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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폐스펙트럼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 이하 자

폐장애)는 지속적인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장애, 제

한되고 반복적인 행동, 흥미와 활동을 보이는 신경발달장애

이다. 많은 경우에 2세를 전후하여 진단되며 이후 성인기까지 

다양한 경과를 보이며 지속된다. 자폐스펙트럼 장애는 자폐

장애(autism disorder), 아스퍼거 장애(Asperger’s disorder)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반적 발달장애(pervasive developmen-
tal disorder, not otherwise specified)을 포함한다(Pina-Ca-
macho 등 2012).

자폐장애에서 수면 문제는 주된 증상에 비해 경미하거나 

일시적이라고 평가되거나, 자폐장애의 병태생리와는 직접적

인 관련이 없는 증상이라고 보고 적극적인 평가와 처치가 이루

어지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임상 진료 상황에서 상당수의 자

폐장애 아동의 부모들이 수면 문제와 관련된 어려움을 호소

하며, 이러한 수면 문제는 아동의 일상 생활뿐만 아니라 아동

을 돌보고 양육하는 부모에게 직접적이고 상당한 부담을 초

래한다. 더 나아가 수면 문제는 자폐장애 아동이 낮 동안 이루어

지는 치료 또는 교육프로그램을 참여를 어렵게 할 수 있다. 

본 종설에서는 자폐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에서의 수면 

장애의 유병율과 전반적인 특징, 신경생물학적 연구결과에 

대해서 기존의 문헌을 찾아 고찰해보고 더 나아가 평가 및 

처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본      론

1. 수면 문제의 유병율

자폐장애를 가진 아동에서 수면 문제의 유병률은 외국 문

헌의 보고에 의하면 동일 연령대의 발달지연 아동이나 정상

발달 아동에 비해서 높다고 알려져 있다. 전체 529명의 2~5

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03명의 자폐장애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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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66명의 발달지연 아동의 46%, 163명의 정상발달 아동

의 32%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수면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하고 있다(Krakowiak 등 2008). 5~12세 사이의 정상지능을 

가진 자폐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폐장애 아

동의 78%에서 수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건강한 대조

군의 26%에서 수면 문제를 보였다(Couturier 등 2005).

학령기의 고기능 자폐장애 아동과 아스퍼거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폐장애 아동의 59.2%에서 수면 문

제가 있는 반면에, 정상대조군 아동의 9%에서 수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였다(Allik 등 2006). 15~25세 사이의 자폐증

과 아스퍼거 장애를 가진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낮은 수면효율(sleep efficiency), 긴 수면잠복기(sleep 

latency)가 연구 참여환자의 80%에서 관찰되었다(Oyane과 

Bjorvatn 2005). 또 다른 성인기의 아스퍼거 장애 환자를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참여자의 90%에서 불면이 있었다(Tani 

등 2003). 이와 같이 자폐장애 환자의 수면 문제는 유아기 또

는 아동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 및 성인기까

지 지속될 수 있다. 특히, 이들 청소년과 성인 자폐장애 환자

를 대상으로한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의 연구가 부모보고를 

기반으로 한 것임에 반해 자폐장애 환자의 자가보고(Tani 등 

2003)와 활동기록기(actigraphy)(Oyane과 Bjorvatn 2005)를 

이용하여 평가를 하였을 때에도 높은 유병율을 보임을 밝혔

다. 자폐장애 아동에서 인지기능 또는 지능이 수면문제에 영

향을 주는 지에 대해서는 최근의 문헌에서 일부 반론이 있으

나 명확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rakowiak 

등 2008 ; Richdale과 Schreck 2009).

국내에서 자폐장애 아동의 수면 문제에 대한 보고는 드물

다. 조 등(Cho 등 1999)이 시행한 전반적 발달장애 아동과 발

달성 언어장애를 보이는 아동에서의 공존질환과 동반 증상에 

대한 연구에서 209명의 전반적 발달장애 아동 중 13.9%에서 

수면 문제를 보였고, 143명의 발달성 언어장애 아동의 5.6%

에서 수면문제를 보였다.

