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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간 수명의 1/3은 수면을 취하는 시간으로

건강 유지 및 정신적 안정에 있어서 수면은 가

장 중요한 생리 현상이다. 따라서, 불면증과 같

은 수면장애는 심혈관, 면역 기능과 같은 신체

적 건강은 물론이고 기억, 학습, 우울증 등 정

신적인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한 수면장애는 졸음운전과 같은 안전사고 및

업무력 저하도 야기시키는 등 삶의 질을 떨어

뜨리게 된다. 이러한 수면장애가 세계적으로 유

병률이 높아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세계

적으로 성인의 15% 정도가 만성 불면증에 시

달리고 있으며, 35% 정도는 간헐적 불면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에는 우리

나라도 불면증 유병률이 세계적인 수준에 근접

해가고 있다.

수면장애가 만연하면서 수면경제학(sleeponomic)

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수면제, 천연 수면

보조제, 기능성 매트리스 등 관련 제품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수면제의

의존성과 부작용 그리고 무엇보다 처방이 없는

이용의 편리성으로 인해 천연 수면보조제가 각

광받고 있다. 미국의 시장조사 기업인 ‘Packaged

Facts’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면보조제의 시장

이 확대되고 있으며, 2013년에는 75,900만 달

러(1조 2천억원, 환율 2009.3.1)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valerian,

St. John wort, chamomile 등 천연 식물 성분의

수면증진 기능성에 대한 연구와 제품화 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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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국내

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추를 비롯하여『동

의보감』같은 고문헌에 기록된 단삼, 백자인,

산조인 등 많은 소재들이 있음에도 실제 수면

증진 효과는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못한 실정이

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과 대만에서 전통 한방

소재 및 식품 성분의 수면 증진 기능성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어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

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수면증진 기능성의 평가는 대부분 신경과학

분야의 방법론 및 분석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In vitro에서는 binding assay, voltage clamp

technique, imaging 및 형광기법이 활용되고 있

으며, in vivo에서는 rat EEG 및 EMG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microarray 기법도

수면 연구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론으로 인식되

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수면증진 기능성

을 평가할 수 있는 최근의 방법론 및 기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론

1. 수면 관련 신경전달물질

신경전달물질은 신경세포에서 분비되는 신호

물질로 지금까지 40여종이 넘은 물질들이 밝혀

졌다. 이 중에서 GABA, serotonin(5-HT), mela-

tonin, adenosine 등이 수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

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먼저 GABA(γ-Ami-

nobutyric acid)는 중추신경계의 활성을 억제하

는 기능을 가지는 신경전달물질로 사이신경세

포(interneuron)에 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GABA가 결합하게 되는 GABA receptor(수용체)

는 수면, 진정과 같은 다양한 생리적인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GABA
A
, GABA

B
 및

GABA
C
 3가지가 밝혀져 있다. 이 중 GABA

A

receptor가 수면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는데, α, β, γ, δ 및 ρ의 5개의 subunit로 구성

되어 있다. GABA는 GABA
A
 receptor의 α 및

β subunit에 결합하여 이온통로를 여는 작용을

하는데 염소이온이 신경세포 내로 유입이 되면

신경이 억제되어 수면-진정효과가 나타나게 된

다. Serotonin은 다양한 subtype의 receptor들을

활성화시켜 운동신경, 감각 중추, 대뇌 피질 등

에 영향을 준다. 특히, 주위 환경을 조용히 만

들고 불안감을 감소시키면 serotonin이 증가하

게 되어 쉽게 잠을 잘 수 있다. 5-HT
2A
와 5-

HT
2C 

receptor는 수면제의 중요한 약리학적 target

으로 매우 비슷한 성향을 띠고 있다. 또한,

melatonin은 pineal gland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으로 신경 내분비 작용에 관여하며, 망막에서

dopamine이 방출되는 것을 억제한다. Melatonin

receptor에는 MT
1
, MT

2
 그리고 MT

3
가 대표적

인데 이 중 MT
1
과 MT

2
가 G-protein-coupled

receptor로써 우울증 및 불면증 완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adenosine은 endogenous

ligand로 G-protein과 연결된 cell 표면의 recep-

tor들(A
1
, A

2
, A

3
)과 상호작용을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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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nosine은 A
1
, A

2
 receptors와 연계하여

inhibitory CNS neuromodulator로서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수면제들 또

한 대부분이 위의 언급된 신경전달물질 receptor

에 agonist 또는 antagonist로 작용하는 물질들

이다. 

