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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울증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병률이 늘

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중

요한 정신장애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에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서 발간한 우울증·조울증 진료현황에 따르면 우울

증으로 인하여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2009년 543,307명에서 

2012년 652,077명으로 20% 가량 증가하였고 이후에도 지속

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에 미국정신

의학협회에서 발간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The 

fifth edition of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노인성 우울증 환자에서 수면 장애와 인지기능 저하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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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Objectives: Depression, sleep complaints and cognitive impairments are commonly observed in the elderly. Elderly subjects with 
depressive symptoms have been found to show both poor cognitive performances and sleep disturbances. However, the rela-
tionship between sleep complaints and cognitive dysfunction in elderly depression is not clear.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ssociation between sleep disturbances and cognitive decline in late-life depression.
Methods: A total of 282 elderly people who underwent nocturnal polysomnography in a sleep laboratory were enrolled in the 
study. The Korean version of the Neuropsychological Assessment Battery developed by the 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for Alzheimer’s Disease (CERAD-K) was applied to evaluate cognitive function. Depressive symptoms were assessed with the 
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 and subjective sleep quality was measured using the Pittsburg sleep quality index (PSQI).
Results: The control group (GDS≤9) when compared with mild (10≤GDS≤16) and severe (17≤GDS) depression groups, had 
significantly different scores in the Trail making test part B (TMT-B), Benton visual retention test part A (BVRT-A), and Stroop col-
or and word test (SCWT)(all tests p＜0.05). The PSQI score, REM sleep duration, apnea-hypopnea index and oxygen desatura-
tion index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ross the three groups (all indices, p＜0.05). A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model showed 
that educational level, age and GDS score were predictive for both TMT-B time (adjusted R2=35.6%, p＜0.001) and BVRT-A 
score (adjusted R2=28.3%, p＜0.001). SCWT score was predicted by educational level, age, apnea-hypopnea index (AHI) and 
GDS score (adjusted R2=20.6%, p＜0.001). Poor sleep quality and sleep structure alterations observed in depression did not 
have any significant effects on cognitive deterioration.
Conclusion: Older adults with depressive symptoms showed mild sleep alterations and poor cognitive performances. However, 
we found no association between sleep disturbances (except sleep apnea) and cognitive difficulties in elderly subjects with de-
pressive symptoms. It is possible that the impact of sleep disruptions on cognitive abilities was hindered by the confounding ef-
fect of age, educ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Sleep Medicine and Psychophysiology 2014；21(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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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우울증의 수면과 인지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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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orders)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는 우울한 기분, 흥미의 저

하, 식욕의 감소 및 자살사고 등을 보일 수 있으며 주의집중

력 저하와 사고능력의 감퇴를 비롯한 인지기능의 장애와 불

면 혹은 과다수면으로 나타나는 수면장애가 동반될 수 있다. 

특히 노인들은 상실과 고립, 경제적인 어려움과 신체 질환의 

증가 등의 이유로 우울증에 매우 취약하며 다른 연령층과 비

교할 때 우울증을 앓게 될 경우 수면장애와 인지기능의 감퇴

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정

신질환 여부와 무관하게 건강한 인구집단에서도 50% 정도

에서 불면을 비롯한 수면장애가 있으며(Foley 등 1995) 정상

적인 노화 과정에서도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먼저 노인성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수면장애에 관한 이전

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70세 이상의 노인 여성 인구를 대상으

로 한 여러 연구들이 우울증상의 심각도 수준과 수면장애 간

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고(Maglione 등 2012 ; 

Paudel 등 2008) Yao의 연구에서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노

인들에게서 주관적인 수면의 질 저하가 보고되었다(Yao 등 

2008). 노인성 우울증에서 인지기능의 저하 역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데 선행 연구에 따르면 실행기능의 저하(Bau-
dic 등 2004), 기억력의 저하 및 주의집중력의 장애(Elderkin-

Thompson 등 2011), 정보처리속도의 저하(Sheline 등 2006) 

등이 보고되어 있다. 또한 최근 시행된 Ismail의 연구에서는 

젊은 연령층의 우울증과 비교할 때 노년기 우울증에서의 인

지기능의 장애와 수면장애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Ismail 등 

2013). 이러한 이전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 노인성 우울증 

환자에서 수면장애와 인지기능의 장애가 같이 발생할 가능

성이 있고 상호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

을 고찰해보면, 일반 노인 인구에서 수면장애는 주의력, 실행

기능과 기억력의 인지기능 영역에서 기능 저하를 초래하며(Hai-
mov 등 2008) 노인에서의 수면-각성 주기의 장애가 치매 발

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다(Hat-
field 등 2004). 또한 우울한 노인들에게서 대조군과 비교하였

