장애의 뇌파 분석 

36
두 군 간의 스펙트럼 분석을 렘수면의 주기별로 살펴 보

았을 때 결과는 표 4와 같다. 결과는 전체 렘수면을 대상

으로 분석한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고     찰 
 

이번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렘수면에서 이상을 보이는 

두 질환인 기면병과 렘수면 행동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두 

진단군에서 렘수면 뇌파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미세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기

면병군에서 RBD군에 비해 델타파의 비율이 유의하게 상승

해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속파(fast frequency)인 베타2 

영역은 RBD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수면 구조에서는 서파 수면이 기면병군에서 RBD군에 비

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RBD군에서는 서파 

수면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기존의 연구결과에서는 RBD

군에서 정상 노인 인구에 비해 서파 수면의 비중이 더 많다

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15). Shenck 등(16)은 RBD에

서 서파 수면의 양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직접적인 에너지 

보존의 기전이라기 보다는 RBD에서 중추신경계의 이상이 

발생하면서 생기는 결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RBD 군에서 서파 수면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전 연

구 결과와 합치하지 않는 소견이다. 아마도 분석 대상자의 

수가 적어서 생긴 선택편견(selection bias)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렘수면을 중심으로 

두 군간의 차이를 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서파 수면의 양이 

감소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두 군에서 렘수면 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최근 기면병에서는 hypocretin(Hcrt) 신경세포의 소실이

나 뇌척수액내에 Hcrt-1의 농도가 낮은 것이 특징적인 소

견으로 보고되고 있다(17-19). 기면병 환자에서 시상하부 

Hcrt 신경세포의 85~95%가 감소되어 있다는 보고도 있

다(20). Hcrt 신경세포는 흥분성(excitatory)이며, 각성기

간 동안에 렘수면 조절과 관련된 뇌간구조(brainstem struc-
ture)에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21). 현재까지 알려진 바

에 따르면, 기면병의 발병에 시상하부에서 Hcrt을 포함하는 

신경세포의 소실로 인한 Hcrt의 결핍이 관여하는 것으로 생

각되고 있다. 

뇌간 내의 여러 신경 구조물이 렘수면의 무긴장증 생성에 

관여하므로 뇌간의 병변이 RBD의 발병기전에 작용할 것이

라는 추측을 하고 있다(22). RBD는 특발성(idiopathic)인 

경우도 있지만, 뇌간을 침범하는 뇌혈관 질환, 종양, 탈수초

성 병변(demyelinating lesions)에서 이차적으로도 발생한

다. 또한, 파킨슨병, 루이소체 치매, 다발성 신경계 위축 증후

군 등 신경퇴행성 질환과 자주 동반된다. Stiasny-Kolster 

등(23)은 초기에 특발성 RBD로 진단받은 환자를 10년에

서 30년까지 장기 추적한 결과, 65%에서 후에 신경퇴행성 

질환을 진단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기면병군과 정상 대조군에서의 뇌파 스펙트럼 분석을 시

Table 3. Differences of frequency band percentages between
narcolepsy and RBD in total REM sleep period 

Narcolepsy (%) RBD (%) Frequency  
bands Mean±SD Mean±SD 

p-value 

Delta 33.3±7.3 28.5±5.3 <0.01 

Theta 18.8±2.9 18.5±2.9 n.s. 

Alpha 15.4±4.1 16.8±3.3 <0.02 

Beta1 13.0±3.5 13.6±2.3 n.s. 

Beta2 19.2±3.1 22.4±5.4 <0.01 
Delta：0.5-2.5 Hz, Theta：2.5-7 Hz, Alpha：7-12 Hz, Beta1：
12-20 Hz, Beta2：20-50 Hz t-test, p<0.05 
 

Table 4. Differences of frequency band percentages between 
narcolepsy and RBD in each REM sleep period (REMP) 

  Narcolepsy RBD p-value 

First REMP Delta 33.3±6.2 27.2±5.1 <0.01 

 Theta 19.1±3.2 18.6±3.1 n.s. 

 Alpha 15.1±3.8 17.0±3.6 n.s. 

 Beta1 13.7±3.0 13.9±2.2 n.s. 

 Beta2 18.7±1.8 23.1±6.0 <0.01 

Second REMP Delta 32.2±8.9 28.6±5.5 n.s. 

 Theta 18.3±2.6 18.6±3.3 n.s. 

 Alpha 15.9±4.9 16.7±3.1 n.s. 

 Beta1 13.4±4.5 13.6±2.4 n.s. 

 Beta2 20.0±4.4 22.3±6.2 n.s. 

Third REMP Delta 34.4±6.6 29.8±5.3 <0.01 
 Theta 19.1±3.1 18.3±2.4 n.s. 
 Alpha 15.2±3.7 16.6±3.4 n.s. 
 Beta1 12.0±2.8 13.4±2.3 n.s. 
 Beta2 19.1±2.4 21.7±4.1 0.01 
t-test, p<0.05 
 

Fig. 1. Differences of frequency band percentages between nar-
colepsy and RBD in total REM sleep period.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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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연구(24)에서는, 기면병 환자군의 비렘(non-REM)수

면과 렘수면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델타파의 증가와 베타파

의 감소 소견을 보였다. RBD와 정상 대조군의 비교 연구에

서는 비렘과 렘수면에서 델타파의 파워가 정상군에 비해 증

가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15). 렘수면 단계에서 RBD 환

자군이 정상군에 비해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 부위에서 세

타파 활동이 항진되어 있고, 후두엽 영역에서는 베타파 활동

이 감소해 있음이 보고된 바도 있다(25). 

