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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서론: 노화에 따른 남녀의 수면 특성을 비교한 몇 편의 논문이 

발표되기는 했으나 수면 양상의 남녀 차이가 노인들의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 남녀의 수면 구조와 특성을 비교하고 남성과 여성에서 수면이 

노인의 인지기능과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자 하였다. 

방법: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지역사회에서 모집된 60

세 이상의 노인 340명을 대상으로 야간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하였다.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The Pittsburg Sleep Quality Index,  

PSQI), 노인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 주관적 

기억감퇴 설문(Subjective Memory Complaint Questionnaire, 

SMCQ), 누적질환평가척도(Cumulative Illness Rating Scale, CIRS)

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한국판 CERAD 평가집(Korean Version of 

the 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for Alzheimer's Disease 

Assessment Packet (CERAD-K))을 사용하여 인지기능을 평가하

였다. 

결과: 무호흡-저호흡 지수(Apnea-hyponea index, AHI), 산소 포

화도 저하 지수(Oxygen desaturation index, ODI), 1단계 수면

(stage 1 sleep, S1)은 남성에서 높게 관찰되었으나(p<0.001; 

p<0.001; p<0.001) 서파 수면(slow wave sleep, SWS)과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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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stage 2 sleep, S2)은 여성에서 더 높게 관찰되었다(p<0.001; 

p<0.001). 여성은 GDS와 PSQI 점수가 남성보다 높았다(p=0.004; 

p<0.001). 성별을 나누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남성

은 S1이 높을수록 WLMT 점수가 떨어질 확률이 높았고

(OR=1.113) ODI값이 높을수록 SWCT 점수가 떨어질 확률이 높

았다(OR=1.079). 여성은 PSQI가 높을수록 WLMT가(OR=3.405) 

GDS가 높을수록 SWCT가 낮아질 확률이 높았다(OR=1.086). 

CIRS를 성별을 나누어 부분상관분석 한 결과 남성은 S1이 많을 수

록 호흡기, 상부위장관 질환 중증도, 고도 질환 개수가 올라갔고

(r= .237, r= .201, r= .240), SWS가 증가할수록 동반 질환 개수

와 CIRS 전체 점수가 낮아졌다(r=- .254, r=- .187). 여성은 

PSQI점수가 높을수록 신장 질환 점수가 높아졌고(r= .256), ODI가 

높을수록 혈관질환이(r=150), SWS이 적을수록 동반 질환 개수와 

CIRS 중증도 점수, CIRS 전체 점수가 높아졌다(r=- .193, r=-

 .160, r=- .227).  

결론: 노인 남성은 여성보다 수면 구조의 손상이 더 심한 것으로 나

타났다. 남성은 객관적인 수면 구조가 인지기능과 신체기능에 영향

을 미쳤고, 여성은 주관적 수면의 질과 우울이 인지기능에, 주관적, 

객관적 수면 양상 모두가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쳤다.   

---------------------------------------------------------------------------------------------- 

주요어: 노인, 성별, 수면, 수면다원검사, 인지 기능, 신체 질환  

학  번: 2011 - 2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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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사람의 수면은 어린이에서 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변한다고 알려져 있다(1-3). 노인의 수면에서 주로 

관찰되는 소견은 바로 잠들지 못하고 잠들어도 자주 깨고 낮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수면의 주관적인 질 저하와(4, 5) 

수면다원검사(polysomnography)에서 관찰되는 총 수면 시간(total 

sleep time), 수면 효율(sleep efficiency), 서파 수면(slow wave 

sleep)의 감소, WASO(wake after sleep onset, 잠든 후 깸)의 

증가 등 객관적인 소견들이 있다(6-10). 그 외에도 수면 잠복기, 

1 단계 수면의 증가와 렘 수면(REM sleep)의 감소 등의 소견이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소견들은 저자들 마다 조금씩 결과가 달라 

일반화하여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2, 11). 남성과 여성의 

수면은 30 대 이후 노화가 진행될수록 차이가 커진다고 알려져 

있다(11). 여성은 남성보다 주관적 불면 호소가 심하고 수면제의 

사용이 더 많으나(2, 11-13) 수면 구조 상에서는 남성보다 서파 

수면이 잘 보존되어 있고, 처음으로 나타나는 서파 수면의 강도도 

큰 편이라고 알려져 있다(14, 15). 이에 비해 남성은 주관적인 불면 

호소는 적으나 실제 수면 구조에서는 WASO 가 증가하고 서파 

수면에 비해 얕은 수면의 비율이 증가하며 수면무호흡증의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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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 남성은 여성보다 서파 수면이 감소하는 

시기가 조금 이른 30 대부터 이고, 그 정도가 심하다고 알려져 

있다(11, 16-19). 그러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남녀 수면 차이에 

대한 연구는 저자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2004 년 Redline 등이 

발표한 결과 외에는 그 대상자 수가 적거나 노인 외 다른 연령을 

포함하고 있어 결과 해석에 제한이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성별에 

따른 수면 차이를 본 연구들 역시 수면다원검사 등의 객관적인 

도구가 아닌 주관적 도구를 사용하거나 대상자 수가 적었다.  

