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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모든 생명체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리듬에 적응하고 

이를 수용하며 내재화한다. 이러한 리듬의 대부분은 일주기/

계절 주기와 같은 지구물리학적 요인과 관련이 있으며, 지구

물리학적 리듬은 지구의 특성에 기반을 둔다. 1년(또는 지구

가 태양 주위를 완전히 한 번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365일 

6시간 9분 10초이다. 지구의 자전축은 23.5도로 기울어져 있

으며, 이로 인해 계절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낮과 밤의 주기가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달 

또한 지구-태양과 관계를 맺으며 움직이기 때문에 음력(1달

은 24.53일, 1일은 24.8시간)이라는 시간 개념이 발달하게 되

었다. 환경적 리듬(environmental rhythm)은 다양한 생명체

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쳐 생명체들이 언제 먹이를 먹고 활동

을 하고 번식할지를 조절한다. 24시간 빛-어둠 주기와 해변

의 밀물-썰물 주기는 생명체들에서 다른 리듬이 발생하고 유

지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결론적으로, 생명체에서 보이는 리

듬의 대부분은 지구물리학적 리듬에 적응하는 과정의 반대

급부로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리듬은 ‘생물학적 리듬(biolo-
gical rhythm)’으로 불리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생

물학적 변수들을 연속적으로 측정하였을 때 주기적으로 되풀

이되는 특성이 있다. 생물학적 리듬은 생명체의 행동 및 생리

학적 기능을 파악하기 위한 시간적 틀을 제공해 준다.

프랑스 천문학자 드 메랑(Jacques d’Ortous de Mairan)은 

식물을 항시 어둠 속에 두었을 때에도 잎을 여닫는 시간적 양

상이 일반적인 밤-낮 주기에 따라 나타난다는 것을 관찰하였

다. 이는 생명체의 리듬을 조절하는 힘이 내재적으로 작용한

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이를 조절하는 내재화된 생물

학적 기전은 생체 시계이며, 외부의 주기적인 자극이 존재하

지 않을 경우에도 스스로 작동되는 일종의 진동자(oscillator)

이다. ‘생물학적 시계(biological clocks)’는 생명체들이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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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환경적 리듬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생리

적 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시계들은 생명체들이 자연의 리듬

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시간생물학(ch-
ronobiology)’은 삶의 주기적인 특성과 같은 생물학적인 시

간 구조의 기전과 현상을 탐구하고 객관적으로 정량화하는 

과학의 한 분야이다. 

‘일주기리듬(circadian rhythm)’은 대략 매 24시간마다 반

복되는 생물학적 주기를 말한다. 이는 오직 살아있는 생명체

들에만 존재하는 생물학적 조절 인자(regulator)이다. 이는 생

리적(체온, 호르몬 생성, 수면-각성 주기 등)이고 심리적(인

지기능, 기억력 등)인 기능이다. 일주기리듬은 어디에나 존재

하며, 단세포 생명체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기

체에 존재한다. 보통 우리의 수면-각성 주기, 심부체온 및 me-
latonin 리듬은 안정적인 위상을 유지하며 내부적으로 동조

화되어 있다. 또한 이들은 매일의 활동적 리듬(업무 처리, 혈

압, 다양한 호르몬들의 합성과 분비 등)을 조절하는 데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일주기리듬은 여러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작동하게 된다. 일주기리듬은 생명

체의 기본적인 특성, 환경과의 상호작용, 각종 질환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저자들은 일주기리듬의 다

양한 특성, 측정방법, 표지자 등과 인체의 일주기리듬이 어떻

게 조절되며, 생리적, 기능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

해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론

1. 일주기리듬의 특성

일주기리듬은 다양한 중요한 특성들을 보인다. 첫째, 일주

기리듬은 외부의 환경적인 시간적 자극 없이도 내재된 생체 

시계 및 추동체(pacemaker)에 의해 발생하며, ‘자이트게버

(Zeitgebers)’로 총칭되는 주변 환경의 신호 없이도 유지된다. 

둘째, 생명체는 일주기리듬을 내부적으로 작동시키지만 환경

적인 자극, 특히 빛-어둠 자극에 의해 주기가 동조될 수 있다. 

‘동조(entrainment)’는 동일한 주파수의 두 리듬이 한 쪽으

로 합쳐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조 인자가 리듬

의 위상을 변화시켜 생명체 내부에서 생성된 리듬이 동일한 

주파수의 환경적 진동자와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빛-어둠 

주기 변화와 같은 간단한 자극일지라도 효과적인 동조 인자

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빛-어둠 주기는 대부분의 생물 종에서 

주된 동조 인자이며, 특히 인체의 일주기리듬을 조절하는 데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수면-각성 주기에서, 외부에서 형성된 

melatonin과 사회적 자극 역시 중요한 동조 인자로 작용한다. 

