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동 조건 경허락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l 차적 저 물  성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허락조건
 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러한 조건들  적 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적  할 수 없습니다. 

동 조건 경허락. 하가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했  경
에는,  저 물과 동 한 허락조건하에서만 포할 수 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


 

 i 

의학석사 학위논문 

 

 

 

 

 

 

위상성과 긴장성 렘수면에서의  

심박동변이 
- 렘수면행동장애 및 파킨슨병과의 상관관계- 

 

 

 

 

 
2014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뇌신경과학 

변 정 익 

 

 

 

 



 

 ii 

 
초    록 

 
렘수면행동장애는 렘수면 중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근육긴장 소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파킨슨병의 전조증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심박동변이는 비침습적으로 자율신경계 활성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렘수면행동장애와 파킨슨병 환자의 각성시기에서 정상인보다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렘수면시기를 하나로 분석하였지만, 

위상성과 긴장성 렘수면을 구분 없이 분석할 경우 심박동변이의 차이가 

상쇄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심박동변이가 위상성과 긴장성 렘수면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세부 수면단계에서 

렘수면행동장애와 파킨슨병에 따른 심박동변이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특발성 렘수면행동장애 환자(IRBD) 10명, 파킨슨병-렘수면행동장애 

환자(PD-RBD) 12명, 파킨슨병은 있지만 렘수면행동장애는 없는 

환자(PD-noRBD) 7명, 건강대조군 10명을 대상으로 수면단계(각성, 

N2, N3, 위상성 렘수면, 긴장성 렘수면)마다 2분간의 심박동변이를 

분석하였다. 렘수면행동장애와 파킨슨병에 따른 심박동변이 변화를 보기 

위해 IRBD군과 PD-RBD군을 렘수면행동장애군으로, PD-RBD군과 

PD-noRBD군을 파킨슨병군으로 정의하여 대조군과 심박동변이 차이를 

분석하였다. 

 

수면단계에 따라서 심박동변이 차이가 있었고, 위상성 렘수면과 긴장성 

렘수면간에도 심박동변이의 차이가 있었다. 파킨슨병군과 

렘수면행동장애군 모두에서 건강대조군보다 교감신경계 심박동변이가 

감소하였고, 이는 파킨슨병군에서 더 뚜렷하였다. 또한 위상성 

렘수면에서 긴장성 렘수면보다 파킨슨병 및 렘수면행동장애에 따른 

심박동변이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에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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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박동변이 분석에 있어서 렘수면을 하나로 간주하지 않고 위상성 

렘수면과 긴장성 렘수면을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심박동변이, 파킨슨병, 렘수면행동장애, 위상성 렘수면, 긴장성 

렘수면 

 

학   번 : 2012-21744 

 

 

 

 

 

 



 

 iv 

목   차 

 
제 1 장 서    론 ...................................................................... 5 

제 1 절 연구의 배경 .................................................................... 5 

제 2 절 연구의 내용 .................................................................... 5 
 

제 2 장 대상 및 방법 ................................................................ 6 

제 1 절 대상 ................................................................................ 6 

제 2 절 임상조사 .......................................................................... 6 

제 3 절 수면다원검사 기록 ............................................................ 6 

제 4 절 심박동변이 ....................................................................... 7 

제 5 절 분석 ................................................................................ 8 

 

제 3 장 결    과 ...................................................................... 8 

제 1 절 환자의 특성 ...................................................................... 8 

제 2 절 심박동변이 ....................................................................... 9 

 

제 4 장 고    찰 .................................................................... 10 

 

참고문헌 .................................................................................. 13 

 

Abstract ................................................................................. 15 

 

표 목차 
 

[표 1-1] 환자의 특성과 수면다원검사 기록............................ 17 

[표 2-1] 수면 단계에 따른 심박동변이 .................................. 19 

[표 3-1] 렘수면행동장애와 파킨슨 병에 따른 심박동변이 ...... 20 
 

그림 목차 
 

[그림 1] ................................................................................. 23 

[그림 2] ................................................................................. 24 

[그림 3] ................................................................................. 25 
 

 



 

 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렘수면행동장애(REM sleep behavior disorder, RBD)는 렘수면 중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근육긴장 소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꿈 내용이 행동으로 나타나 수면 

중 과격한 행동을 보인다. 특히 렘수면행동장애는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 PD), 

다계통위축증, 루이소체치매와 같은 퇴행성 질환과 연관된 시누클레인병증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파킨슨병의 비운동성 전조증상으로 주목 받고 있다. 자율신경계 

이상증상 또한 파킨슨병의 비운동성 전조증상이며 파킨슨병 진행과정에서 시상하핵, 

교감-부교감 신경계, 심장계 신경계에 세포가 소실되고 루이체가 침착되는 것과 연관 

있다.(2) 자율신경계 이상은 파킨슨병 환자뿐 아니라 렘수면행동장애 환자에서도 

동반되지만, 파킨슨병 진행에 따른 증상인지, 렘수면행동장애에 따른 증상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심박동변이(heart rate variability, HRV)는 자율신경계가 동방결절에 영향을 미쳐서, 