을 때 수면장애가 인지기능 저하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치며(Sut-
ter 등 2012) Naismith의 연구에 따르면 우울한 노인에서 수

면장애가 언어 유창성 및 기억력의 저하를 유발하고(Naismith 

등 2009) 정신운동속도의 저하, 실행기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Naismith 등 2011). 반면에 다른 연구결과들을 살펴보

면 노인성 우울증 환자들에서 수면장애로 인한 객관적인 인

지기능 저하는 발생하지 않으며(Merlino 등 2010), 주관적인 

인지기능 저하 호소가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다(Sivertsen 등 

2013). Meredith가 시행한 연구에서는 노년기 남성에서 불면

증이 인지기능 저하를 가져오지만 노년기 여성의 경우에는 상

호 간에 관련성이 보이지 않아 성별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었

다(Meredith 등 2001).

이와 같이 노인성 우울증 환자에서의 수면장애와 인지기능 

저하에 관련된 연구들은 아직까지 그 숫자가 적으며 그 결과

가 일관되지 않아 노인성 우울증에서 수면장애가 인지기능

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이

를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노인성 우울증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수면장애

와 인지기능 저하의 양상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두 증상 간의 

상호관련성을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에 거주하는 348명 노인

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은 지역 주민등록대장에 

등록된 60세 이상의 노인들 가운데 체계적이고 무작위적인 

검출을 통하여 선정하였다. 모든 대상군의 나이, 성별, 교육 

연한 등의 인구학적 정보를 수집하였고 기저질환으로서 당뇨

와 고혈압 유무를 평가하였다. 인지기능 장애를 가진 이들을 

제외하기 위하여 간이 정신상태 검사(Mini-Mental Status Ex-
amination, MMSE) 점수가 24점 미만인 대상자들을 제외하

였다. 또한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기분이나 수면 및 인지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정수면제, 

항우울제를 비롯한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대상자

들도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82명(남자 114명, 

여자 16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계획

과 방법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연구윤리심사위원회의 승인

을 거쳤으며 연구 전에 모든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 및 방

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였고 서면동의를 받았다.

2. 우울증의 진단

모든 대상자들에게 노인성 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를 평가하였으며 GDS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대

상자들을 대조군, 경도 우울증군, 중증도 우울증군으로 분류

하였다. GDS 점수가 9점 이하인 경우를 대조군으로 설정하

였고 10점 이상이며 17점 미만인 경우를 경도 우울증군, 17

점 이상인 경우 중증도 우울증군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일반

적으로 GDS 점수가 10점 미만일 경우에 우울증이 없는 것으

로 판단되며, 경도 우울증과 중증도 우울증을 구별하는 기준

은 노인성 우울증 진단의 특이도와 민감도를 고려하였을 때 

한국 노인인구에서의 중증도 우울증과 경도 우울증을 구별

하는 최적 절단치(optimal cut-off value)가 GDS 점수 16/17

점이라는 최근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였다(Kim 등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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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면장애 평가

본 연구의 모든 대상자들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수면센

터에서 수면다원검사를 받았다. 야간 수면다원검사 기록기는 

Embla N7000 recording system (Embla, Reykjavik, Iceland)

을 사용하였고 전극과 감지기들을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환

자에게 부착하였다. 측정한 검사 결과는 Rechtschaffen and 

Kales(UCLA, 1968)의 판정법에 의거, 전문가의 판독을 거쳐 

각종 수면 지표들을 산출하였다. 수면다원검사로부터 얻어

진 객관적인 수면 지표로는 총수면시간(total sleep time), 수

면효율(sleep efficiency), 입면 후 각성시간(wake after sleep 

onset), REM 잠복기(REM latency), REM수면시간(REM)

(min), REM수면분율(REM)(%), 서파수면시간(slow wave sleep) 

(min), 서파수면분율(SWS)(%), 무호흡-저호흡 지수(apnea- 

hypopnea index), 산소 탈포화 지수(oxygen desaturation in-
dex)를 측정하였다. 주관적인 수면의 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모든 피험자들은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Pittsburg sleep qu-
ality index, PSQI)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4. 신경인지기능 평가