최근 연구 결과 인체의 일주기리듬은 평균적으로 24시간보

다 약간 긴 것으로 알려졌다(Khalsa 등 2003). 결국 인간이 

환경적인 시간적 자극으로부터 고립된 상태에 있다면 일주

기리듬은 점차 24시간보다 길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태의 개

체들을 ‘자유가동(free-running)’ 상태라고 한다. 시간적 고

립이 길어질수록 체온과 수면-각성 주기 또한 크게 와해되는

데, 이를 내적 비동기화(internal desynchronization)라고 한

다. 따라서 동조는 매일의 상태 변화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

고, 이는 일주기리듬 시계(circadian clock)가 적절한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위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

을 시사한다. ‘동조되었다(entrained)’라는 용어는, 전반적인 

리듬의 시기와 동기화되어 24시간에 맞춰진 일주기계(cir-
cadian system)를 기술하는 데 사용된다. 동기화(synchroni-
zation)는 일주기계의 기간(t)이 24시간이며, 개별적인 다른 

주기들을 다소간 변화시켜 적절한 위상에 접어들게 하는 현

상을 의미한다. 재동조(re-entrainment)는 하루가 24시간이

라는 것에 맞추어 올바른 시간을 재설정하는 과정이다. 빛을 

안구에 노출시키는 것이 시간 재설정에 있어 가장 주된 자극

이 되며, 이는 맹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통해 증명되었

다(Skene 등 1999).

2. 일주기리듬의 표지자

내인성 melatonin 리듬을 측정하는 것은 내재적인 일주기

리듬 시계의 시간을 평가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방법이다. 혈중/타액 내의 melatonin 또는 요중 6-sul-
phatoxymelatonin 농도를 측정하는 것은 연구실과 실생활 

연구 모두에서 인체의 일주기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해준다. 

일주기리듬 측정에 사용될 수 있는 표지자로는 melatonin, 심

부체온, cortisol 등이 있으나, 이 중 실제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melatonin이다.

1) Melatonin 분비 시작점(dim light melatonin onset ;

DLMO)

가장 풍부한 정보를 전달해줄 수 있는 위상 표지자는 me-
latonin의 24시간 리듬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측정에

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저녁

에 melatonin 생산이 시작되는 순간을 측정하여 일주기리듬 

위상의 지표로 삼는 것이다. 100~180 lux 정도의 낮은 조도

에서도 일주기리듬의 위상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Boivin과 

Czeisler 1998 ; Zeitzer 등 2000). 억제의 정도는 하루 중 빛

에 노출된 이력(light history)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되

는데, 즉 연구 전에 어느 정도의 빛에 노출되었는지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Hébert 등 2002; Smith 등 2004). 측정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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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를 막기 위해 melatonin 표본은 50 lux 미만의 낮은 조

도에서 채취해야 한다. DLMO는 일주기리듬 위상이 정상인 

경우, 습관적으로 침대에 드는 시간(오후 7시 30분~10시)보

다 2~3시간 앞서 관찰된다.

DLMO를 부분적인 melatonin 변화와 구분하는 것은 다양

한 방법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절대적인 역치

값을 혈장 2~10 pg/mL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일부 사람들

은 melatonin을 매우 적게 생산하고(low producers), 이 경우 

2 pg/mL의 역치값을 적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타액에서의 

절대적 역치값은 3 pg/mL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더 신뢰할만한 값을 얻기 위해 수면 중의 melatonin 측정

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최대 melatonin 농도를 측정

할 수 있다. DLMO를 결정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평균 기

준치 표본들(DLMO 측정 이전에 채취한 최소 3개의 표본들

이 필요)에서 2 SD(standard deviation) 위로 역치값을 설정

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또한 기저치로부터 상승하는 시점을 

육안적으로 관찰하는 것도 가능하다.

DLMO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표지자 중 하나이며, 외부 

요인에 의한 영향이 가장 적다. 그러나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

을 미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있으며, 이러한 요

인들로는 자세, 운동 여부, 수면 및 수면 박탈, 카페인, 일부 

약물들(예 : NSAIDs, 베타 차단제 등)이 있다. DLMO가 표

지자로 사용되는 경우, 가능한 외부 요인들을 통제하여 신뢰

할 수 있는 값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2) 심부체온(Core body temperature ; CBT)

많은 증거들이 심부체온이 일주기리듬 추동체에 의해 조

절되는 신체적 과정 중 하나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심

부체온의 일주기리듬은 열 생산과 열 손실의 복합적인 작용

에 의해 결정되며, 열 손실이 많고 말초 피부의 혈관 확장이 일

어나는 밤 동안에 눈에 띄게 감소한다. 인체에서 수면은 CBT 

리듬 곡선이 최대로 감소하는 시점에서 시작되며, 최저 온도

에 도달하면 심부체온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낮 동안 최

고점에 도달한다. 

체온 데이터는 연속성 있게 수집하기 쉽고, 실험 대상을 크

게 방해하지 않으며, 수집 후 분석을 즉시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심부체온은 중추의 일주기리듬을 측정하

는 데 사용되는 표지자이다. 그러나 많은 요인들이 심부체온

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는 체위 변경, 신체 활동, 호르몬 

변화, 식이, 외부 환경(밝은 빛, 습기, 소리, 주위 온도 등) 등

이 포함된다. 초기 연구들은 수면 또한 심부체온에 영향을 미

친다는 가설을 제기하였으나, 최근 연구들은 이를 부정하고 있

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심부체온을 통해 일주기리듬을 예

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최근 ICSD-3(international clas-
sification of sleep disorder-3)의 Circadian rhythm sleep-

wake disorder 분류에서는 일주기리듬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심부체온 측정은 삭제되었다.

3) Cortisol

내인성 추동체는 시교차상핵(suprachiasmatic nucleus ; 

SCN)-부신 통로를 통해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분비에 영

향을 미쳐 일주기리듬을 조절한다(Smith 등 2004). Cortisol 

분비는 주기성이 매우 높은데, 낮에는 혈중 농도가 감소하고 

야간에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다가 심야에 급격한 증가를 보

여 아침(특히 기상 시간 직전 몇 시간 동안의 이른 아침)에 최

고조에 달한다.