2. In vitro assay 

2.1. Radio-ligand binding assay

Radio-ligand binding assay는 방사선 동위원

소를 사용한다는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이 간편하고 재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신경전달물질의 효능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초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로 방사

선 동위원소가 라벨링된 물질(기존의 알려진 결

합물질, radio-ligand)과 시험하고자 하는 물질을

경쟁적으로 receptor(수용체)에 결합시키는 com-

petitive binding assay가 사용되고 있다. 분석

결과 radioactivity가 낮은 경우 radio-ligand가

그만큼 결합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시험물질의

결합능력이 우수한 것을 의미한다. Radio-ligand

를 이용한 binding assay는 각각의 신경전달물

질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흐름은 거의

유사하다. 특정 신경전달물질의 수용체가 다량

으로 분포하고 있는 조직이나 과발현된 세포의

membrane을 만들고 여기에 radio-ligand와 시험

Table 1. Drug Candidates for Insomnia

Drug Name Pharmacologic Action Company Developmental Phase 

 Silenor® (doxepin) Histamine1 and 2 receptors antagonist

5-HT
2A

 and 5-HT
2C

 receptors antagonist

Somaxon NDA Submitted 4/08 

Ciltyri®, Eplivanserin, 

SR 46349 

5-HT
2A

 antagonist Sanofi-Aventis US/EU decisions expected

in 2009

ORG 50081 (esmirtazapine) 5-HT2 antagonist, histamine1 antagonist Schering-Plough Phase III 

Tasimelte, VEC-162 Melatonin receptor agonist Vanda Pharmaceuticals Phase III 

Almorexant, ACT-078573 Orexin1 and 2 receptors antagonist Actelion Phase III 

PD-6735 Melatonin agonist Phase 2 Discovery Phase II 

Pimavanserin, ACP-103 5-HT
2A

 inverse agonist Acadia Phase II 

PD-200, 390 Voltage-gated calcium channel

alpha(2)delta subunit modulator 

Pfizer Phase II 

EVT 201 GABA
A
 partial agonist Evote Phase II 

LY2624803, HY10275 5-HT
2A

 and histamine1 antagonist Eli Lilly, Hypnion Phase II 

TIK-301, LY156735 Melatonin agonist, 5-HT
2C

 antagonist Tikvah Pharmaceuticals Phase II 

(출처: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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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을 동시에 반응시킨 후 결합하지 못한

radio-ligand를 glass fiber filter를 이용하여 제거

한다. 이후 Liquid Scintillation Analyzers를 이

용하여 radioactivity를 측정하면 Fig. 1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IC
50
을 구함으로써 결합능

력이 우수한 물질들을 스크리닝할 수 있다. 수

면과 관련된 신경전달물질의 receptor binding

assay에 대한 세부적인 조건들은 Table 2와 같다.