연구 대상자들의 인지기능에 대한 평가는 검사는 Korenan 

version of the 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for Al-
zheimer’s disease (CERAD-K) 신경심리평가를 통하여 이루

어졌다. 신경인지기능 평가항목으로는 CERAD-K 신경인지

기능 평가집의 언어유창성 검사(verbal fluency, VF), 수정

판 한국형 보스톤 이름대기 검사(modified Korean version 

of the Boston naming test, BNT), 간이정신상태 검사(mi-
ni-mental state examination in the Korean version of the 

CERAD assessment packet, MMSE-KC), 단어목록기억검

사(word list memory, WLM), 구성행동 검사(construction-
al praxis, CP), 단어목록회상검사(word list recall, WLR1), 

단어목록재인 검사(word list recognition, WLR2), 구성회상 

검사(constructional recall, CR)가 활용되었다, 이외에도 스

트룹 색깔 및 단어검사(stroop color and word test part A/

B, SCWT-A/B), 벤톤 시각 기억 검사(Benton visual reten-
tion test), 길 만들기 검사(trail making test part A/B, TMT- 

A/B)를 추가적으로 시행하였다.

5. 통계분석

대조군, 경도 우울증군, 중증도 우울증군에서 얻어진 인구

학적 변인 및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와 과거 

병력 등을 변수의 특성에 따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혹은 카이자승분석(chi-square test)을 이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세 군에서 나타난 신경인지기능검사 결

과와 야간수면다원검사에서 얻어진 수면지표들을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하여 비교분석하였고 Tukey HSD test를 통하

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우울증군에서 대조군

과 비교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저하 소견을 보인다고 생

각되는 신경인지기능검사 점수와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및 수면지표들과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

석을 시행하였다. 이후 Pearson 상관분석에서 상호 간에 유의

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인들을 선택하여 단계적 다중선형회

귀분석(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

함으로써 이러한 요인들과 인지기능 저하와의 상호 관련성 여

부를 평가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version 19.0 for Win-
dows을 이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결      과

1. 사회 인구학적 특성

연구 참가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에 기술하였

다. 연구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282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정상 

대조군은 146명, 경도 우울증군은 90명, 중증도 우울증군은 

46명이었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대조군은 67.68(±4.91)

세, 경도 우울증군은 68.99(±5.62)세, 중증도 우울증군은 67.28 

(±6.01)세로 각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세 

군의 성별을 보면 남성을 기준으로 하여 대조군은 67명(45.9%), 

Table 1.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Control (n=146) Mild depression (n=90) Severe depression (n=46) F, χ2 p value
Age (yr) 67.68±4.91 68.99±5.62 67.28±6.01 2.214 0.111
Male (%) 45.9 32.2 39.1 4.357 0.115
Education (yr) 13.17±4.13 12.56±3.56 11.24±4.74 3.995 0.019
Medical Hx. 

DM (%) 17.9 21.3 13.0 1.420 0.480
HTN (%) 47.6 58.4 52.3 2.603 0.270

BMI (kg/m2) 23.64±2.55 23.95±3.07 23.58±4.05 0.351 0.704
GDS 5.27±2.80 12.64±1.83 20.67±3.51 640.443 ＜0.001
The values are means±SD. Mild and severe depression were defined as 10≤GDS≤16 and 17≤GDS. DM : diabetes mellitus, HTN : 
hypertension, BMI : body mass index, GDS : geriatric depression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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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 우울증군은 29명(32.2%), 중증도 우울증군은 18명(39.1%)

로 역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 연한은 대조군

은 13.17(±4.13)년, 경도 우울증군은 12.56(±3.56)년, 중증도 

우울증군은 11.24(±4.74)년으로 대조군에 비해 중증도 우울

증군에서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보였다(p=0.015). 당뇨와 고

혈압 유무와 체질량 지수 역시 세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2. 수면구조 및 인지기능 평가 

야간수면다원검사와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를 통하여 얻

어진 객관적, 주관적 수면지표 가운데 총수면시간, 수면효율, 

입면 후 각성시간, REM 잠복기, 서파수면시간, 서파수면분

율에서는 세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반면 REM수면시간, REM수면분율, 무호흡-저호흡 지