Cortisol 수치는 혈액과 타액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혈중 

유리 cortisol은 타액으로 확산되며, 따라서 타액의 cortisol 

농도는 혈중 총 cortisol 농도보다 혈중 유리 cortisol 농도를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

Cortisol 리듬의 다양한 특성들을 일주기리듬의 표지자로 

사용할 수도 있다. 최저 시점과 정점 시각, 석간 농도 상승 시

작 시간, 휴지기의 시작 또는 종료 시간 등이 여기에 포함된

다(Van Cauter 등 1996 ; Weibel과 Brandenberger 2002). 

Cortisol 분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로는 신체적/정

신적 스트레스, 빛, 노화, 수면-각성 주기, 고단백 식이, 경련 

등이 있다(Rao 등 1989 ; Mehta 등 1994 ; Gronfier 등 1998 ; 

Scheer과 Buijs 1999 ; Leproult 등 2001 ; Caufriez 등 2002). 

다른 요인들에 의한 cortisol의 변화가 모든 연구에서 관찰되

는 것은 아니지만, 일주기리듬의 측정을 위해 cortisol을 표

지자로 사용할 때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최소화하거나 

적어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

4) 일주기리듬 표지자의 조합과 상관관계

일정하고 규칙적인 환경(conditions of a constant routine ; 

CR)하에서 심부체온과 DLMO 사이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높

은 편이다. 따라서 이 두 표지자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많은 연구들에서 사용되었다. DLMO와 cortisol 농도 역시 

일주기리듬 연구들에서 많이 사용되는 조합이다. 교대근무

자 집단에서 cortisol 농도와 DLMO를 측정한 결과 cortisol

의 휴지기 시작 시간이 melatonin 분비 시작의 위상과 일치

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Weibel 등 1999). 또한 세 표지자 모

두의 가변성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혈중 melatonin을 표지

자로 사용하는 것이 심부체온이나 cortisol을 일주기리듬 측

정 표지자로 사용하는 것보다 신뢰도가 높다는 결론을 내렸

다(Klerman 등 2002). DLMO는 세 표지자 중 가장 널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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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데, 이는 자료 수집과 분석이 용이하고, 외부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고 간단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인체의 일주기리듬

1) 수면-각성 주기

수면 경향성은 일주기계에 의해 결정되며, 수면 경향성이 

가장 빨리 나타나는 시점은 야간 melatonin 분비 시작 대략 

2시간 후, 그리고 심부체온이 저하될 때이다(Shibui 등 1999 ; 

Liu 등 2000 ; Lavie 2001). 잠이 든 후 8시간 동안 수면 경향

성은 높게 유지되며, 심부체온이 최저에 달하는 시점이 수면 

경향성이 최대가 된다. 또한 3시간 길이의 각성 기간이 두 번 

나타나는데,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잠에 들지 

못한다(Strogatz과 Kronauer 1985 ; Strogatz 등 1987). 첫 번

째 기간은 ‘각성 유지 영역’으로 불리며, 심부체온의 최저점 

6~9시간 이전(대략 오후 7~10시 사이)에 위치한다. 두 번째 

영역은 심부체온 최저점 4~7시간 이후에 관찰된다(대략 오

전 9~12시 사이). 이 두 번째 영역인 ‘기상’ 영역은 심부체온 

주기의 상승 기간 동안 나타나며, 각성경향성의 증가와도 관

련이 있다(Strogatz 등 1986 ; Dijk과 Czeisler 1995).

2) 심부체온

심부체온의 일주기리듬은 말초기관을 통한 열전도율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피부 정맥의 혈관 확장에 의해 

조절된다. 심부체온의 일주기리듬을 조절하는 기전에는 육

체적 활동 동안의 체온 조절이 포함되며, 일주기리듬과 활동-

휴식 주기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이 상호

작용은 특히 가벼운 운동이나 자발적인 활동에 대한 초기 반

응으로 나타나게 된다. 

동조된 환경에서의 수면은 심부체온 곡선의 감소 영역에

서 시작하며, 심부체온의 변화 속도와 신체의 열 손실이 최대

일 때와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오후 시간에 제공된 외인성 

melatonin은 오후 시간에 내인성 melatonin 수치의 상승으

로 인해 발생하는 수면 및 열 손실을 자극한다. 수면과 관련

된 뇌 영역은 체온에 민감한 세포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따

라서 수면-각성 주기가 체온 조절 변화 그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하다. 정상적인 환경 하에서는 수면-

각성 주기와 체온 리듬은 안정적인 내적 위상 관계를 유지한

다. 시간에 따른 내인성 심부체온의 변화는 사인곡선(sinusoi-
dal)에 가깝게 나타나는데, 심부체온 최저 시점(CBTmin)은 

보통 새벽 4~6시 사이에 나타난다. 수면은 심부체온이 떨어

지기 시작하는 시점에 보통 시작되며, 이는 CBTmin 5~6시

간 전이다(Carskadon과 Dement 1977 ; Czeisler 등 1992). 