체내 및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심박수의 주기적인 변화를 정량화한 것으로 

비침습적으로 자율신경계 활성도를 측정하는데 흔히 이용된다.(3) 기존 연구에 의하면 

심박동변이는 정상인에 비해 특발성 렘수면행동장애와 파킨슨병 환자에서 감소해 있으며, 

그 차이는 각성시기에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일부 렘수면에서도 나타났다.(4, 5) 

 

렘수면은 위상성(phasic) 렘수면과 긴장성(tonic) 렘수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상성 

렘수면은 쾌속 안구운동이 나타나며 일시적인 근수축이 나타나는 시기로 교감신경의 

활동성이 증가한다. 반면에 긴장성 렘수면은 위상성 렘수면 사이에 나타나며 근수축이 

없이 뇌파상에 저전압 빠른 활성도가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6) 신경영상연구에 

의하면, 위상성 렘수면에는 긴장성 렘수면과는 다르게 후방 시상하핵과 후두엽의 대사가 

증가되어 있어 두 시기는 서로 다른 신경회로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7) 

렘수면행동장애의 주요 행동 및 운동활동은 위상성 렘수면에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8) 이전 연구에서는 i 렘수면을 동일한 시기로 간주하여 심박동변이 분석을 

하였지만, 렘수면 종류에 따라 심박동변이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서는 심박동변이가 렘수면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고 위상성과 긴장성 

렘수면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세부 수면단계에서 

렘수면행동장애와 파킨슨병에 따른 심박동변이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으로 

렘수면행동장애, 파킨슨병, 그리고 자율신경계이상의 상호 연관성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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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대상 및 방법 
 

 

제 1 절 대상  
  

2007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수면다원검사 결과 렘수면행동장애가 진단된 환자 

중에서 파킨슨병의 임상진단기준(UK PD society brain bank criteria)에 따라 

파킨슨병으로 진단된 환자(PD-RBD) 21명과 다른 질환의 증거가 없는 특발성 

렘수면행동장애환자(idiopathic RBD, IRBD) 17명을 모집하였다. 대조군으로는 연령을 

맞춘 정상대조군 10명과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한 파킨슨병 환자 중 렘수면행동장애가 

없는 자(PD-noRBD) 17명을 모집하였다. 환자군은 서울에 위치한 2차 병원 외래에 

수면장애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 중 ICSD-2(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leep 

Disorders-2) 기준에 의해 렘수면행동장애로 확진된 환자이며, 정상대조군은 코골이를 

주소로 내원하여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한 자 중 수면무호흡이 없이 경도의 코골이만 있는 

자로 선정하였다. 

 

당뇨병과 같이 자율신경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병력이 있는 자, 간이정신상태검사 

점수 24점 미만인 자, 각성 또는 렘수면단계가 짧거나 없는 자, 움직임이 많거나 기록이 

불량하여 심전도 분석이 어려운 자, 부정맥이 있는 자, 혈압강하제 등 맥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수면이나 각성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한 자는 

제외하였다. 

 

제 2 절 임상조사 
  

임상양상에 대한 조사는 후향적으로 하였으며 의무기록을 토대로 하였다. 인구학적 특성 

외에 파킨슨병 환자에게서 항파킨슨약물의 하루 용량을 레보도파 동등용량으로 환산한 

값(daily levodopa equivalent dose,LED), 호엔야척도, 통합퍄킨슨병척도  파트3 

운동평가점수를 조사하였다.  

 

제 3 절 수면다원검사기록 
  

모든 환자군과 대조군에 포함된 자들은 하루 밤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하였다. 수면의 

단계는 2007년 미국수면학회 수면판독기준에 따라 결정하였다.(9) 렘수면은 

급속안구운동 (rapid eye movements)과 근수축 여부에 따라서 위상성 렘수면과 긴장성 

렘수면으로 나누었다. 위상성과 긴장성 렘수면을 구분하는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전 연구에서와 같이 급속안구운동이 하나라도 있는 3초 미니에포크를 위상성 

렘수면으로 정의하였고 급속안구운동과 근수축이 없는 미니에포크를 긴장성 렘수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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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였다.(6)  
 

제 4 절 심박동변이 
  

심박수는 동방결절의 심박자율세포의 자발성이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 

심박수는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데, 시간에 따른 심박의 변화를 심박동변이라고 한다. 