Fig. 1. In vitro inhibition of radio-ligand binding to CHO cells expressing human 5-HT
2C

 receptor by various compounds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s of competitive binding assay for various neurotransmitters

 Adenosine(A) Serotonin(5-HT) GABA Melatonin(MT)

Receptor A
1

A
2

5-HT
2A

5-HT
2c

GABA
A

 

MT
1

MT
2

Model Human recombinant

Rat recombinant

Human recombinant Rat cerebellum

Rat cortex

Human recombinant

Radio-ligand [3H]2-chloro-N6-

cyclopentyladenosine

[3H]-mesulergine [3H]-muscimol

[3H]-flumazenil

2-[125I]-

iodomelatonin

Buffer 50mM Tris-HCl binding buffer 50mM Tris-HCl 

binding buffer

50mM Tris-HCl binding 

buffer

50mM Tris-Mg 

binding buffer

Condition 23oC, 90 min 27oC, 60 min 4oC, 10 min 25oC, 90 min

Other applications Cardiovascular-, inflammatory-, 

neurological diseases

Migraine, memory, 

depression, anxiety, 

gastrointestinal 

disorders

Anxiety, irritability, 

depression

depression

(출처: VitaPlant AG,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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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Voltage clamp

In vitro에서 신경전달물질 receptor의 효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voltage clamp technique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세포 내외에 존재하는 이

온은 전하를 띠고 있어 세포막을 가로지르는

이온의 이동은 전류로서 측정될 수 있는데 이

를 이용하여 특정 전위에서의 이온의 이동 방

향 및 이동양을 측정하게 된다. 특히, two-

electrode-voltage clamp가 가장 일반적인 측정

방법으로 이것은 세포(주로 oocyte)에 존재하는

미세전극으로 막전위를 측정하고 고정하고자 하

는 전위와의 차이를 비교하여 고정 전위 차이

와 같은 전위를 유지하기 위해 clamp circuitry

를 통해 세포 내 다른 미세전극으로 전류가 주

입되면, 이 주입되는 전류가 동시에 측정되는

것이다. 

GABA
A
 및 serotonin receptor의 경우 이온

채널을 가지고 있어 voltage clamp 기술을 이용

하여 효능평가가 가능하다. GABA는 GABA
A

receptor에 결합하여 이온 채널을 열어 세포내

로 Cl− 이온의 유입이 증가하게 된다. 이 때

GABA
A
 receptor에 결합하여 receptor를 활성화

시키는 물질이 존재할 경우 Cl− current가 더욱

증가하게 된다(Fig. 2). 따라서 이러한 GABA-

induced Cl− current의 측정을 통해서 수면 증진

효과를 알아볼 수 있다. 5-HT
2A

 및 5-HT
2c

receptor는 serotonin이 agonist로써 receptor와

결합하게 되면 G-protein의 α, β, γ가 유리되며

이 중에서 α는 phosphoinositide를 변형시켜

PLC-β-dependent를 생산하여 소포체 내에 존재

하는 Ca2+가 세포 내로 방출되는데 이를 억제

하는 antagonist가 수면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Fig. 2). 5-HT receptor의 경우도

Ca2+의 농도변화에 따라 그 효능을 평가할 수

있다.

Voltage clamp는 개구리의 일종인 Xenopus

laevis의 oocyte(난세포)를 이용하는데, 특정

receptor의 cRNA를 삽입시켜 발현시킨 후

channel의 활성도를 전류의 흐름으로 측정한다

                  Fig. 2. GABA
A
 receptor의 Mechanism (left), Serotonin receptor의 Mechanism (right)

                  (출처 : www.CNSfor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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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oltage clamp 측정 결과를 통해서

potency와 efficacy를 구할 수 있어 보다 더 효

능이 높은 물질의 선택이 가능하다(Fig. 4). 

이러한 전기생리학적인 방법 외에도 patch

clamp system이라고 하여 이온채널의 활성도를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포

막에 1 마이크론 정도의 구멍을 가진 글래스

피펫으로 기가옴 patch를 만든 후 세포막을 구

멍에서 파열시켜 세포내의 전기적 연결을 함으

로 세포막 표면에 있는 이온채널의 활성화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Fig. 5). 최근에는 세포를

찌르는 과정에서 세포에 손상을 일으키는 voltage

clamp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비파괴성 전기

생리적 측정이 가능한 일회용 칩을 사용하는

방법이 최근 개발되었다. 또한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GABA에 의한 호흡과정으로 CO
2
에 의

해 증가하는 산도를 측정하는 microphysiomtry,

방사선 동위원소와 결합된 Cl−(36Cl−)를 이용하

여 GABA receptor의 작용에 의해 세포 내로

유입된 36Cl−를 측정하는 radioactive Chloride

Flux와 BCECF Fluorescence Assay, VIPR 등

이 있다. 