일주기리듬 상 최대 수면은 CBTmin에서 나타난다. 습관적인 

기상 시간은 CBTmin 1~3시간 이후로, 심부체온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Dijk과 Czeisler 1994 ; Lack과 Lush-
ington 1996). 렘(REM) 수면 일주기리듬의 경계는 CBT 리

듬의 최저 시점 바로 직후에 위치한다. 따라서, 만약 내인성 체

온 일주기리듬이 수면을 시도한 시간보다 상대적으로 늦거나 

빨리 시작된다면, 잠이 들거나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체온과 melatonin 일주기리듬은 빛-어둠 주기의 동조 효

과에 의해 동기화를 유지한다. 내인성 melatonin 일주기리듬

은 CBT 리듬과 관련성이 높으며, 일주기계의 시기(timing)

를 측정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Shanahan과 Czeisler 

1991). 혈중 melatonin은 습관적으로 침대에 들기 2~3시간 

전(오후 9시경)인 저녁에 증가하기 시작하며, 최대 수치는 오

전 2시에서 4시 사이에 도달한다. 이 시점은 수면의 중간 시점

이며, CBTmin 1~2시간 전이다.

3) Melatonin의 일주기리듬 

Melatonin(N-acetyl-5-methoxytryptamine)은 주로 포유

류의 송과선(pineal gland)에서 합성된다. Melatonin 분비의 

일주기리듬은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시교차상핵에서 조절되

는데, 이는 송과선의 상경부신경절(superior cervical gangli-
on)로부터의 noradrenaline 시냅스에 의해 완성된다(Ebadi

과 Govitrapong 1985). Norepinephrine은 β1 adrenalin 수용

체를 통해 대부분 활성화되며, 세포 내의 cAMP 농도를 밤 사

이에 상승시키게 된다. cAMP의 농도 상승은 N-acetyltrans-
ferase의 발현을 유발하는데, 이 효소는 melatonin 합성의 생

화학적 경로에서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효소이다. 궁극적으로, 

N-acetyltransferase의 발현은 일주기리듬을 나타낸다. 포유

류에서 이 리듬은 시교차상핵에 병변이 생길 경우 송과선이

나 송과체 세포의 조절을 받지 못한다. Melatonin은 시교차

상핵 뉴런의 전기적 활성을 빠르게 억제할 수 있고, 점화 속

도에 관여하여 일주기리듬의 위상 이동을 유발할 수 있다. 

MT2 수용체는 위상 이동에 있어 중요하며, 시교차상핵에 me-
latonin이 미치는 동조 효과와도 관련이 있다.

인간에서 혈중 melatonin의 일주기리듬은 CBT 리듬과 밀

접한 관련이 있는데, CBT 리듬의 최저 시점이 혈중 melato-
nin 최대 시점 직후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외인성 melatonin

을 정맥 주사하면 피부 혈관의 확장이 일어나고 열 손실이 증

가하여 심부체온이 낮아진다. 이는 내인성 melatonin 분비가 

증가한 이후의 밤에 관찰되는 바와 같이, 피부 온도의 증가 

및 이와 동반되는 심부체온의 감소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러

한 효과들이 체온에 미치는 영향은 인간에서 관찰되는 저녁 

시간의 수면 경향성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다. 실제로 mel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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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은 인간에서 수면을 촉진하며, 수면-각성 리듬의 중요한 

조절 인자로 생각되고 있다. Melatonin이 수면을 어떻게 촉

진하는지에 대한 한 가설은, 심부체온을 저하시켜 시상하부

의 수면을 관장하는 영역의 활동을 유발하여 수면 경향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Melatonin 수용체는 뇌 핵(brain nu-
clei)에서도 발견되며, 이는 수면의 조절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면에서 melatonin의 역할은 중추신경계 뉴

런의 직접적인 활동 또한 포함한다.

Melatonin은 송과선에 의해 뇌척수액 및 혈액으로 분비된

다. Melatonin 분비는 모든 생물 종에서 일주기리듬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하루 중 어두운 위상 동안 최대에 달

한다. 리듬은 시교차상핵에 의해 형성되고, 빛-어둠 자극에 

따라 하루 24시간에 맞춰 동조된다. 또한 어두운 위상에서의 

광노출은 melatonin의 생산을 억제한다. 시교차상핵 내의 me-
latonin 수용체 발현 정도는 일주기 주기 동안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낮 시간에는 발현 정도가 낮고 밤 동안에는 발

현 정도가 높다(이 때 melatonin 분비 역시 가장 많아진다). 

24시간으로 동조된 정상 환경에서, melatonin은 새벽 2~3시

경 최대치를 기록하고, 약 4시간 전(전날 오후 10~11시경)부

터 상승하기 시작하며, 아침 9~10시경에는 기저 수준으로 떨

어진다. 수면은 melatonin 분비 1~2시간 후에 시작하고 me-
latonin 분비 중단 1~2시간 전에 종료되며, 대략 7시간 정도 

지속된다. Melatonin의 일주기리듬은 일주기계의 위상을 측

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Melatonin은 송과선에 저장되지 

않으며, 따라서 혈중 농도가 그 합성과 분비를 직접적으로 반

영한다. 리듬은 melatonin 분비 시작, 최고점, 분비 중단 시

점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DLMO가 일주기리듬 위상의 표

지자로 흔히 사용되지만, melatonin 분비 시작/중단 시간 역

시 표지자로 사용할 수 있다. 리듬의 진폭과 생산된 melato-
nin의 양은 송과선의 크기에 따라 개인별로 매우 다르지만, 

각 개인의 melatonin 생산은 상당히 일관적인 편이다.