1996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와 Northern American Society of Pacing and 

Electrophysiology의 태스크포스팀 가이드라인은 시간영역분석(time domain 

analysis)과 주파수영역분석(frequency domain analysis)으로 심박동변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10) 시간영역분석은 동성 심박사이의 R-R 간격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측정하며 측정요소에는 평균 R-R 간격, R-R 간격의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of the NN interval, SDNN)와 50ms 이상 R-R간격의 

비율(percentage of successive intervals differing by more than 50ms, pNN50)이 

있다. 주파수영역분석은 각각의 심박동을 주파수영역별로 분석한 후 절대적 및 상대적 

강도로 정량화하는 것으로 측정요소에는 절대적 강도로 극저주파수대(very low 

frequency, VLF), 저주파수대(low frequency, LF), 고주파수대(high frequency, HF), 

총 파워스펙트럼밀도(total power, TF), 상대적 강도로 저주파수 표준단위(low 

frequency normalized unit, LFnu= LF/(total power-VLF)), 고주파수 표준단위(high 

frequency normalized unit, HFnu= HF/(total power-VLF)), 저주파수에 대한 

고주파수비(LF/HF ratio) 등이 있다. 고주파수대(0.15-0.4Hz)는 부교감신경계의 

활성도와 관계되며, 저주파수대(0.04-0.15Hz)는 교감신경계과 부교감신경계의 활동을 

동시에 반영한다. 또한 저주파수에 대한 고주파수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 

정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수면다원검사에서 기록된 각성, 움직임, 무호흡증이 없는 안정된 심전도 

신호를 2분 간격으로 나누어 Kubios HRV version 2.1 Software 분석기를 이용하여 

심박동변이를 분석하였다. 시간영역분석상 평균 R-R 간격, R-R 간격의 표준편차와 

50ms 이상 R-R 간격의 비율을 분석하였고, 주파수영역분석상 총 파워스펙트럼밀도, 

저주파수대, 고주파수대, 저주파수 표준단위, 고주파수 표준단위, 저주파수에 대한 

고주파수비를 분석하였다.  

 

수면단계(각성, N2, N3, 위상성 렘수면, 긴장성 렘수면)마다 2분 구간의 심전도를 

분석하였고, 위상성 렘수면은 위상성 미니에포크가 50%이상을 차지하는 2분 렘수면 

구간으로, 긴장성 렘수면은 위상성 미니에포크가 없는 2분 렘수면 구간으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수면단계 중 N1은 시간이 짧고 잡파가 많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제 5 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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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은 SPSS 프로그램 (SPSS 19.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다. 

임상변수들은 기술통계로 표시하였고 결과는 평군(±표준편차) 또는 숫자(분율)로 

표시하였다.  

수면단계에 따른 심박동변이의 차이를 보기 위해 각성, N2, N3, 위상성 렘수면, 긴장성 

렘수면단계에 따른 심박동변이 값을 repeated measure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사후분석은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위상성 렘수면과 긴장성 렘수면간에 심박동변이 

차이를 보았다. 사후분석에서 유의수준은 p값 0.05/5=0.01를 기준으로 하였다.  

 

정상대조군, IRBD, PD-RBD, PD-noRBD 군에 따른 심박동변이의 변수를 비교하기 

위해 비모수적 Kruskal-Wallis의 H 검정을 사용하였고 유의한 변수는 Mann-Whitney 

U-test를 이용하여 사후분석을 시행하였다. 사후분석에서 유의수준은 p 값 

0.05/4=0.0125를 기준으로 하였다.  

 

렘수면행동장애와 파킨슨병에 따른 심박동변이 변화를 보기 위해 IRBD군과 PD-

RBD군을 렘수면행동장애군으로, PD-RBD군과 PD-noRBD군을 파킨슨병군으로 

정의하여 대조군과 심박동변이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Student’s t-test 또는 Mann-

Whiteny U-test를 사용하였고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비연속변수는 Chi-square test 

또는 Fischer’s exact test를 이용하였다.  

 

위상성, 긴장성 렘수면에 따른 심박동변이 차이가 파킨슨병군 또는 

렘수면행동장애군에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 1개의 독립변수(파킨슨병 또는 

렘수면행동장애)와 1개의 반복측정변수(위상성 또는 긴장성 렘수면)로 2X2 analysis of 

variance를 시행하였다. 

유의수준은 p 값이 0.05미만인 경우로 하였다. 

 

제 3 장 결  과 
 

 

제 1 절 환자의 특성 
  

모집한 환자 가운데 IRBD 17명 중 7명(당뇨병 1명, 각성단계 없음 3명, 심전도 

자료문제 2명, 부정맥 1명), PD-RBD 21명 중 9명(당뇨병 2명, 각성단계 없음 4명, 

심전도 자료문제 3명), PD-noRBD 17명 중 10명(당뇨병 3명, 렘수면단계 없음 5명, 

심전도 자료문제 2명)을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IRBD 10명, PD-RBD 12명, PD-

noRBD 7명, 정상대조군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Figure 1) 

 

평균나이는 67.3±6.7세, 남자환자는 22명(56.4%)이었고 그룹간 나이, 성별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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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파킨슨병군의 호엔야척도는 평균 1.8±0.6이었고 통합퍄킨슨병척도 파트3 

운동평가점수는 평균 18.0±10.2점, 항파킨슨약물의 하루 용량을 레보도파 

동등용량으로 환산한 값은 평균 662.6±291.0mg이었다.  