수, 산소 탈포화 지수, PSQI 점수에서 세 군 간에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Table 2). 사후검정을 통해서 각각을 살펴보면 

REM수면시간은 대조군과 중증도 우울증군(p=0.022) 간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무호흡-저호흡 지수는 대조군과 경도 우

울증군(p=0.038) 간에 차이를 보였고 산소 탈포화 지수는 대

조군과 경도 우울증군(p=0.030) 간에 차이가 관찰되었다. PSQI 

점수는 대조군과 경도 우울증군(p＜0.001), 대조군과 중증도 

우울증군(p＜0.001), 경도 우울증군과 중증도 우울증군(p= 

0.037) 간에 차이를 보였고 우울증 정도가 심할수록 증가하

였다. 반면 REM수면분율은 사후검정에서 각 군 간에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단어목록재인검사, 스

트룹 색깔 및 단어검사, 벤톤 시각 기억 검사-A, 길 만들기 검

사-B에서 세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나

머지 신경인지기능검사 항목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Table 3). 사후검정을 통하여 각각을 살펴보면 스

트룹 색깔 및 단어검사는 대조군과 중증도 우울증군(p=0.041) 

간에 차이를 보였고 벤톤 시각 기억 검사-A는 대조군과 경

도 우울증군(p=0.007), 대조군과 중증도 우울증군(p=0.027) 

간에 차이를 보였다. 길 만들기 검사-B는 대조군과 중증도 

우울증군(p=0.023) 간에 차이를 보였다. 단어목록재인검사

는 사후검정에서 각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3).

3. 우울증 환자에서의 수면장애와 인지기능 저하와의 상관

관계

본 연구의 결과 우울증군에서 보인 인지기능 저하를 반영

하는 신경인지기능검사 항목들과 수면지표 및 인구학적 특

성 간에 상호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나타난 신경인지기능검사 항목들과 

대상자들의 수면지표 및 인구학적 특성 간의 상관계수를 Ta-
ble 4에 기술하였다. 이후 단계적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시행

하여 인지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특성과 수면

지표들을 알아보았다(Table 5). 스트룹 색깔 및 단어검사는 

나이(β=-0.265, p＜0.001), 교육연한(β=0.269, p＜0.001), GDS 

점수(β=-0.137, p=0.012), 무호흡-저호흡 지수(β=-0.158, p= 

0.004)와 상관관계가 있으며(R2=0.206, p＜0.001), 벤톤 시각 

기억 검사-A는 나이(β=-0.276, p＜0.001), 교육연한(β=0.377, 

p＜0.001), GDS 점수(β=-0.169, p=0.001)와 상관관계를 보

였으며(R2=0.283, p＜0.001), 길 만들기 검사-B는 나이(β=0.263, 

p＜0.001), 교육연한(β=-0.496, p＜0.001), GDS 점수(β=0.103, 

p=0.036)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0.356, p＜ 

0.001).

Table 2. Comparison of polysomnographic findings and subjective sleep quality

Control (n=146) Mild depression (n=90) Severe depression (n=46) F p value
TST (min) 384.26±66.46 374.36±60.30 364.15±75.56 1.797 0.168
SE (%) 78.03±12.84 77.41±12.41 74.72±16.39 0.782 0.460
WASO (min) 93.50±59.22 94.20±59.26 101.77±73.86 0.327 0.722
REM sleep latency (min) 119.59±69.38 122.36±83.31 149.61±97.41 2.619 0.075
REM sleep (min)† 75.54±29.39 66.81±25.55 62.87±28.26 4.836 0.009
REM sleep (%) 16.15± 6.04 14.64± 5.39 14.05± 6.22 3.121 0.046
SWS (min) 29.28±24.78 29.90±27.48 24.23±19.68 1.239 0.293
SWS (%) 6.35± 5.37 6.53± 6.02 5.30± 4.29 1.187 0.309
AHI (n/hr)* 13.75±12.98 18.37±15.92 12.86±12.99 3.226 0.043
ODI (n/hr)* 9.30±10.44 13.20±13.39 9.03± 9.93 3.084 0.049
PSQI (score)*†‡ 5.24± 2.87 7.63± 3.95 9.15± 4.11 25.503 ＜0.001
The values are means±SD. Mild and severe depression were defined as 10≤GDS≤16 and 17≤GDS. * : ＜0.05, control vs mild depres-
sion, † : ＜0.05, control vs severe depression, ‡ : ＜0.05, mild depression vs severe depression. TST : total sleep time, SE : sleep effi-
ciency, WASO : wake after sleep onset, REM : rapid eye movement, SWS : slow wave sleep, AHI : apnea-hypopnea index, ODI : oxy-
gen desaturation index, PSQI : Pittsburg sleep qual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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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노인성 우울증 환자에서 나타나는 