Melatonin 합성과 분비는 짧은 여름밤에 비해 긴 겨울밤에 

더 많아진다. Melatonin 분비의 변화는 계절의 영향(낮 시간

의 길이 및 광노출의 길이 변화)을 받는다. 빛에 대한 이러한 

반응은 포유류에서 melatonin이 보이는 가장 중요한 생리적

인 특성이다. 광노출 기간에 의존적인 변화에는 심부체온의 

변화 및 수면 시간의 변화도 포함된다. 수 주 동안 규칙적인 

시간에 melatonin을 투약한다면 낮 길이를 인공적으로 변화

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따라서 계절 효과를 유도하거나 억제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요 생리적 변화는 prolactin (PRL)이나 

luteinizing hormone (LH), follicle stimulating hormone (FSH) 

분비와 같은 호르몬의 일주기리듬의 변화도 동반하였으며, 

이는 melatonin의 효과가 중추의 리듬 생성 인자들에도 작용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4) 내분비 기능

(1)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Hypothalamo-

pituitary-adrenal axis ; HPA axis)

Corticotropin releasing hormone(CRH)는 다양한 말초 

조직에서 합성되며, 에너지 균형, 신진대사, 면역 반응의 조

절에 관여한다(Richard 등 2000 ; Baigent 2001). CRH 수용

체(CRH-R) RNA는 포유류의 뇌와 뇌하수체에서 널리 발

현되고, proopiomelanocortin(POMC) 유전자의 활성에 관

여하며, 전방 뇌하수체에서의 adrenocorticotropic hormone 

(ACTH)과 β-endorphin 분비에도 관여한다(Van Pett 등 2000). 

Cortisol은 기상과 각성,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된 필수적인 

호르몬이며, 학습 및 기억 기능을 잠재적으로 조절하는 것으

로 생각되고 있다.

CRH와 ACTH, 부신피질로부터의 cortisol 분비를 잇는 

부신피질자극 축(corticotropic axis)은 다양한 체계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주기계에서 시간 정보의 주된 전달자

이다. 부신피질자극 축은 시교차상핵에 존재하는 뉴런으로

부터 시간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아 CRH 뉴런으로 전달하

고, 여기에서 시간 정보에 따라 CRH를 뇌하수체-문맥으로 

분비하게 된다. 또한 이에 맞추어 ACTH 분비 패턴이 결정

되고, 이에 따라 cortisol의 분비 패턴이 정해지게 된다. 초기

의 서파 수면이 풍부한 수면은 cortisol 분비의 급격한 억제

와 관련이 있으며, 렘(REM) 수면이 압도하게 되는 수면 후

반부에는 cortisol 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아침 기상 시간

에 최고조에 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서 수면-각성, 심부체온, 혈중 cortisol 

농도와 같은 리듬은 외부의 시간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없

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위상 관계를 유지한다. Cortisol과 

melatonin 리듬 사이에 시간적인 상관관계 또한 존재한다. 

젊은 성인에서, melatonin 분비 시작은 전형적으로 cortisol 

분비가 낮을 때 일어나며(휴지기), 휴지기의 시작과 melato-
nin 분비 시간 사이에 90분 정도의 시간 지연이 있다(Fabbi-
an 등 2013). 

노화에 따른 melatonin 분비의 감소는 노인에서 저녁에 cor-
tisol에 대한 민감도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ACTH 분비의 억

제가 둔화 및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이른 밤에 시상하부-뇌

하수체-부신 축의 활성화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노

화에 따라 남녀 모두에서 야간 cortisol 농도는 점진적으로 증

가하며, 이는 24시간 cortisol 농도의 증가와 일주기리듬 진

폭의 감소를 유발한다(Copinschi과 Caufriez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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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ACTH에 대한 부신의 반응을 측정

한 연구에서, 부신 반응은 뚜렷한 일주기리듬을 보였으며, 

부신의 민감도가 증가하였다. 반면 노인에서는 일주기 진폭

의 감소가 나타났다. 65세 이상의 고령에서, 불면증이 없는 

노인들도 저녁에 cortisol에 민감한 모습을 보였는데, 건강한 

젊은 성인에 비해 혈중 ACTH 농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는 것이 그 증거가 된다. 이는 중년 남성에서 ACTH, cortisol

의 상승으로 인한 잦은 수면 중 각성과 서파 수면 억제가 왜 

나타나는지를 설명해준다(Vgontzas 등 2001). 

Cortisol과 그 합성 유사체들은 음성 피드백을 통해 ACTH 

분비를 억제한다(Sayers과 Sayers 1947). 이러한 효과는 cor-
tisol 및 유사체들이 투약되는 생물학적 시간에 영향을 받는

다. Glucosteroid의 ACTH 분비 억제 효과는 glucosteroid를 

일주기리듬 상 ACTH 생산이 시작되기 직전에 투여했을 때 

최대가 된다. 이는 ACTH 분비를 억제하는 cortisol 농도 변

화에 필요한 역치의 감소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한 사

람에서 자정에서 오전 4시 사이에 6-methylprednisone(660 

ug/h)의 정맥주사를 통해 cortisol 생산의 억제가 유발되었다

(Ceresa 등 1969). 오전 4~8시 사이, 오전 4시~오후 4시 사이, 

오후 4~8시 사이에 투여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약한 억제 효

과가 관찰되었다. 또한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에 투약했을 

때는 억제 효과가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2) 소마토트로픽 축(Somatotropic axis)