 

수면구조는 PD-noRBD군에서 렘수면잠복기가 정상대조군보다 유의하게 긴 것 외에 

그룹간 차이는 없었다. 수면잠복기, 수면효율, 무호흡저호흡지수를 포함한 

수면다원검사의 지표는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1) 

 

제 2 절 심박동변이 
  

수면단계에 따라서 심박동변이 차이가 있었고, 위상성 렘수면과 긴장성 렘수면간에도 

심박동변이의 차이가 있었다. 전체 환자군에서 수면 시에 평균 R-R 간격이 

각성시기보다 길었고 저주파수 표준단위가 낮았다. 렘수면 중 위상성 렘수면에서 평균 

R-R간격이 긴장성 렘수면보다 짧았고(971.0±121.8 vs 992.6±128.4, p=0.004), 

저주파수대, 저주파수 표준단위가 다른 수면시기보다 높았다(Table 2). 이는 수면 중 

각성 시보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렘수면 중에서는 위상성 렘수면에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됨을 시사한다.  

 

IRBD, PD-RBD, PD-noRBD, 정상대조군간에 심박동변이는 각성시기와 

렘수면시기에서만 차이가 있었다. 각성시기와 위상성 렘수면에서 IRBD, PD-RBD, PD-

noRBD군은 모두 정상대조군에 비해 저주파수 표준단위가 낮았다. 긴장성 렘수면에서는 

PD-RBD군에서만 위와 같은 차이가 있었다. PD-RBD, PD-noRBD 두 군간에 

심박동변이의 차이가 없었고 IRBD, PD-RBD 두 군간에도 심박동변이의 차이가 없었다. 

(Figure 2)  

 

파킨슨병 유무에 따른 심박동변이의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파킨슨병군(PD-RBD와 

PD-noRBD)은 위상성 렘수면에서 저주파수대 값이 대조군(건강대조군과 IRBD)에 

비해 낮았고, N3 수면을 제외한 모든 수면단계에서 저주파수 표준단위가 낮았다. 

렘수면행동장애에 따른 심박동변이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렘수면행동장애군(IRBD와 

PD-RBD)은 대조군(정상대조군과 PD-noRBD)에 비해 저주파수 표준단위가 낮았고 

저주파수에 대한 고주파수비가 낮았다. (Table 3) 

 

마지막으로 위상성 렘수면과 긴장성 렘수면간의 심박동변이의 차이가 파킨슨병 또는 

렘수면행동장애 여부에 따라 다른지 분석하였다. 파킨슨병이 없는 대조군에서는 

저주파수대 값과 저주파수에 대한 고주파수비가 위상성 렘수면에서 높았고 긴장성 

렘수면에서 낮았지만, 파킨슨병군에서는 두 시기간에 차이가 적었다(F=4.212, p=0.047, 

F=8.618, p=0.006). 렘수면행동장애군에서는 대조군보다 저주파수에 대한 

고주파수비의 차이가 적었으나(F=7.408, p=0.010), 저주파수대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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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였다(F=0.319, p=0.575, Figure 3). 

 

제 4 장 고  찰 
 

본 연구는 수면단계와 파킨슨병 및 렘수면행동장애에 따른 자율신경활성도의 차이를 

심박동변이를 이용해 평가하였다. 기존 연구와 다르게 렘수면을 위상성, 긴장성 

렘수면으로 분리하여 평가하였고, 위상성, 긴장성 렘수면 사이에 심박동변이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파킨슨병군과 렘수면행동장애군에서 각각 대조군과 심박동변이의 

차이가 있었고, 이는 각성시기와 위상성 렘수면에서 뚜렷하였다.  

 

수면 중에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며, 이는 휴식하고 있을 때 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연구결과 공통적으로 비렘수면 중에는 심박동수와 심박동변이가 

감소하였지만, 각성 시와 렘수면 중에는 심박동수와 심박동변이가 불규칙하게 

상승하였다.(11-13) 저주파수에 대한 고주파수비 또한 비렘수면에서 감소하고 

렘수면에서 증가하였다.(14) 본 연구에서도 각성 시에 비해 위상성 렘수면을 제외한 

모든 수면단계에서 R-R 간격이 길고, 저주파수 표준단위가 낮아 부교감신경 활성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렘수면에서의 심박동 변이는 위상성 렘수면과 긴장성 렘수면간에 차이가 있었다. 긴장성 

렘수면에서는 교감신경계 활동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부교감신경계 활동성이 

증가하고, 위상성 렘수면에서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 활동성이 모두 증가하지만 

상대적으로 교감신경계 활동성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15) 심박동변이를 

분석하였을 때 위상성 렘수면에서 긴장성 렘수면에 비하여 R-R 간격이 짧고 

저주파수대, 저주파수 표준단위가 높았다. 이는 위상성 렘수면 중 자율신경이 

교감신경쪽으로 편향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기존 연구와 부합하는 소견이다.  