수면장애와 인지기능 저하의 양상을 파악하고 우울한 노인들

에게서 수면장애가 직접적으로 인지기능 감퇴에 미치는 영향

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노인성 우울증 환자들은 수면장애 

및 수면구조의 변화에 있어서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REM

수면시간, 수면 무호흡-저호흡 지수, 산소 탈포화 지수, PSQI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인지기능 평가에

서는 노인성 우울증 환자들은 대조군과 비교할 때 스트룹 색

깔 및 단어검사, 벤톤 시각 기억 검사-A, 길 만들기 검사-B에

서 유의한 저하 소견이 나타났다. 그러나 수면장애가 인지기

능 저하와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하였을 때 스트룹 색깔 및 단

어검사에서의 기능 저하와 무호흡-저호흡 지수와의 상관관

계 이외에는 수면장애와 인지기능 저하 간의 직접적인 상호 

인과 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노인성 우울증 환

자에서 나타난 인지기능의 감퇴는 모두 대상자들의 나이, 교

육연한 그리고 GDS 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번 연구결과 인지기능 저하와 유일하게 상관관계를 보

인 수면지표는 수면 무호흡-저호흡 지수이다. 수면 무호흡-

저호흡 지수는 수면무호흡 증후군 여부를 평가하는 척도로 

수면무호흡 증후군은 노인에서의 기억력 저하와 실행기능의 

저하를 유발하며(Ju 등 2012)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과적 질

환의 발생률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Ozkurt 등 2013). 본 연

구에서는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경도 우울증군에서 유의

미하게 무호흡-저호흡 지수와 산소 탈포화 지수가 높게 측정

된 데 반하여 대조군과 중증도 우울증군 사이에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고 경도 우울증군에 비하여 중증도 우울증군에서 

오히려 이러한 수치들이 낮아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수

면무호흡 정도와 우울증상의 심각도가 서로 연관성이 없음을 

Table 3. Comparison of cognitive function test score

Control (n=146) Mild depression (n=90) Severe depression (n=46) F p value
VF 16.86± 3.94 16.57± 4.80 15.46± 3.94 1.919 0.149
BNT 12.36± 1.84 12.03± 2.06 11.87± 2.27 1.425 0.242
MMSE 27.55± 1.61 27.32± 1.68 27.04± 1.67 1.840 0.161
WLM 17.99± 3.83 17.76± 3.53 17.04± 3.66 1.131 0.324
WLR1 5.95± 1.86 5.37± 2.00 5.41± 1.96 3.031 0.050
WLR2 9.16± 1.22 8.73± 1.53 8.74± 1.71 3.096 0.049
SCWT† 40.34±11.63 37.69±12.33 35.43±11.92 3.996 0.019
CP 10.60± 0.83 10.51± 0.77 10.22± 1.21 2.107 0.127
CR 7.35± 2.62 6.76± 3.00 6.93± 2.37 1.355 0.262
BVRT-A*† 6.40± 1.68 5.68± 1.77 5.63± 1.93 6.518 0.002
BVRT-B 9.46± 0.79 9.39± 0.82 9.20± 0.93 2.518 0.082
TMT-A 46.78±27.59 49.19±21.09 53.57±29.47 1.216 0.298
TMT-B† 138.45±77.30 160.40±79.92 175.30±99.44 3.854 0.024
The values are means±SD. Mild and severe depression were defined as 10≤GDS≤16 and 17≤GDS. * : ＜0.01, control vs mild de-
pression, † : ＜0.05, control vs severe depression. VF : verbal fluency test, BNT : Boston naming test, MMSE : mini-mental status ex-
amination, WLM : word list memory test, WLR1 : word list recall test, WLR2 : word list recognition test, SCWT : stroop color and word 
test, CP : construction praxis test, CR : construction recall test, BVRT-A : Benton visual retention test part A, BVRT-B : Benton visual re-
tention test part B, TMT-A : trail making test part A, TMT-B : trail making test part B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clinical and polysomnographic findings and cognitive function tests