성장 호르몬 분비는 growth hormone releasing hormone 

(GHRH)과 somatostatin의 길항 효과에 의해 조절되며, 상대

적인 분비 시기에 영향을 받는데, 이는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

이와 관련이 있다(Giustina과 Veldhuis 1998 ; Farhy 등 2002 ; 

Farhy과 Veldhuis 2004). 일부 연구들은 FSH와 LH 역시 GH- 
RH 분비의 성적 이형성에 관여한다고 밝혔다(wennink 등 

1990, 1991 ; Childs 등 2000). 시상하부의 somatostatin은 

GH-autofeedback을 조절하며, 이는 GHRH 맥동(Pulse)의 

주기적인 생성에 기여한다(Farhy과 Veldhuis 2003 ; Ander-
son 등 2005). GHRH와 somatostatin 사이의 상호작용은 소

마토트로픽 축의 진동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펩타

이드인 ghrelin을 자극하는 성장호르몬 분비는 GHRH/GH 

맥동을 증폭할 수 있다. 이러한 말초 효과에서, GH는 ghre-
lin 및 insulin related growth factor 1(IGF-1)과 상호작용한

다. 표적 조직에 있는 성호르몬의 유형이 이 수준에서 GH와 

IGF-1 수용체의 조절을 결정한다.

GH의 분비 패턴에는 분명한 성별 차이가 존재한다. GH는 

서파 수면 동안 우선적으로 분비되며, 서파 수면은 첫 수면 

기간에 집중되어 있다. 남성에서, 가장 높은 맥동은(24시간 분

비되는 양 중 70%를 차지) 서파 수면의 첫 번째 단계가 시작

된 직후 발생한다. 이와 달리 정상 여성에서 GH 맥동은 하루 

중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수면 시작과 관련된 맥동은 대부

분의 여성에서 발견되지만, 24시간 총 분비량 중 극히 일부

만을 차지한다. 수면의 시작과 GH의 맥동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면-각성 주기에 변화가 생기면 GH의 일주기리듬

이 즉각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관련성은 수면 조절에 관여하는 뇌 영역과 GHRH

가 시상하부에서 맺는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 특정한 길항제 

또는 면역 중성화에 의해 내인성 GHRH의 활동을 억제하면, 

수면과 GH 분비 모두 억제된다. 반면, 서파 수면을 촉진하는 

물질은 야간의 GH 분비를 증가시킨다(Muzet과 Brandenber-
ger 1996 ; Van Cauter 등 1997). Ghrelin/GHRP 유사체 및 

그 작용 물질들(hexarelin, ipamorelin)은 잠재적인 GH 분비 

촉진제이다. 노화는 일주기리듬의 감소와 관련이 있는데, GH 

분비의 연령과 관련된 변화는 somatostatin 분비 증가 및 

GHRH 반응성 감소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3) Prolactin

Prolactin 혈중 농도는 갑작스럽고 삽화적인 분비 패턴을 

보이며, 일주기리듬의 변동뿐 아니라 초일주기(ultradian) 리

듬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Prolactin의 정상 분비 패턴은 하

루 중 매 2~3시간마다 발생하는 다양한 진폭의 맥동으로 구

성된다. 렘(REM) 수면 도중 prolactin이 대규모로 분비된다. 

매일 활동을 하는 사람에서, 렘(REM) 수면은 주로 야간 수면

의 후반부에 발생하며, 따라서 이 때 혈중 prolactin 농도도 

최고조에 달한다. 남성과 임신/수유를 하지 않는 여성에서 

렘(REM) 수면은 prolactin 분비의 주된 조절 인자이다. 아

직까지 그 기전은 완전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prolactin을 체

내 주입한 경우 뇌파 상 렘(REM) 활동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수유 중인 여성에서는 유두 자극에 의해 prolactin과 옥시토

신 농도가 상승하며, 이러한 유두 자극이 순환하는 prolactin 

농도의 주요한 조절 인자가 된다.

수면의 시작은 prolactin 분비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낮잠을 자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낮잠을 자는 동

안의 prolactin 상승은 밤 동안의 상승보다 그 정도가 적다. 따

라서 prolactin의 혈중 농도는 일주기리듬에 의해 조절되고, 

수면-각성 패턴에 의해 맥동 분비가 변화되며, 수면과 일주

기리듬이 위상 내에 존재할 때 최대로 분비된다(Waldstrei-
cher 등 1996 ; Spiegel 등 1999). 흔히 노인에서 얕고 분절된 

수면, 길어진 각성 상태, 수면 패턴의 변화가 관찰되는데, 이

는 야간의 prolactin 상승 차단, 야간 prolactin 맥동의 진폭 감

소, prolactin 농도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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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상하부-뇌하수체-갑상선 축(Hypothalamic-

pituitary-thyroid axis ; HPT axis)

시상하부-뇌하수체-갑상선 축은 시상하부 뉴런에서 말초 

조직의 세포에 이르기까지 모든 체계에서 다양한 리듬과 진

폭으로 발견된다. 시상하부-뇌하수체-갑상선 체계의 시간 의

존적인 주기성 변화는 신경내분비, 신진대사, 면역 기능과 같

은 다른 유사한 시간 의존적인 변수들과 상호작용하며 조절

된다. Thyrotropin releasing hormone(TRH)은 serotonin, 

dopamine, norepinephrine과 같은 다른 일주기리듬과 관련

된 신경전달물질과 상호작용하고, prolactin 분비를 자극하

며, thyroid stimulating hormone(TSH) 생산의 주요 자극 인

자이기도 하다. 설치류의 일주기리듬은 시상하부에 존재하

는 TRH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빛-어둠 주기에 의존적이다. 