 

렘수면행동장애와 파킨슨병 환자 모두에서 정상대조군과 심박동변이의 차이가 있었다. 

이전 연구들은 이에 대하여 서로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Postruma 등은 파킨슨병이 

아닌 렘수면행동장애에 따라서 심박동변이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 

연구에서 IRBD, PD-RBD 환자는 정상대조군에 비해 극저주파수대, 저주파수대값이 

낮았지만, PD-noRBD는 정상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16) 하지만 이 

연구는 심박동변이를 각성상태에서만 평가하였고 여러 집단을 다중 비교함에 따라 1종 

오류가 높아질 수 있어 한계가 있다. 다른 연구 결과 파킨슨병군(PD-RBD와 PD-

noRBD)에서 정상대조군에 비해 각성시기와 렘수면시기에서 극저주파수대와 저주파수대 

값이 낮았지만, PD-RBD와 PD-noRBD간에 심박동변이 차이는 없었다.(5) 이 연구는 

IRBD를 제외한 파킨슨병 환자만 분석하였고, PD-noRBD 27명에 비해 PD-RBD 

대상수가 6명으로 적어 렘수면행동장애 여부에 따른 심박동변이의 차이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가장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IRBD, PD-RBD, PD-noRBD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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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서 정상대조군에 비해 각성시기에 극저주파수대와 저주파수대 값이 낮았다. 이는 

파킨슨병 또는 렘수면행동장애에서 교감신경계 활성도가 감소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고주파수대는 차이가 없어 부교감신경계 활성도는 보존됨을 알 수 있다.(4) 본 

연구결과는 이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RBD, PD-RBD, PD-noRBD군 

모두에서 정상대조군에 비해 저주파수 표준단위와 저주파수에 대한 고주파수비가 낮았다. 

이는 파킨슨병 및 렘수면행동장애 환자에서 교감신경 활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함을 

시사한다. 비록 파킨슨병 및 렘수면행동장애 환자에서 저주파수대 값의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상대적인 저주파수 표준단위의 차이를 확인하여 부교감신경에 비해 

교감신경계 활성도가 낮음을 확인하였다.  

 

자율신경계 이상은 파킨슨병의 비운동성 전조증상으로 렘수면행동장애보다 먼저 

나타난다. Braak 등은 파킨슨병의 병리소견이 연수에서 시작되어 위로 진행하여 

뇌줄기의 상부와 신피질로 진행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파킨슨병 진행단계를 제시하였다. 

Braak 단계에 따르면 1단계에서 시누클레인 침착이 부교감신경을 관장하는 구조물인 

dorsal motor nucleus of vagus와 교감신경을 관장하는 구조물인 postganglionic 

neurons에 침착되어 자율신경계 변화가 나타나며, 3단계에서 pedunculopontine 

nucleus가 침범되어 렘수면행동장애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17) 이에 따르면 

자율신경이상은 렘수면행동장애와 파킨슨병 운동증상 이전에 나타나게 된다. 실제 심장 

교감신경 절후 신경분포를 평가하는 MIBG scan 연구결과 파킨슨병 환자뿐 아니라 

특발성 렘수면행동장애에서도 MIBG 섭취 이상이 있었다.(18) 심박동변이를 분석한 본 

연구는 파킨슨병 환자뿐 아니라 IRBD 환자에서도 정상대조군과 심박동변이의 차이를 

보았다. 이는 파킨슨병 발생 이전부터 자율신경계 이상이 나타난다는 기존 가설을 

지지하는 소견이다. IRBD, PD-RBD, PD-noRBD군간에 심박동변이의 차이는 없었지만 

파킨슨병과 렘수면행동장애를 비교하였을 때 두 군간 차이가 있었다. 파킨슨병군에서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저주파수대와 저주파수 표준단위의 차이가 있었지만, 

렘수면행동장애군에서는 상대적인 저주파수 표준단위의 차이만 있었다. 이는 

파킨슨병군에서 렘수면행동장애군에 비해 자율신경계변화가 더 심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이를 통해 렘수면행동장애에서 파킨슨병으로 진행함에 따라 자율신경계변화도 

진행함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렘수면시기를 하나로 분석하였지만, 위상성과 긴장성 렘수면을 구분 

없이 분석할 경우 심박동변이의 차이가 상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위상성과 긴장성 

렘수면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각성시기와 위상성 렘수면에서 심박동변이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파킨슨병에서 자율신경계 변화는 교감신경에서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에는 교감신경계 활성도가 저하되고 부교감신경계 활성도는 보존된다.(18) 