2. 수면문제의 특징

자폐장애 아동에서 주로 나타나는 수면 문제는 불면(in-
somnia)이다(Malow 등 2006). 구체적으로 보면 잠이 들기 

어렵거나, 잠들고 나서도 자주 깨고, 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난

다. 잠자기 전에 일정한 의식을 행하는 문제행동이 있거나, 

낮 동안에 졸림을 보이기도 한다(Richdale과 Schreck 2009). 

불면 이외에도 렘수면 행동 장애(rapid eye movement sleep 

behavior disorder)를 보일 수 있는데, 이는 렘수면 동안에 울

거나 소리는 지르는 양상, 팔과 다리를 공격적으로 움직여 같

이 자는 형제를 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Kotagal과 Broomall 

2012). 또한 일주기리듬 수면장애(circadian rhythm sleep dis-
turbances)를 보이는데 이는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거나 잠을 

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일찍 일어나는 양상으로 나타

날 수 있다. 또는 수면-각성주기가 불규칙하여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낮과 밤 사이에 여러 차례 짧은 잠

을 반복해서 자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Richdale과 Sch-
reck 2009 ; Kotagal과 Broomall 2012). 이외의 수면 문제로

는 폐쇄성수면무호흡(Obstructive Sleep Apnea, OSA), 하지

불안증후군(Restless Legs Syndrome, RSL), 주기성 사지 운

동장애(Periodic Limb Movement Disorder, PLMD) 등을 보

이기도 한다.

자폐장애에서 수면 문제는 자폐장애 아동이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로 부모보고에 의존하여 

평가를 시행한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문제나 사회적 상호작

용의 어려움,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흥미나 관심을 보이는 자

폐장애의 주요 증상 등이 수면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형제를 비롯한 가족의 행동이나 주변 

환경의 변화에서 잠잘 시간이 되었다는 것, 어떻게 잠을 잘 

준비를 하는 지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이 자폐장애 아동에

게는 쉽지 않을 수 있다(Kotagal과 Broomall 2012). 불안과 

우울 등은 자폐 아동의 수면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Hollway과 Aman 2011), 의사소통의 장애는 자폐 아동이 가

지고 있는 내적인 정서적 어려움이나 내과적 질환을 보호자

에게 전달하거나 이를 보호자가 알아차리는데 어려움을 초래

할 수 있다. 아동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 List)

를 이용하여 평가하였을 때 자폐아동 중 수면 문제가 있는 아

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서 우울증상이 유의하게 높았

으며, 공격적인 행동이 불량한 수면과 유의하게 관련이 있다

고 보고하였다(Malow 등 2006). 알러지, 천식, 소화기계 질환 

그리고 통증 등이 또한 자폐 아동에서 수면의 어려움을 초래

할 수 있다(Liu 등 2006). 

3. 수면 문제에 대한 신경생물학적 연구

자폐장애 아동에서 수면 문제와 관련된 신경생물학적 연

구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수면 문제에 대한 이

해와 더불어 치료에 근거가 된다. 비교적 다양한 분야에서 연

구가 이루어져 있는데, 수면 문제와 관련된 유전 인자에 대한 

연구와 멜라토닌(melatonin)에 대한 연구, 수면다원검사를 

중심으로 한 수면과 관련된 신경생리학적 지표들을 측정한 

연구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유전연구와 멜라토닌 관련 연구 

잘 알려져 있다시피 자폐장애는 여러 유전 인자가 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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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질병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인자 유전질환이다(Zafei-
riou 등 2013). 이 중에서 수면 문제와 관련된 유전인자에 대

한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유전적인 요인이 자폐장애 아동에

서만 보이는 특징적인 수면 문제와 관련된 것인지, 전반적으

로 수면 문제를 일으키는 유전 요인인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 자폐장애 관련 유전인자로 알려진 neuroli-
gin-3(NLGN-3), neuroligin-4(NLGN-4), neurexin(NRX-
N1)은 glutamate와 GABA 시냅스(synapse)의 형성에 관여

한다(Bourgeron 2007). 이 유전자의 이상은 glutamate와 GA- 
BA를 통한 신경세포의 활성(excitation)과 억제(inhibition)

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는 결국 자폐장애에서 수면과 각성

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Kotagal과 Broomall 2012). 이외

에도 time-keeping Period1(Per1)과 neuronal Per-Arnt-Sim 

(PAS) domain protein-2(NPAS2) gene 등의 유전자가 자폐

장애와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었고 이는 자폐장애의 수면 문

제를 설명하는 하나의 유전인자로서 제안되었다(Nicholas 

등 2007).