TRH 및 그 mRNA의 일주기리듬은 성인 동물에서 유사하

게 관찰되었는데, 최고 농도는 오후 6시경에 관찰되었다. 쥐 

대상 연구에서 TRH 최대 시점은 활동 기간 직전에 나타났고, 

활동이 끝나자 바로 감소하였다. 이 결과는 TSH 일주기리듬

과도 관련성이 있다.

TSH는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며, 일련의 독립적인 맥동으

로 분비되는데 정상 남성/여성에서의 평균 맥동 주기는 24

시간 동안 9회(범위 7~12회)이다(Brabant 등 1990). 이 맥동

은 분비될 때마다 항상 동일하지 않으며, 주로 저녁과 밤 시

간에 집중되어 있는데 맥동의 혼합을 통해 진폭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야간에 TSH 농도가 증가하여 오전 2~4시 사이에 

일주기리듬의 밤-낮 리듬에 동조화된 분비 리듬을 형성하게 

된다(Samuels 등 1990). 

TSH 맥동은 LH, FSH, glycoprotein 호르몬의 a-subunit

의 맥동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유사성을 보이는데, 이는 성

호르몬과 TSH의 분비를 조절하는 단일한 기저 신호가 존재

함을 시사한다. 맥동 패턴은 오랜 기간의 금식과 영양실조 상

태에서 변화한다. 임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약 36시간 정도 

금식하게 되면 평균 맥동 진폭이 감소하고, 24시간 평균 TSH 

농도가 감소한다. 금식 상태 동안의 맥동 빈도는 변화하지 않

는다. 금식과 관련된 TSH의 감소는 TRH 주입을 통해 예방

할 수 없으나, 설치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leptin을 투여

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음이 밝혀져, 이 두 호르몬 사이에 상

관관계가 존재함이 시사되었다. 수면 부족과 분절된 수면 역

시 평균 24시간 TSH 분비의 유의한 감소와 맥동 진폭의 저하

를 유발했지만 빈도는 변화하지 않았다(Behrends 등 1998).

(5) 혈중 Insulin의 시간 생물학(chronobiology)

Insulin은 높은 빈도의 맥동으로 분비되며, 일주기리듬, 초

일주기, 연주기 리듬에 따라 변한다(Lefebvre 등 1987 ; Ahler-

sova 등 1991 ; Berman 등 1993).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10~ 

15분 정도 고빈도, 저진폭의 맥동이 발생하게 된다. 고빈도의 

진동 맥동은 120~150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초일주기성 활

동을 보이며, 췌장 베타세포의 활동에 의해 발생한다. Insu-
lin 분비에 있어 맥동과 고빈도 초일주기 리듬은 식사 시간

에 의해 동조화되어 약 6시간 정도의 초일주기 리듬을 보이

며, 일주기리듬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아 점심이나 저녁 시간대

에 절정을 이루게 된다. Insulin 효과의 일주기리듬은 insulin

이 그 수용체에 부착되는 다양한 방법에 의해 조절된다. In-
sulin 수용체 활동의 일주기리듬은 적혈구, 백혈구, 부고환

의 지방에서 발견되었다(Beck-nielsen과 Pedersen 1978 ; 

Feuers 등 1990). 또한 GH와 같은 ‘역 조절 호르몬’은 오후와 

저녁의 insulin 민감도를 감소시켜 이 시점에서의 당(glucose) 

내성을 감소시킨다(Verrillo 등 1989).

5) 활동 리듬

수면, 각성, 단기 기억, 집중력 또는 주의력은 심부체온이 

최저일 때(보통의 기상 시간 근처) 가장 크게 저하된다. 심부

체온은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심부체온의 일주기리

듬은 다양한 행동 변수들의 주기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심부체온의 일주기리듬은 시각적 주의력, 작업 기억 능력, 연

속적인 찾기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 기능을 측정하는 데 사

용된다(Monk과 Carrier 1998 ; Wright 등 2002). 이러한 활

동 기능의 변화는 동기 및 각성 정도와도 관련이 있다. 6~10

시간 동안 기상 상태를 유지하면 다양한 활동들이 크게 손상

된다. 행동 및 활동과 뇌파 변화 사이의 관계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변화가 주관적인 

수면 및 활동 변화와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1) 주관적인 각성과 졸림

주관적인 각성과 심부체온의 일주기리듬은 평행선을 그

리며,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관련성이 존재하는데, 이는 

심부체온 리듬을 책임지는 내인성 일주기리듬 진동자가 주

관적인 각성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라는 것을 시사한다. 주관

적인 각성은 객관적으로 측정된 각성과 유사하게 변하는데, 

이는 보통 취침 시간 근처에 감소하는 것으로 측정된다(Dijk 

등 1992 ; Carrier과 Monk 2000). 주관적인 각성은 이른 아

침에 최저가 될 때까지 계속 감소하며, 대부분의 젊은 성인에

서는 심부체온 최저 시점에서 1~2시간 후인 오전 6~8시 정

도가 된다(Gillberg 등 1994 ; Leproult 등 1997). 주관적인 

각성은 이후에 증가하며, 이는 활성화 기전이 아침에 작동함

을 시사한다. 일주기리듬에 의해 조절되는 체온 진동자는 주

관적인 각성에 관여하는 핵심적인 인자 중 하나이지만,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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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각성은 수면-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항상성 유지 과정의 