때문에 초기 파킨슨병 및 렘수면행동장애 환자에서 심박동변이는 교감신경의 활성도가 

높아지는 각성시기와 위상성 렘수면시기에 대조군과 차이가 크고, 부교감신경 활성도가 

높은 비렘수면시기와 긴장성 렘수면시기에는 대조군과 차이가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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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 파킨슨병이 진행함에 따라 비렘수면시기에서도 심박동변이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파킨슨병 환자에서는 수면다원검사 중 각성시기가 짧고 

잡파가 많은 경우가 흔하다. 위상성 렘수면은 각성시기에 심박동변이 분석이 어려울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어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먼저 후향적 단면연구이며 환자 수가 군간 10명으로 

적어 표본선택변이(selection bias)를 배제할 수 없다. 특히 PD-noRBD군에서 

렘수면이 없거나 당뇨병이 있는 환자가 많아 연구에 포함된 환자수가 다른 그룹보다 

적었다. 하지만 충분한 추적기관찰 후에 진단이 확실한 환자들을 선정하였고, 

파킨슨중증도 등 교란변수를 배제하여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였다.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5분 심박동변이 대신 2분 심박동변이를 분석하였는데 위상성, 긴장성 

렘수면은 지속 시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5분 연속으로 안정된 심전도를 찾기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2분 심박동변이도 유사한 다른 연구에서 사용된 적이 

있으며(19) 심박동변이의 분석 시에 시간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아 분석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파킨슨병 환자들은 도파민 계열의 약물 복용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약물이 심박동변이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기립성 

혈압변화와 같은 다른 자율신경계 검사는 하지 않아 심박동변이만으로 자율신경계 이상 

유무를 단정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파킨슨병 및 렘수면행동장애 환자 모두에서 건강대조군과 심박동변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심박동변이는 렘수면행동장애보다 파킨슨병에 더 뚜렷한 

영향을 받았다. 이는 렘수면행동장애에서 파킨슨병으로 진행함에 따라 자율신경변화도 

진행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위상성 렘수면과 긴장성 렘수면에서도 심박동변이의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위상성 렘수면과 각성 시에 파킨슨병 및 

렘수면행동장애에 따른 심박동변이의 차이가 뚜렷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추후 

심박동변이 분석에 있어서 렘수면을 하나로 간주하지 말고 위상성 렘수면과 긴장성 

렘수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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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art rate variability in tonic and phasic 

REM sleeps: correlation with REM sleep 

behavior disorder and Parkinson's disease. 
 

Byun Jung Ick 

Medical school Neur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M sleep behavior disorder (RBD) is characterized by loss of normal muscle 

tone during REM (Rapid Eye Movement) sleep, and is known to be preceding 

symptom of Parkinson’s disease (PD). Heart rate variability (HRV) is noninvasive 

tool for measuring autonomic nervous system activity, and is known to be lower in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than in normal people. Previous studies analyzed 

HRV in REM sleep period as a whole, but it could offset the HRV difference 

between phasic and tonic REM sleep. We hypothesized that HRV could vary 

between phasic and tonic REM sleep and analyzed the HRV in both phases.  

 

   Ten idiopathic RBD patients (IRBD), 12 RBD patients with PD (PD-RBD, 7 PD 

patients without RBD (PD-noRBD), 10 healthy controls were enrolled. Two minute 

HRV during each sleep phases (Wake, N2, N3, tonic REM, phasic REM) were 

analyzed. We defined IRBD and PD-RBD groups as RBD group, and PD-RBD group 

and PD-noRBD groups as PD group. HRV of RBD group and PD group was 

compared with those of control group. 

 

There was difference in HRV between sleep phases and also between phasic and 

tonic REM sleep. Sympathetic HRV of PD and RBD groups were lower than normal 

control group. The difference was better seen in phasic REM sleep than in tonic 

REM sleep period. It is important to divide REM sleep into tonic and phasic R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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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analyzing HRV in patients with RBD.  

 

Keywords : Heart rate variability, Parkinson’s disease, REM sleep behavior disorder, 

Phasic REM, Tonic REM 

Student Number : 2012-2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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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환자의 특성과 수면다원검사 기록 

  Controls (n=10) 
Idiopathic RBD 

(n=10) 
PD-RBD (n=12)  PD- no RBD (n=7) P-value 

Age at PSG 67.4±3.1 63.9±9.3 69.0±5.2 69.0±7.7 0.404 

Sex (Male) 6 (60.0%) 7 (70.0%) 4 (33.3%) 5 (71.4%) 0.257 

UPDRS III NA NA 18.4±9.7 17.4±11.7 NA 

H&Y stage NA NA 1.9±0.4 1.6±0.8 NA 

LED NA NA 705.0±251.6 590.0±359.2 NA 

Night-time sleep 
     

Time in bed (min) 430.2±36.8 432.5±24.7 421.3±31.0 436.8±13.8 0.771 

Total sleep time (min) 323.8±68.0 318.8±70.7 290.8±52.2 300.9±55.3 0.498 

Sleep efficiency 75.0±12.6 73.6±15.0 69.2±12.5 69.0±13.0 0.563 

Latency to (min) 
     