멜라토닌은 수면-각성 주기에 관여하는 물질로 세로토닌

(serotonin)에서 합성된다. 세로토닌은 N-acetyl serotonin

으로 바뀐 이후에 acetylserotonin methyltransferase(hy-
droxyindole-O-methyl transferase)의 작용으로 멜라토닌으

로 바뀐다(Ganguly 등 2002). 자폐장애 환자에서 체내의 멜

라토닌이 유의하게 낮다는 보고가 여러 차례 있으나(Nir 등 

1995 ; Kulman 등 2000 ; Tordjman 등 2005) 이의 원인에 대

해서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ASMT(Acetylserotonin- 

O-methyltransferase) gene은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으로 

합성하는 과정에서 제일 마지막에 작용하는 효소와 관련된 

유전자이다. Melke 등(Melke 등 2008)은 250명의 자폐장애 

환자와 255명의 대조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ASMT gene

의 promoter의 다형성(polymorphism)이 대조군에 비해서 

자폐장애 환자에서 유의하게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고 보고

하였고, 이는 혈액세포의 ASMT transcription의 감소와 관

련이 있으며, 혈소판의 ASMT 활성도와 멜라토닌 수치 또한 

자폐장애 환자에서 유의하게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멜

라토닌은 GABA system의 분화에 영향을 끼치며 이는 수면

의 시작과 길이에 영향을 줄 수 있다(Bourgeron 2007). 이외

에도 melatonin receptor 1A, melatonin receptor 1B gene과 

같이 멜라토닌과 관련된 유전자가 자폐장애에서 이상이 있

다고 보고되었다(Jonsson 등 2010).

이와 같이 자폐장애에서 제안된 유전적 원인 인자가 GABA 

system, 멜라토닌 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수면-각성 주기 

또는 일주기리듬 등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

며, 다른 한편으로는 Per1, NPAS2와 같은 clock gene들이 수

면 문제만이 아니라 자폐장애의 유전적 원인인자로서 제안

되고 있다. 

2) 신경생리학적 연구

자폐장애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신경생리학적 연구는 수

면다원검사(polysomnography, PSG)나 활동기록기(actigra-
phy)를 이용하여 시행되었는데 부모보고를 통한 자폐장애 환

아의 수면에 대한 연구에 비해 보고가 많지 않다.

수면다원검사를 이용한 연구(Buckley 등 2010)에서 2~13

세 사이의 자폐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은 건강한 대조군 또

는 발달지연을 보이는 아동에 비해서 총수면 시간(total sleep 

time)의 감소, 서파수면(slow-wave sleep) 비율의 증가를 보

였고, 렘수면의 비율(REM sleep percentage)은 자폐 장애에

서는 14.5%이고, 건강한 대조군 22.6%, 발달 지연을 보이는 

아동 25%로 자폐장애 환자군이 다른 두 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된 결과를 보였다.

자폐장애 환자에서 PSG를 이용하여 수면 양상을 평가하고, 

이와 혈중 ferritin과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본 연구(Yous-
sef 등 2013)에서 자폐증 환자의 47%가 PLMD를 보인 반면

에 건강한 대조군에서는 8%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폐장

애 아동의 혈중 ferritin 농도는 27 ng/mL로 건강한 대조군의 

86 ng/mL에 비해서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보였다. 특히 자

폐장애 아동에서 수면 장애가 있는 아동의 혈중 ferritin 농도

는 7 ng/mL로 수면장애가 없는 자폐장애 아동의 29 ng/mL

에 비해서 유의하게 낮은 양상을 보였다.