기존에 기면병과 RBD 각각의 질환에 대해 스펙트럼 분석

방법을 적용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 렘수면에

서 기면병과 RBD에서의 뇌파 스펙트럼의 변화가 서파인 델

타파는 증가하고 속파는 감소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비슷

한 경향성을 보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질환의 병태 생리에 관여하

는 신경해부학적 부위가 다르나, 공통적으로 세포의 소실과

정이 동반된 신경퇴행성 과정이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을 여

러 연구자들이 인정하고 있다. 또한, 기면병과 RBD 각각을 

정상대조군과 비교한 뇌파 스펙트럼 분석 연구에서도 모두 

뇌파 주파수 영역에서 유사한 방향의 변화가 있었다.  

델타파 영역의 강도(intensity)는 수면 강도(sleep inten-
sity)를 반영하며(26) 베타파의 강도는 중심 각성 기전(cen-
tral arousal mechanism)의 수준을 반영한다(27). 따라서, 

이 연구에서 기면병의 델타파 활동이 RBD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두 질환에서 모두 신경퇴행 과정이 작용하지만, 

렘수면과 관련된 수면촉진기전(sleep-promoting mecha-
nism)은 기면병에서 좀 더 우세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렘수면의 이상조절과 관련된 증상이 각성 중

에도 보다 흔하게 나타나는 기면병과 렘수면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RBD의 임상상의 차이와도 부합되는 소견이다. 

Dauvillier 등(28)의 최근 연구에서도 본 연구의 결론과 

유사한 제안을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면병과 RBD의 렘

수면 특성을 수면다원검사로 비교해서 기면병에서 정상군에 

비해 무긴장증이 소실된 렘수면, 위상성(phasic)근전도 활

동 및 렘수면 밀도(REM density)가 증가해 있음을 보고하

였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기면병과 RBD에서 무긴장증이 

소실된 렘수면이나, 근전도 상에서의 근 긴장도를 증가시키

는 공통의 기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러

나, 기면병의 운동 이상(motor dyscontrol)이 RBD에서처

럼 렘수면에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운동 조절에 

대한 억제 시스템을 관장하는 신경 구조물이 기면병에서 좀 

더 광범위하게 손상되어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을 제시

하였다. 

이 연구에서 비교한 두 군의 평균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전 연구에서는 정상 성인에서 나이가 들수록 렘수면

에서 10 Hz 이하의 영역에서 서파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29). Landolt 등(30)은 앞선 연구와 유사하게 0.25~ 

7.0 Hz와 8.25~10.0 Hz의 영역에서 렘수면에서의 연령의 증

가에 따른 감소 소견을 보였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RBD

군의 0.25~2.5 Hz에서 기면병에 비해 저하된 소견을 보였

으나, 2.5~7 Hz에서는 연령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또한, Dijk 등(29)와 Landolt 등(30)이 모두 

감소경향을 보고한, 8.25~10 Hz를 포함한 알파파(7~12 

Hz)영역에서는 RBD군에서 기면병군에 비해 유의한 증가 소

견을 보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RBD군에서 델타파가 감소한 

것이 나이의 영향에 의해 과장되게 나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전체 결과를 나이의 영향만으로 설명하

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분석에 포함된 기면병과 RBD군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두 질환의 호발 연령과 비슷하다. 기

면병은 사춘기 무렵부터 이른 나이에 발병하는 편이고 유병

률이 0.02~0.07%이므로, 50대 이상에서 처음 진단되는 경

우는 매우 드물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의 평균 연령 차이는 

임상 상황 실제를 더 잘 반영한다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정

상대조군이 없어 두 질환에서 정상군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 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 연구는 기면병과 RBD에서 렘수면 뇌파를 스펙트럼 분

석 방법을 적용하여 시행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요     약  
 

목  적：기면병과 렘수면 행동장애(RBD)에서 모두 신경

퇴행적 과정이 존재할 가능성과 함께 두 질환의 증상 사이

에 공통점이 있다는 제안이 많이 있었다. 이 연구는 두 렘

수면 관련 질환에서 스펙트럼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렘수면 

뇌파의 미세 차이에 관해 살펴 보고자 하였다. 

방  법：기면병과 RBD 각 군에서 9명씩 성비를 맞추어 

분석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각각의 분석대상자의 세 개의 렘

수면 주기에서 각각 연속된 세 수면단위를 골라 한 사람당 9

개의 수면단위에 대해 스펙트럼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델타파 영역에서는 그 비율이 기면병군에서 RBD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알파파(p=0.02)와 베타

2영역(20~50 Hz)에서는 RBD군에서 기면병보다 비율이 유

의하게 높았다(p<0.01). 서파수면은 기면병에서 많았으나 양 

군간에 렘수면 분율의 차이는 없었다(p=0.93). 

결  론：기면병의 렘수면에서 RBD에 비해 델타파의 비율

이 높은 양상은 수면촉진기전이 기면병에서 좀 더 우세하게 

작용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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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단어：기면병·렘수면행동장애·뇌파 스펙트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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