Sleep onset 21.4±18.9 30.9±36.9 10.8±9.4 28.1±42.7 0.661 

REM sleep 89.0±31.5 130.6±64.9 147.5±78.0 195.4±51.2 0.007 

% of sleep stage 
     

NI 9.4±5.9 14.2±9.9 18.6±11.2 18.0±9.0 0.114 

N2 47.3±16.4 38.9±6.8 42.6±13.1 53.2±8.4 0.059 

N3 19.2±11.1 22.9±6.3 18.7±11.4 13.6±13.0 0.377 

R 24.2±7.8 23.9±8.2 20.0±6.7 15.3±6.0 0.059 

Events during sleep (No./ per hour) 
    

Periodic limb movements 2.4±5.7 10.8±18.3 0.04±0.1 2.6±6.8 0.362 

Apnea-hypopnea 4.4±3.7 5.0±9.9 4.1±4.9 5.0±6.1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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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are mean±SD or number of patients (percentage). ANOVA and Chi square test were used.  
  

UPDRS: Unified Parkinson's Disease Rating Scale, LED: levodopa equivalent dose, PSG, H&Y stage 

LED   

W: Wake stage, N2: Non-REM stage 2, N3: Non-REM stage 3, pR: phasic REM sleep, tR: tonic REM 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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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수면 단계에 따른 심박동변이 
     

  W N2 N3 pR tR P-value
1)

 Phasic vs Tonic REM
2)

 

RR int 904.4±118.2 972.1±124.5 977.9±125.3 * 971.0±121.8 992.6±128.4*  <0.001 0.004 

SDNN 21.1±22.8 20.5±22.8 20.5±11.9 29.0±23.5 28.5±23.1 0.125 
 

Pnn50% 3.9±11.1 9.9±17.2* 7.4±13.3* 7.4±11.1 8.0±11.9* 0.048 0.675 

Total POWER 280.3±580.6 396.3±385.7 310.9±274.5 679.9±1073.9* 558.4±725.3 0.039 0.278 

LF (ms2) 127.5±349.5 112.0±147.6 63.0±65.4 303.1±547.1 132.7±223.0 0.018 0.028 

HF(ms2) 127.8±222.3 260.7±243.3* 234.3±217.0* 465.2±964.6* 391.9±528.6* 0.048 0.551 

Lfnu 36.4±22.2 29.1±14.9* 22.2±11.6* 44.6±17.6* 27.8±13.6* <0.001 <0.001 

Hfnu 63.3±22.3 70.2±14.7 77.7±11.7* 55.2±17.8* 72.2±13.6* <0.001 <0.001 

LF/HF 0.86±0.91 0.49±0.43* 0.32±0.24* 1.04±0.80 0.45±0.35* <0.001 <0.001 

1) Repeated measure ANOVA, 2) Paired t-test of HRV between phasic and tonic REM stage, * <0.005 compared with wake stage 

RR int: R-R interval, SDNN: standard deviation of the NN interval, Pnn50%: percentage of successive intervals differing by more 

than 50ms, LF: low frequency, HF: high frequency, nu: normalized unit, LF/HF: low frequency-high frequency ratio, W: Wake stage, N2: 

Non-REM stage 2, N3: Non-REM stage 3, pR: phasic REM sleep, tR: tonic REM 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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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렘수면행동장애와 파킨슨 병에 따른 심박동변이 

 
REM sleep behavior disorder 

p-value 
Parkinson disease 

p-value 
  no-RBD (n=17) RBD (n=22) no-PD (n=20) PD (n=19) 