            Fig. 3. Xenopus oocyte system

            Fig. 4. Result example for oocyte voltage clamp 

            (출처: B. Ebert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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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 vivo assay

3.1. Rat sleep EEG

수면에 관련된 동물실험으로는 정좌반사

(righting reflex)를 기준으로 수면 유도시간과 수

면 지속시간의 측정 및 locomotor activity 등을

실험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뇌파도

(electroencephalogram : EEG) 및 근전도도(elec-

tromyogram : EMG)를 측정함으로써 이러한 것

들을 한꺼번에 분석하고 있다. EEG 및 EMG

분석을 이용한 실험에는 주로 mouse 및 rat이

이용된다. 본고에서는 rat을 이용한 수면증진 효

과 분석을 위한 실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3.1.1. Rat brain surgery

일반적으로 체중이 250~300 g인 7주령 된

male Sprague Dawley rat를 사용하는데 항온항

습(24 ± 2oC, 55 ± 15%) 하에서 12시간 주기의

light/dark cycle(light on from 07:00 to 19:00)

에서 1주일간 안정화시켜 실험에 사용한다. 안

정화시킨 rat을 흡입마취 시켜 stereotaxic

apparatus(뇌정위기)에 고정하고, 두피를 절개하

여 두개골에 미세한 구멍을 내어 4개의 EEG

전극을 삽입하고 목 근육에 2개의 EMG 선을

심는다. 먼저 EEG를 측정하기 위한 전극은 대

뇌 피질에 접촉하도록 Bregma로부터 -1.0 mm

떨어진 측면 정수리 부분(P), Lambda로부터

+1.0 mm 떨어진 측면 후두골(O), Bregma로부

터 -4.3 mm 떨어진 배측 해마(H)와 Bregma로

부터 +3.0 mm 떨어진 전두엽 피질(F)에 위치한

다(Fig. 6). 그리고 EMG는 후두골 뼈와 목 근

육사이(M)에 2개의 전선을 삽입한다. 전극의 삽

입이 끝나면 dental cement로 고정 및 봉합한

                         Fig. 5. Patch clamp system

                         (출처: www.ionchannel.ku.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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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항생제를 투여한다. 전체적인 수술 흐름은

Fig. 7과 같다. 

3.1.2. EEG 및 EMG recording

전극 삽입 수술이 끝난 후 동물사육실에서 2

주간 12시간 주기 light/dark cycle(light on from

07:00 to 19:00)에 맞춰 상처회복기간을 가지며,

이기간이 끝나면 실제 EEG 및 EMG를 측정할

cage안에서 동일한 시간에 전극을 연결하고 생

활하는 적응기간을 약 5~7일 동안 가진다. 생

리식염수를 투여하여 baseline 상태에서의 EEG

및 EMG를 분석하고 이 후 시험물질을 투여하

여 12시간동안 기록하여 시험물질에 의한 수면

증진효과를 분석한다. EEG의 측정은 외부의 소

음이 완벽히 차단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적정 항온항습 조건이 유지되어야 한다(Fig. 8). 