활동기록계를 이용한 연구(Wiggs과 Stores 2004)에서는 

5~16세 사이의 자폐장애 아동청소년의 수면 지표를 측정하

였다. 이 측정 결과를 부모 자가 보고 질문지를 기준으로 하여 

수면 문제가 있는 아동청소년와 그렇지 않은 아동청소년으

로 구분하여 두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그 결과 수면을 

시작하는 시간과 종결하는 시간(time at sleep onset, time at 

final waking)과 수면 잠복기, 총 수면시간, 잠에서 깨어나는 

횟수와 기간, 수면 효율 등은 두 그룹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규준자료(normative data)와 비교를 

하였을 때 자폐장애 아동은 수면을 시작하는 시간과 종결하

는 시간이 유의하게 이르거나 늦는 차이가 있었고, 밤 사이 수

면 중 깨어나는 시간이나 횟수도 많았으며, 총 수면 시간과 수

면 효율이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 보고 및 자가 보고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수

면다원검사나 활동기록계를 이용한 수면과 관련된 신경생리

학적 지표의 측정을 통해서도 자폐 장애 환자가 다양한 수면 

문제를 가지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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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면문제에 대한 평가

자폐증 치료 네트워크의 수면 위원회(Sleep Committee of 

the Autism Treatment Network)는 자폐장애를 가진 아동청

소년의 불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권고하면서 모든 자폐

장애 아동에서 수면 문제의 확인, 평가, 처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Malow 등 2012). 

자폐증 환자가 수면 문제를 보이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평

가를 시행한다. 우선 수면 양상에 대해서 평가를 시행한다. 수

면의 시작의 끝, 전체 수면 시간, 잠이 들기까지 걸리는 시간, 

밤 사이 깨어나는 시간 및 횟수, 낮 동안의 졸림 여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동이 잘 잤다고 느끼는 지 여부, 코골이나 무

호흡 등의 수면 동안의 행동문제가 있는 지 여부, 잠자기 전에 

다리의 불편감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와 더불어 수면 시

작 4~6시간 전부터 잠들기까지 사이에 일정한 의식(ritual) 행

동이 있는 지, 수면 환경의 변화나 잠자리 전 일과의 변화가 

있었는지, 이러한 변화가 수면 양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지 

평가한다(Kotagal과 Broomall 2012).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신과적 질환, 내과 질환 및 약

물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자폐장애에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

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불안, 초조 및 우울 증상이 수

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Richdale과 Schreck 2009), 

천식, 통증, 소화기계 질환 등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자폐장

애 아동이 불안이나 우울증 등의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약물 

치료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를 복용하고 있거나, 행동문제의 조절을 

위해서 리스페리돈(risperidone)과 같은 항정신병약물을 복

용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약물이 하지불안증후군(Pullen 

등 2011)을 비롯한 수면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Lewan-
dowski 등 2011)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비만이나 커진 

편도(enlarged tonsil), 저형성된 상악(maxillary hypoplasia), 

아래턱후퇴증(retrognathia) 등은 폐쇄성수면무호흡과 관련

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 또한 시행한다(Kotagal

과 Broomall 2012).

아동청소년기의 수면장애를 평가할 수 있는 수면 질문지 

또한 도움이 된다. 4세부터 10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Chil-
dren’s Sleep Habits Questionnaire와 11세부터 15세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Pediatric Daytime Sleepiness habit(Drake 

등 2003) 등이 있다. 

이외에 수면일기, 활동기록계 등을 이용하여 수면 문제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폐쇄성수면무호흡, 하지불안증후군, 사건

수면(parasomnia)이 있는 경우에는 수면다원검사를 이용한 

평가를 고려한다.

5. 수면문제에 대한 치료

본 종설에서는 주로 불면을 가지고 있는 아동에서 적용할 

수 있는 비약물적 치료와 약물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며, 그 외

에 수면 문제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치료를 간략히 알아

보고자 한다. 

치료는 일차적으로 수면 문제를 일으키는 정신과적 질환이

나 내과적 질환 등 조절할 수 있는 유발요인에 대한 평가 및 

처치를 시행한다. 약물이 수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약물 

변경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그 다음으로 적용할 수 있는 비약물적 치료로는 일반적인 

수면 위생과 함께 소거법(behavioral extinction) 등의 행동

요법이 제안되고 있다(Reynolds과 Malow 2011 ; Kotagal과 

Broomall 2012 ; Malow 등 2012). 일정한 수면 환경과 일과

(daily routine)을 정해주고, 잠들기 3~4시간 전에는 흥분을 

유발하거나 자극적인 상황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수면에 도

움이 된다. 자폐장애 아동들은 소음, 음악, 일상적인 생활환경

의 변화 등의 자극에 예민해 질 수 있으며, 아동이 잠들 준비

가 될 때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낮 시간 동안 

불필요한 낮잠 시간을 줄이고 운동을 하도록 하며 적절히 빛

에 노출이 되도록 하고 카페인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밤 

동안에서는 빛의 노출을 줄이고, 흥분을 유발할 수 있는 전자

기기 등의 자극을 줄이도록 한다.