RR interval 
     

W 880.9±135.3 922.6±102.6 0.281 904.2±102.7 904.6±135.4 0.991 

N2 944.5±125.8 993.3±122.0 0.229 989.7±102.7 953.4±144.4 0.37 

N3 950.2±126.7 994.8±118.8 0.266 971.9±62.9 978.9±166.2 0.865 

pR 927.0±111.4 1004.9±120.9 0.046 968.1±98.6 974.0±145.0 0.883 

tR 949.5±118.9 1025.8±128.1 0.065 988.7±107.8 996.6±150.1 0.851 

SDNN 
      

W 19.2±15.7 22.5±31.7 0.7 28.2±32.3 13.6±13.3 0.076 

N2 26.9±23.3 28.1±23.0 0.873 24.8±18.9 30.5±26.6 0.449 

N3 21.9±15.4 19.5±8.5 0.545 18.6±8.3 22.6±14.8 0.3 

pR 25.3±15.3 32.0±28.3 0.383 28.7±23.8 29.4±23.8 0.932 

tR 27.7±19.9 29.1±25.8 0.862 23.4±15.0 31.7±29.4 0.398 

pNN50% 
      

W 7.1±16.2 1.5±2.7 0.177 2.7±5.3 5.2±15.0 0.478 

N2 12.0±19.7 8.4±15.2 0.525 8.6±16.7 11.4±18.0 0.612 

N3 9.9±17.9 5.5±8.2 0.355 4.4±7.6 10.6±17.1 0.163 

pR 8.2±12,3 6.7±10.4 0.689 4.3±7.0 10.7±13.7 0.079 

tR 9.6±16.0 6.7±7.5 0.453 5.3±6.9 10.8±15.2 0.155 

Total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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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462.2±833.5 139.8±182.5 0.136 455.0±774.8 96.5±92.4 0.054 

N2 404.5±343.1 389.9±423.6 0.909 427.2±404.0 363.7±373.7 0.614 

N3 297.0±207.6 321.6±321.2 0.786 332.3±277.9 288.3±276.5 0.624 

pR 897.5±1434.7 511.8±671.1 0.317 997.4±1422.1 288.3±276.5 0.057 

tR 573.1±845.4 547.1±638.0 0.913 649.6±935.1 462.5±410.7 0.428 

LF (ms2) 
      

W 234.2±511.1 45.1±75.4 0.149 231.7±469.8 17.8±13.3 0.056 

N2 94.1±86.9 125.7±182.2 0.48 133.4±162.2 89.4±131.1 0.359 

N3 76.1±73.0 52.9±58.7 0.437 65.2±57.1 60.7±74.7 0.833 

pR 381.9±633.3 252.2±476.7 0.462 484.3±721.1 112.4±90.9 0.033 

tR 163.1±314.8 109.2±114.7 0.167 170.6±292.3 92.8±107.5 0.282 

HF (ms2) 
      

W 181.6±314.8 86.2±109.4 0.24 191.1±293.2 61.2±66.5 0.067 

N2 289.8±247.9 238.2±243.1 0.519 261.1±246.2 260.3±247.0 0.992 

N3 209.8±247.9 253.3±264.0 0.542 249.0±229.1 218.8±208.6 0.67 

pR 372.2±723.1 537.1±1128.2 0.603 706.8±1305.3 211.0±180.3 0.108 

tR 382.3±522.5 399.3±545.4 0.922 440.2±680.8 341.1±308.7 0.565 

Lfnu 
      

W 45.5±26.9 29.4±14.8 0.036 45.8±24.9 26.6±13.7 0.005 

N2 28.2±13.0 29.8±16.5 0.745 34.9±15.5 23.0±11.7 0.01 

N3 25.9±10.1 19.4±12.1 0.082 25.2±12.6 19.1±9.8 0.098 

pR 51.8±18.6 39.0±14.9 0.022 54.2±18.6 34.4±8.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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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NN: standard deviation of the NN interval, Pnn50%: percentage of successive intervals differing by more than 50ms, 

LF: low frequency, HF: high frequency, nu: normalized unit, LF/HF: low frequency-high frequency ratio, W: Wake stage, N2: 

Non-REM stage 2, N3: Non-REM stage 3, pR: phasic REM sleep, tR: tonic REM sleep 

 

 

tR 29.1±11.9 26.8±15.0 0.607 34.0±13.5 21.2±10.4 0.002 

Hfnu 
      

W 54.5±26.8 70.3±15.0 0.039 54.2±24.7 73.1±13.7 0.006 

N2 71.7±12.9 70.0±16.4 0.722 64.9±15.4 76.9±11.6 0.01 

N3 74.0±10.1 80.7±12.2 0.075 74.6±12.6 81.1±9.9 0.086 

pR 48.1±18.5 60.8±14.8 0.022 45.6±18.4 65.4±8.9 <0.001 

tR 70.6±11.8 72.9±14.9 0.613 65.7±13.4 78.5±10.4 0.002 

LF/HF ratio 
     

W 1.34±1.16 0.49±0.38 0.009 1.28±1.07 0.42±0.36 0.003 

N2 0.46±0.43 0.52±0.44 0.669 0.65±0.51 0.33±0.26 0.022 

N3 0.37±0.19 0.28±0.26 0.214 0.38±0.27 0.26±0.18 0.103 

pR 1.40±0.92 0.76±0.56 0.019 1.50±0.87 0.55±0.22 <0.001 

tR 0.46±0.29 0.44±0.39 0.9 0.59±0.40 0.30±0.20 0,006 

Values are means±SD. Student t-test, Mann-Whitney U test were used.  
  

PREM: Phasic REM, TREM: Tonic REM, Lfnu: low frequency normalized unit, Hfnu: high frequency normalized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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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2 

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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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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