3.1.3. 수면구조분석

EEG 및 EMG의 sampling rate는 200/s로

EEG (0.1~30 Hz), EMG (3 Hz~1 KHz)는 동시

에 여과되고 확장되어 기록된다. EEG 및 EMG

기록은 SleepSign이란 수면구조분석 프로그램에

서 10초 단위로 깨어있는 상태(Wake), 수면 중

인 상태(NREM, REM)로 구분한다. 참고로 수

                         Fig. 6. Location of electrodes for recording rat EEG

                         (출처: Protocol for Rat Sleep EEG, NeuroDetective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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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 Rat brain surgery

                                Fig. 8. EEG and EMG reco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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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중인 상태인 NREM과 REM은 생리적 상태

가 다르다. NREM 수면 상태에서는 대부분의

생리적 기능이 각성상태와 비교하여 현저히 저

하(맥박 안정, 호흡 규칙성 등)되어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REM 수면은 각성상태와 유

사하고, 매우 활동적인 뇌 기능과 생리적 기능

발현이 특징인 상태이다. 수면의 구조는 Fast

Fourier transform(FFT) algorithm에서 FFT값은

delta wave(0.65~4 Hz), theta wave(6~10 Hz)

그리고 alpha wave(10~13 Hz)를 수치화된 값으

로 알 수 있다. Fig. 9와 10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동물에서 각 수면의 단계별 특징을 살펴보

면 깨어있는 상태인 Wake에서의 EEG 및 EMG

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적으로 FFT 값들이 낮

           Fig. 9. (A): Fast Fourier transform (FFT) algorithm, (B): Behavioral states standard criteria

           (출처: Sayaka et al., 2008)

            Fig. 10. Sleep analysis using Sleep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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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운동성의 행동이 양성(+)이며, EMG 활성이

양성(++)으로 값이 높게 나타난다. 수면 상태

중 NREM sleep에서는 FFT 값 중 delta wave

의 값이 높게 나타나고 EMG 값은 낮게 나타

난다. 그리고 또 다른 수면 상태인 REM sleep

에서는 FFT값 중 theta(rhythms)wave의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EMG값이 가장 낮게 나타

나는 특징이 있다. 기록되어진 뇌파는 이러한

특징들로 분류되어 total sleep time(TST), slow

wave sleep(SWS) time, paradoxical sleep(PS)

time, % of recording time, percent of PS/

TST, sleep latency, episode frequency, episode

duration, EEG power density, NREM delta

power 등 수면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들로 해석

된다. 

Fig. 11은 동물실험에서 합환피 추출물을 이

용한 수면증진 효과를 알아본 결과이다. 위에

서 언급한 수면 유도시간과 수면 지속시간, 운

동활성 등은 아래의 EEG 및 EMG를 이용한

측정 실험방법으로 모두 알 수 있다. 수면의

질적 양적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 가장 많이 보

는 것이 sleep latency(수면 입면시간), total

sleep time(총 수면시간), stage time in sleep

structure(각 부분별 수면 상태) 등이다. Sleep

latency를 보면 합환피의 투여는 baseline에 비

해 약 22% 가량 감소해 수면이 들기 쉽게 하

는 것을 알 수 있으며, total sleep time 또한

약 17% 가량 증가해 총 수면 시간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각 부분별 수면 상태

를 보면 깨어 있는 시간이 23% 가량 감소하였

고, 꿈을 꾸지 않는 숙면 상태인 NREM sleep

은 4% 가량 증가하였으며, 꿈을 꾸는 수면 상

태인 REM은 무려 101% 증가하였다. 이는 합

환피 추출물을 투여한 동물군에서 수면의 질적

인 면과 양적인 면 모두에 효과가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Fig. 11. Effects of oriental arborvitae (Albizzia julibrissin Durazzini, 합환피) ethanol extracts on sleep latency and total
sleep time (A) and sleep structure (B) in SD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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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Microarray

Genome project에 의해 수많은 유전정보가 쏟

아져 나옴에 따라,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서로

연관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다. 즉, 분자생물학 분야의 연구방향

이 DNA의 구조적 해석에서 기능적 해석과 유

전자들의 상호 연관성의 규명을 위한 연구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트렌드가 최근 들

어 수면 연구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수면을 조

절하거나 수면에 의해 조절되는 유전자들을 탐

색하고 분자생물학적 측면에서 수면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의해 subtractive hybridization과 differential

display와 같은 ‘high-throughput’ 실험기법을 통

하여 수면과 관련된 후보 유전자들(candidate

genes)이 발견되었다. 이후 개발된 또 다른

‘high-throughput’ 실험기법인 microarray를 통하

여, 많은 연구자들은 수면에 대한 근본적인 궁

금증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하고 있다. 