소거법은 자폐장애 아동이 잠들기 어려워하는 경우에 적용

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부모의 행동이 정적 강화(positive re-
inforcement)로 작용한다는 이론에 기초한다. 우선 아동이 졸

릴 때 잠을 자러 가도록 한다. 자려고 누웠을 때는 주변의 불

필요한 자극을 줄인다. 아동이 아직 깨어 있을 때에 부모는 옆

에서 5~10분 정도 앉아서 잠들기를 기다려 주는데, 실제로 

아동이 잠들기 전에 방에서 나오도록 한다. 이후에 아동이 깨

어나면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아동을 안심시켜주고 앞서의 

방법을 다시 반복하도록 한다(Kotagal과 Broomall 2012).

자폐장애 아동은 시각적인 신호자극(cue)과 일정한 틀에 

따른 일과에 익숙해지면 이에 잘 따르므로 그림을 이용하여 

잠들기 전의 일정을 차례대로 보여주고 따라 하도록 하는 것

이 도움이 될 수 있다(Reynolds과 Malow 2011). 잠들기 전의 

일정은 잠옷을 입고, 화장실을 다녀오고, 손과 이를 닦고, 잠

을 자러 가는 것처럼 순서대로 그림카드를 만들어 보여주고 

시행하도록 하는데 흥분을 유발하는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개인에 맞게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약물치료로는 멜라토닌에 대한 연구가 위약대조군 연구를 

포함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

다. 수면을 시작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복용해 볼 수 

있다(Ross 등 2002 ; Phillips과 Appleton 2004 ; Johnso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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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ow 2008 ; Wasdell 등 2008). 잠들기 어려운 이유가 수면

주기가 지연된 것과 관련이 있어 수면 주기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라면 잠들기 3~6시간 전에 0.3~0.5 mg의 멜라토닌을 

복용하도록 한다(Reynolds과 Malow 2011 ; Kotagal과 

Broomall 2012). 자폐장애 아동이 잠을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잠들기 30분 전에 1~6 mg을 복용하도록 

한다. 약물은 소량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증량하도록 한

다. 자폐장애 아동에서 멜라토닌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고 효과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일부 연구자들

은 자폐장애 아동의 수면 문제에 대한 멜라토닌의 효과에 대

해서 아직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르다고 제안하고 있다(Gue-
nole과 Baleyte 2011 ; Guenole 등 2011). 

이외에도 리스페리돈(risperidone)(Aman 등 2005), 머타

자핀(mirtazapine)(Posey 등 2001), 클로니딘(clonidine)(Ming 

등 2008) 등이 자폐장애 아동의 수면 문제에서 효과가 있었다. 

사건수면이 있는 경우에는 소량의 클로나제팜(clonaze-
pam)이 도움이 되며, 하지불안증후군이나 주기성 사지 운동

증이 있는 경우에는 혈중 iron을 측정하고 이를 보충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Kotagal과 Broomall 2012). 

결      론

자폐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보이는 질환으로 

이로 인해 일상에서 중요한 대인관계, 학습, 독립적인 생활 등

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질환이다. 따라서 아동의 주요 증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를 비롯한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지만 상

대적으로 수면 문제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는 바가 많지 않다. 

자폐장애 아동의 수면 문제는 주로 불면을 호소하며, 이는 유

아기나 아동기만이 아니라 청소년기를 걸쳐 성인기까지 지속

될 수 있다. 유전적인 요인과 멜라토닌 수치의 저하 등이 원

인의 일부로 작용하며, 이외에 주변 자극에 대한 예민함, 정

신과적 공존질환과 내과적 질환 등이 수면 문제에 영향을 끼

칠 수 있다. 따라서 유발요인에 대한 평가와 처지, 적절한 수

면 위생의 적용, 행동요법, 멜라토닌 등을 비롯한 약물 치료 

등이 수면 문제의 호전에 도움이 된다. 향후에도 자폐 장애 아

동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의 향상 등을 위해서 수면 문제에 대해

서 임상현장에서의 관심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중심 단어：자폐스펙트럼장애·수면·유전학·수멜라토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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