Correlation
SCWT BVRT-A TMT-B

r p value r p value r p value

Age (yrs) -0.309 ＜0.001 -0.303 ＜0.001 0.289 ＜0.001
Education (yrs) 0.293 ＜0.001 0.425 ＜0.001 -0.529 ＜0.001
GDS (score) -0.218 ＜0.001 -0.275 ＜0.001 0.234 ＜0.001
REM sleep (min) 0.049 0.411 0.026 0.661 -0.017 0.774
AHI (n/hr) -0.170 0.004 -0.053 0.371 0.035 0.559
ODI (n/hr) -0.169 0.004 -0.078 0.188 0.047 0.431
PSQI (score) -0.111 0.061 -0.163 0.006 0.181 0.002
SCWT : Stroop color and word test, BVRT-A : Benton visual retention test part A, TMT-B : trail making test part B, GDS : geriatric de-
pression scale, REM : rapid eye movement, AHI : apnea-hypopnea index, ODI : oxygen desaturation index, PSQI : Pittsburg sleep 
qual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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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것이며 관련된 이전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수

면무호흡증과 기분관련 척도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는 보이

지 않았다(Han 등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경도 우울증군

에서 대조군이나 중증도 우울증군과 비교하여 무호흡-저호

흡 지수와 산소 탈포화 지수가 높게 나타난 것이 우울증의 여

부나 우울증상의 정도와 무관하게 우연히 나타난 소견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경도 우울증군에서 인지기능 

저하가 더 심하게 나타나면서 우울증의 정도가 인지기능 감

퇴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쇄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수면 무호

흡-저호흡 지수는 인지기능의 저하와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

으나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했던 노인성 우울증 환자에서 

나타나는 수면장애와 인지기능 저하와의 상호 관련성과는 무

관하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우울증과 무관하게 독립적

으로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스트룹-색깔 및 단어검사에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우울증 환자에서 수면 무호흡증의 

발생이 높은 경우 수면 무호흡증이 우울증의 인지기능 저하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노인성 우울증 환자에게서 저하된 소견을 보

였던 신경인지기능검사 항목들을 살펴보면 스트룹 색깔 및 

단어검사는 주의집중력과 실행기능, 벤톤 시각 기억 검사-A

은 시각 기억력, 길 만들기 검사-B는 실행기능을 각각 반영한

다. 이는 우울증 환자에서 시각 정보 처리 능력 및 공간 작업 

기억 등 시각 기억력의 저하(Weiland-Fiedler 등 2004), 주

의집중력 및 실행기능의 저하(Nakano 등 2008 ; Marazziti 

등 2010)가 나타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소견이

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 노인성 우울증 환자에게서 대조군

에 비하여 두드러진 수면장애는 PSQI 점수로 드러난 주관적

인 수면의 질 저하이다. 이는 우울증 환자에서 실제 수면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주관적인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전 연

구결과들에 부합하는 소견이며(Matousek 등 2004 ; Ander-
son 등 2013) 관련된 다른 연구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이 느끼

는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과 불안 등의 감정반응이 직접

적으로 수면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가 있다

(Yoon 등 2003).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우울증

군에서 대조군과 비교할 때 총수면시간과 수면효율 및 서파

수면시간이 감소하고 입면 후 각성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소견 역시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수면양상

의 변화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결과와 부합한다(Riemann 등 

2001). 다만 본 연구에서 나타난 우울증 환자에서의 REM 수

면시간의 감소는 우울증에서 REM 수면시간의 증가가 나타

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상반되는 소견이다(Riemann 

등 2001 ; Palagini 등 2013).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을 생

각해 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REM 수면시간의 감소가 

나타난다는 이전 연구결과들(Ohayon 등 2004 ; Edwards 등 

2010)을 고려할 때 노인성 우울증에서 REM 수면이 좀 더 일

찍 노화 과정이 진행되어 REM 수면시간의 감소가 나타난 것

일 가능성이 있다.