Microarray는 전체 유전자 발현 분석을 통하

여 방대한 유전정보를 효율적으로 축적 및 이

용할 수 있는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실험기

법이다. 특히, 이 기술은 유전자 발현, 변이나

단일염기다형성(SNP) 등을 단시간에 대량으로

탐색할 수 있어 유전자의 기능을 밝히는데 유

용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칩에는 각각의

해당 유전자를 대표할 수 있는 DNA 조각이

probe로써 고정되어 있고, 검색하고자 하는 DNA

시료를 칩에 hybridization 시키게 되면 이들은

상보적으로 probe에 결합하게 된다. 최근에는

유전자 기능 해석의 발전, microarray platform

의 진보 및 표준화,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달

로 인해 microarray 실험기법은 수면 상태에서

유전체의 변화를 탐색하기 위한 이상적인 방법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Microarray는 수면 및

각성 상태에서 뇌의 차이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면 생물학(sleep

biology)에서의 주요한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면 연구에서 microarray는 여러 생물체의 뇌

에서의 유전자 발현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최

근에는 뇌 이외의 다른 조직들을 이용한 연구

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또한, 수면연구에 있

어서 microarray 실험법은 과일파리, 랫 및 마

우스에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흰정수리북

미참새(Zonotrichia leukophrys)에서도 수행되었

다. 이러한 생물체에서 수행된 microarray 연구

는 비록 그 종들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수면, 각

성, 수면 장애에 의해 비슷한 생물학적 경로가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Microarray를 통한

연구에 의해 수면과 각성 상태에서 시냅스 가

소성(synaptic plasticity)과 lipid, protein 등과

같은 macromolecule의 생합성과 관련된 유전자

들의 발현이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과도한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HSPA5 유전자

발현의 증가로 인하여 chaperone을 encoding함

으로써 세포에 스트레스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 이외에도 microarray를 통하여 수면

부족에 의해 carbohydrate, energy, tricarboxy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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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d(TCA), lipid, aldehyde 및 amine 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발현이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microarray는 질병의 분자생물학적 신호

를 확인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수면 부족 상태에서 amylase를 encoding하는 유

전자의 발현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고, 이

는 실제로 타액 내 amylase가 증가를 통해 확

인되었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obstructive

sleep apnea)에서는 reactive-oxygen species

(ROS)의 조절에 수반되는 유전자의 발현이 변

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생물학적 경

로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일시적인 변화를 통

하여 수면 장애의 존재를 판정할 수 있을 것이

다. 인간에게 있어서 수면의 시기나 시간은 유

전적이다. Quantitative trait locus(QTL) 연구를

통하여 수면 부족에 의해 수반되는 유전자군이

13번 염색체에 위치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

후 microarray를 통하여 13번 염색체에 존재하

는 Homer1a는 cyclic AMP response element-

binding protein(CREB)에 의해 그 발현이 조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omer1a의 pro-

Fig. 12. Examples of experimental strategies in microarray research to elucidate the identity of genes whose expression
exhibits differences between bouts of sleep and wakefulness

(출처: Mackiewicz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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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er에는 polymerphism이 존재하여 CREB의

결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해당 유전자의 발현

을 조절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micr-

oarray 연구를 통해, polymerphism에 의한

Homer1a 유전자의 다양성이 수면 부족에 대한

반응의 차이를 유도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

게 되었다.