영향 또한 받게 된다. 주관적으로 더 많이 졸려 하는 사람은 

인지적으로 더 많이 손상되어 있다. 그러나 수면 박탈 프로

토콜에서 주관적인 졸림과 객관적인 각성이 활동 능력과 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Leproult 등 2003 ; Frey 

등 2004).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수면 박탈 상태에서 각성과 

신경행동적 기능의 주관적인 측정치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다. 연구들 사이의 결과 차이는 ‘졸림’과 ‘각성’이 의식과 너

무 많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아직 논쟁의 여

지가 많다(Moller 등 2006).

(2) 인지 및 실행 기능의 일중 변동

인지기능은 외부 자극에 대한 논리적인 반응에서부터 복

잡한 사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를 포괄한다. 내재적인 

생물학적 시간과는 독립적으로, 심부체온과 다양한 활동 기

능(암호 풀이, 정신신체적 각성 등) 사이에는 정적 상관관계

가 존재한다. 그러나 인지적 활동이 유일하고 직접적으로 체

온의 변화에 의해 조절되는 것은 아니다. 주관적인 각성과 관

련 지어 측정할 때도, 어느 정도의 주의집중을 요하는 인지

적 활동은 그 지표가 목적하는 바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

날 수 있다.

주관적인 각성과 객관적인 주의력 측정 사이의 관련성을 

탐구한 연구들은 그 결과가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주

의 자체의 다차원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 시행된 주의를 관장하는 뇌 영역

에 대한 연구 결과, 일주기리듬 추동체와 항상성 유지를 위

한 수면 욕구가 활동 기능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사

실이 증명되었다(Kraemer 등 2000 ; Horowitz 등 2003). 정

신활동 각성도 검사(psychomotor vigilance test ; PVT)를 

이용하여 CR(constant routine) 또는 FD(forced desynchrony) 

상태 동안의 각성도 조절을 측정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활동 기능은 하루 중 최대 16시간까지 안정적으로 유지

되었는데, 이는 수면 욕구의 증가에 대항하려는 일주기 욕구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균형은 생물학적인 밤까

지 실험이 길어질 경우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동물 연구들은 기저 전뇌(basal forebrain) 영역에서 세포 

외 adenosine 농도가 증가한다는 것과 아데노신 작용물질이 

서파 수면을 유도한다는 것을 밝혔다. 많은 사람들이 카페인

을 많이 섭취하는데, 카페인은 아데노신 수용체 길항제로 작

용한다. 카페인을 통해 수면의 생리적인 조절이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저용량의 카페인을 잦은 빈도로 투약한 

FD 프로토콜에서, 일부 측정된 기능들이 수면 의존적인 감소

와 반대되는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이 관찰되었다. 

결      론

일주기리듬이란, 모든 생명체에 존재하는 생물학적 조절 

인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생리적, 심리

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일주기리듬은 melato-
nin, 심부체온, cortisol 측정을 통해 알 수 있다. Melatonin은 

혈액, 타액, 소변을 통해 측정 가능하며, 외부 요인에 영향을 

적게 받으므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심부체온은 열 

생산과 열 손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결정되며, 중추의 

일주기리듬을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외부 요인에 의

한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최근에는 그 유용성이 감소하였다. 

Cortisol 리듬의 다양한 특성들 또한 일주기리듬의 표지자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세 표지자를 조합하여 더욱 정

확한 일주기리듬을 측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표지자들은 자

세, 약물, 스트레스 등과 같은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

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한 요인들을 통제한 후

에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면 경향성은 일주기리듬 체계

에 의해 결정되며, 수면 경향성이 가장 빨리 나타나는 순간

은 야간 melatonin 분비 시작 대략 2시간 후, 그리고 심부체

온이 저하될 때이다. 정상적으로는 수면-각성 주기와 체온 

리듬은 안정적인 내적 위상 관계를 유지하며, 체온과 mela-
tonin 일주기리듬은 빛-어둠 주기의 변화에 의해 동조를 유

지한다. Melatonin 분비의 일주기리듬은 시교차상핵에서 조

절되며, 빛-어둠의 자극에 따라 하루 24시간에 맞춰 동조화

된다. 이 밖에도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 소마토트로픽 

축, prolactin, 시상하부-뇌하수체-갑상선 축, 혈중 insulin 등

의 내분비 기능, 주관적인 각성과 졸림, 인지 및 실행 기능과 

같은 활동 리듬들 또한 일주기리듬의 영향을 받아 조절된다. 

이러한 생물학적 리듬들은 다양한 생리적 조절 기능의 조화

에 의한 영향을 받으며, 제대로 작동할 경우에는 한 생명체

가 그것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최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

록 해 준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제한

적인 상태이다. 최근 정신과적 질환뿐 아니라 신체 질환에 있

어서도 일주기리듬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

과들이 나오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일주기리듬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Kim 등 2012 ; Min Gyun 등 2013). 

정신과적 질환뿐 아니라 다양한 질환들에서 일주기리듬을 

이용하여 질환의 원인을 밝히고,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도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향

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중심 단어：일주기리듬·수면-각성 주기·멜라토닌·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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