노인성 우울증 환자에서 수면장애와 인지기능 저하가 함

께 나타나면서 수면장애가 인지기능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나이, 교육 연한, 우울증의 정도

를 보정하여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노인성 우울증 환자에서 

나타나는 수면장애와 인지기능 저하 간에 상호 인과 관계는 

보이지 않았다. 그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요인으로 연령 증가에 따른 수면장애의 유

병률 증가와 수면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강한 노인 인구에서도 수면장애의 발생률이 높고 최

근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연구대상자로 선

정된 65세 이상의 노인 중 60% 이상에서 주관적인 수면의 질 

저하가 관찰되었다(Park 등 2013). 또한 연령 증가에 따라 수

면-각성주기의 전진이 나타나고(Kim과 Kang 2007 ; Monk 

등 2011) 서파수면이 이루어지는 델타수면의 비율의 감소하

는(Kales과 Kales 1974 ; Edwards 등 2010) 등의 수면구조의 

변화가 발생하며 총수면시간 및 수면효율의 감소, 입면 후 각

성의 증가로 인한 불면이 나타난다(Kim과 Kang 2007 ; Ed-
wards 등 2010). 이러한 수면장애는 우울증 환자에서도 흔히 

나타나는데 주관적인 수면의 질 저하(Matousek 등 2004)와 

서파수면 시간의 감소(Plante 등 2012)가 나타나고 불면이나 

과다수면을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노인성 우울증 환자들은 

노화 과정을 겪음으로써 우울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면구

조의 변화 및 수면의 질 저하가 이미 나타난 상태로 볼 수 있

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겪지 않은 젊은 우울증 환자들과 비

Table 5. Regression model of cognitive function tests

Test Independent 
variables R2 β

SCWT

Educational level

R2=0.206
p＜0.001

0.269, p＜0.001 
Age -0.265, p＜0.001 
GDS -0.137, p=0.012  
AHI -0.158, p=0.004  

BVRT-A
Educational level

R2=0.283
p＜0.001

0.377, p＜0.001 
Age -0.276, p＜0.001 
GDS -0.169, p=0.001  

TMT-B
Educational level

R2=0.356
p＜0.001

-0.496, p＜0.001 
Age 0.263, p＜0.001 
GDS 0.103, p=0.036  

β :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SCWT : Stroop color and 
word test, BVRT-A : Benton visual retention test part A, TMT-B : Trail 
making test part B, GDS : geriatric depression scale, AHI : apnea-
hypopnea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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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할 때 노령화에 수반되는 수면의 변화로 인하여 우울증에 

따른 수면장애의 효과가 상쇄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며 수면

장애가 인지기능 저하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저평가되었을 가

능성이 있다. 두 번째 요인으로 나이와 교육 연한, 우울증의 

정도가 인지기능의 감퇴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지기능의 저하가 연령 및 교육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노화에 따른 뇌의 변

화 및 이에 따른 인지기능 감퇴에 관한 이전의 연구결과에 따

르면 노화가 진행되면서 전전두엽의 위축에 따른 억제기능

의 저하로 나타나는 실행기능의 장애(Fabiani 등 2006)가 발

생하며 20대 이후부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작업 기억과 장

기 기억 모두에서 기억 기능의 쇠퇴가 일어난다(Park 등 2002). 

본 연구결과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으나 대조

군과 비교할 때 경도 우울증군에서 연령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교육 연한의 경우 대조군과 중증도 우울증군 사이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우울증 정도가 심한 

군일수록 교육 연한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처럼 연

령과 교육수준, 우울증의 정도가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로 

인하여 수면장애의 영향력이 감소하여 수면장애와 인지기능 

저하 간에 상호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 대상자들에게 

수면다원검사를 1회만 시행하여 첫날밤 효과(first-night ef-
fect)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피험자들은 수면다

원검사실이라는 익숙하지 못한 환경에서 검사에 필요한 여러 

전극과 센서 등을 신체에 부착하여 불편한 상태로 수면을 취

하여 평소보다 수면의 질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수면

장애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첫날밤 효과를 교정하

기 위해서는 2회 이상의 수면다원검사의 반복적인 시행이 바

람직하나(Newell 등 2012) 이는 수면다원검사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과 오랜 검사 시간 등의 문제로 인하여 현실적으

로 쉽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2회

의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수면기간시간과 

총수면시간 이외의 다른 수면지표들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는 결과도 있다(Kim과 Jeong 1998). 또 다른 한계점은 우울