앞으로 microarray는 수면 생물학에서의 근본

적인 궁금증에 대한 가능한 가설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면을 증진시키는 식품 성분 또는 약물에 대

한 영향도 유전자 수준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본 실험법은 수면 부족 및 장애에

서 바이오마커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

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

하여 수면 연구에서 진단용 분자생물학적 신호

를 정립하고, 수면 부족 및 장애로 인해 야기

되는 악영향에 대한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분자생물학적 신호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

다. 그리고 신경단위체들에서 수면 부족으로 인

한 유전자 발현의 변화를 연구해 나가야 할 것

이며, 말초기관에서 수면과 각성 기간 동안의

유전자 발현 변화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

러나 microarray에서 mRNA의 발현 변화는 그

에 해당하는 단백질의 변화로 번역이 이루어지

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수면에 의한 변화가

일어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고

이를 통한 가설을 이끌어 내는 것이므로 추가

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4. Human trial

인체시험을 통한 수면증진 기능성 평가는 대

부분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수면다원검사를

이용한다. 수면다원검사는 수면의 질과 양을 측

정하고, 여러 수면 질환과 장애를 찾아내는 방

법이며 수면장애의 정확한 진단과 장애의 정도

를 평가하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수면

다원검사와 함께 설문조사 및 수면일지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기도 한다. 

4.1. 수면다원검사 방법

수면다원검사는 수면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

가할 수 있는 검사로 다양한 신체 신호들로부

터 수면구조 및 수면과 관련된 이상 유무와 정

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에 환자의 평상시 취침시간에 맞

추어 8시간을 기록한다. 일반적으로 기록하는

수면다원검사의 항목들은 뇌파(elecrroencephalo-

graphy, EEG), 안구운동, 턱 및 하지의 근전도

(elecrromyelography, EMG), 비강 및 구강의 공

기흐름, 흉부운동과 복부운동, 심전도(electrocar-

diography, ECG) 및 동맥 혈 산소포화도, 맥박

수, 체위 등을 측정한다(Fig. 13). 

4.2. 수면다원검사의 판독

수면전문가는 여러 가지 센서로 측정한 자료

를 종합하여 30초 단위로 수면단계를 판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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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사람에서의 수면 상태는 동물보다 좀 더

세분화되어 분석된다. Table 3을 보면 wake상

태에서 EEG는 alpha 파형이 현저하게 나타나

며 beta 파형이 약간씩 혼합되어 나타난다. EOG

는 천천히 때론 빠르게 움직인다, 그리고 EMG

는 매우 높게 나타난다. NREM수면 상태인

Stage 1에서는 alpha 파형대신 낮은 전압이 현

저하게 나타나며 기본적인 파형이 혼합되어 나

타나기도 한다. 가끔씩 최고 높은 파형이 나타

나기도 한다. EOG는 천천히 움직이며, EMG는

wake보다 낮게 나타난다. Stage 2에서는 수면

파형과 K complexes가 기본적인 EEG 파형보

다 20% 적게 delta 파형이 나타나며, EOG는

나타나지 않고 EMG는 wake보다 낮게 나타난

다. Stage 3에서는 EEG delta 파형이 보통의

퍼센트 (20~50%)로 나타나며, EOG는 나타나지

않으며, EMG는 wake보다 낮게 나타난다. Stage

4에서는 EEG delta 파형이 50% 이상 나타난다.

REM sleep상태에서는 낮은 전압과 기본파형이

혼합되어 나타나며, theta 파형이 높게 나타난

다. 그리고 EOG는 급격하게 빠르게 움직이며,

EMG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REM sleep과

NREM sleep의 구별은 EEG와 EOG의 패턴이

질적으로나 극적으로 다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피검자의 총 수면시간, 수면

효율, 입면잠복기, 렘수면 잠복기, 각 수면단계

의 비율, 수면 중 각성시간 및 수면 중 호흡장

애를 포함한 다른 수면 장애의 공존여부에 대

한 객관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수면 문

제에 대한 진단과 치료 방향이 설정될 수 있고,

            Fig. 13. Polysomnographic of development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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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요법, 인지행동 교정, 외과적 수술, 지속

적상기도양압술 등의 구체적인 방법이 권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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