증에 대한 평가에서 정신과 의사의 구조화된 면담을 통한 진

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적으로 자가보고 형식의 설문에 의

존하였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GDS는 실제 노인성 우울증

을 선별하는데 유용한 평가도구로 알려져 있다. Kim이 우리

나라에서 시행한 연구에서도 GDS 점수를 바탕으로 한 우울

증의 평가에 타당도가 높다는 결과를 얻었고(Kim 등 2008) 

최근 85세 이상의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다른 연구에서도 노

인성 우울증의 선별에 있어서 GDS가 지니는 유용성을 보여

주는 결과가 있다(Conradsson 등 2013). 그러나 GDS와 임상

적인 평가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우울증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므로 추후 후속 연구에서는 우울증 여부에 대

한 평가 과정에서 임상가의 평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끝으

로 본 연구의 설계가 환자-대조군 연구로 환자군이 우울증에 

이환되기 이전의 인지기능 및 수면장애에 대한 평가가 이루

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제한점으로 들 수 있다. 이는 향후 방

법론적으로 보완된 대규모 코호트 연구 등을 통하여 보다 면

밀히 평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노인성 우울증 환자들에서 수면장애와 인지기

능 저하가 흔하며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수면장애가 직

접적으로 인지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

으나 본 연구에서 수면장애와 인지기능 저하 간에 직접적인 

상호 인과 관계는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 우울

증 환자에서의 수면장애 자체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연령대의 우울증 환자들에 비하여 높지 않다는 것을 보

여준다. 그러나 노인성 우울증 환자들에서 수면장애의 발생

률이 높으며 수면장애가 사망률과 사고, 낙상 등의 위험률을 

증가시키고 건강 상태의 저하를 초래하여 삶의 질을 떨어뜨

린다는 점과(Ancoli-Israel 2009) 다른 정신질환 여부와 무관

하게 그 자체로 인지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Fernandez-Mendoza 등 2010) 감안하면 노

인성 우울증 환자에서 수면장애 교정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이 교란 변수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추후 좀 

더 방법론적으로 보완된 대규모 연구를 통하여 노년기 우울

증에서의 수면장애와 인지기능 저하의 상호 관련성을 보다 

명확히 밝혀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노인성 우울증 환자들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요      약

목  적：노인성 우울증에서의 수면장애와 인지기능 저하

의 동반은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사

회에 살고 있는 노인 우울증 환자에서 나타나는 수면장애와 

인지기능 저하의 양상을 파악하고 수면장애가 인지기능 저하

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방  법：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치매 

등의 인지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수면 및 기분, 인

지기능에 영향을 주는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지 않은 

282명의 65세 이상 노인으로 하였다. 우울증의 평가를 위해 

노인성 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를 평가

하였으며 GDS 점수에 따라 10점 미만을 대조군으로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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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이상 17점 미만을 경도 우울증군, 17점 이상을 중증도 

우울증군으로 분류하였다. 모든 대상자들에게 1회의 야간수

면다원검사를 시행하여 객관적인 수면지표를 얻었고 피츠버

그 수면의 질 지수(PSQI)를 평가하여 주관적인 수면의 질을 

평가하였으며 CERAD-K 신경심리검사를 통하여 인지기능

을 평가하였다.

결  과：연구 대상자들의 평균연령, 성별, 내과적 질환 여

부는 세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교육 연한은 대조군

에 비해 중증도 우울증군에서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보였다

(p=0.015). 수면다원검사와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를 통하

여 얻어진 수면지표들 중 REM수면시간, 무호흡-저호흡 지

수, 산소 탈포화 지수, PSQI 점수는 세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모든 p＜0.05).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에서는 단어목

록재인검사, 스트룹 색깔 및 단어검사, 벤톤 시각 기억 검사- 

A, 길 만들기 검사-B에서 세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모든 p＜0.05). 우울증군에서의 수면장애와 인

지기능 저하 간에 상호 인과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Pearson 

상관분석과 단계적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 수면장애와 인지

기능 저하 간에 상호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본 연구에서 노인성 우울증 환자에서 나타나는 수

면무호흡증을 제외한 수면장애는 인지기능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령

화에 따른 수면장애 및 수면구조의 변화와 연령, 교육 수준 등

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인 인구에서의 수

면장애의 높은 유병률과 잠재적으로 인지기능에 미칠 수 있

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고려할 때 후속 연구를 통한 노인성 우

울증 환자에서의 수면장애와 인지기능 저하의 상호 관련성

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중심 단어：노인성 우울증·수면장애·인지기능 저하·수면

다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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