 

수면 중에는 5%에서 25%의 대사율이 감소함으로써 에너지가 

보존되고 회복된다고 알려져 있으며(9, 20-22) 이러한 소견은 

특히 서파 수면 시 두드러진다고 알려져 있다(5, 23-26). 수면의 

이상은 야뇨증, 심혈관 질환, 소화기 질환, 호흡기 질환, 만성 통증, 

관절염, 신경학적 질환, 폐경, 뇌혈관 질환 등 여러 가지 신체 

질환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10)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심리적 이상과 기억력 등의 인지 기능의 이상등과도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5, 27-31). 인지기능을 비롯한 신체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수면 구조로 알려진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서파 수면의 

변화다(9, 19, 26, 32-34). 서파 수면은 잠에서 깨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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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강한 자극이 필요할 정도로 깊은 수면을 취하는 

상태로(35) 10 대 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고 20 대에 접어들면 

서서히 감소해 90대 무렵엔 거의 사라진다고 알려져 있다(16, 36). 

서파 수면의 감소 소견은 노화와 관련된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보고되어왔으며 이런 연구들은 서파 수면이 노화에 따른 뇌의 

기능적 변화를 반영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고(5, 37, 38) 

Feinberg 등은 이러한 서파 수면의 변화가 굉장히 초기에 발견되는 

중추신경계 노화의 생물학적 증거라고 언급한 바 있다(6). Redline 

등은 그들의 연구에서 노인 남성이 여성보다 서파 수면의 감소와 

1 단계 수면의 증가 등, 노화에 따른 수면 구조의 변화가 심하다는 

결과를 관찰하였고, 이러한 노인 남녀의 수면 구조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향후 생물학적, 환경적 요인들이 인간의 신경생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10). 최근 발표된 노인 대상 연구에서는 수면다원검사 상 

1 단계 수면의 비율의 증가가 인지기능 저하와 관계가 있다고 밝힌 

바 있어, 노화에 따른 수면 구조의 변화가 인지기능과 연관됨을 알 

수 있다(39).  

 

수면은 인지 기능, 신체 질환, 정신과적 증상 등 여러 방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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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고 노인의 인지기능과 신체 질환에  

노화에 따른 수면의 구조적 변화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저자는 첫째, 남성과 여성의 노화에 따른 남녀의 수면 구조를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둘째, 남녀에 따라 수면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고자 하였다. 셋째, 남녀에 따라 

수면이 신체 질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살펴보고자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남녀에서 객관적인 수면과 주관적 수면이 차이가 나는 

이유와 그 의의에 대해서 고찰해보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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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60 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0 년 11 월부터 2012 년 1 월까지 모집하였다. 이들 

중 치료 받지 않은 심각한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정신 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 4 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ition, DSM-IV)의 기준에 합당한 치매 

상태, 물질 의존 혹은 약물 의존, 주요 우울증이나 기타 심각한 

정신질환을 진단 받은 과거력이 있는 사람, 심각한 청력, 시력, 언어 

장애 등 인지기능 검사나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는 사람들은 선별 시 제외되었다. 이렇게 선별된 총 354 명 중 

8 명은 설문지 정보가 불충분하여 제외되었고 수면다원검사 상 

REM 수면이 2 회 미만으로 관찰되거나 수면 시간이 3 시간 이하인 

6 명 역시 검사 결과가 불충분하다고 평가되어 제외되어, 총 

340 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그림 1). 본 연구 계획 및 

방법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연구윤리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모든 대상자들로부터 자발적 동의를 얻고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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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면다원검사 

수면다원검사는 21 시부터 익일 아침 7 시 사이에 환자들이 보고한 

평소 수면 시간에 맞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수면다원검사실에서 

시행되었다. 대상자들은 검사 전일 커피, 알코올 등은 피하도록 

안내를 받았다. 수면다원검사기기는 Embla polysomnographic 

system(Embla, Reykjavik, Iceland)을 사용하였으며, 표준화된 

방법으로 뇌파, 근전도, 안전도 등의 전극을 환자에게 

부착하였다(40). 수면다원검사의 분석은 표준화된 기준인 R&K 

staging 및 1999 년에 발표된 American Academy of Sleep 

Medicine(AASM) Task Force의 기준에 따라 수작업을 통해 분석 

하였다(40, 41). 총 수면시간(Total Sleep Time, TST)(분), 

수면잠복기(Sleep Latency, SL)(분), 수면효율(Sleep Efficiency, 

SE)(%), 1단계 수면(Stage 1 Sleep, S1)(%), 2단계 수면(Stage 

2 Sleep, S2)(%), 3 단계 수면(Stage 3 Sleep, S3)과 4 단계 

수면(Stage 4 Sleep, S4)을 합한 서파 수면(Slow Wave Sleep, 

SWS)(%), 렘 수면(REM sleep)(%), 입면 후 각성(Wake after 

sleep onset, WASO), 무호흡-저호흡 지수(Apnea-Hyponea 

Index, AHI), 산소 포화도 저하 지수(Oxygen desaturation index, 

ODI)가 분석되는 변인으로 선택되었다. 무호흡은 10 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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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저호흡은 호흡이 기본값의 

30% 이상이 감소된 상태가 10 초 이상 지속되면서 산소포화도가 

기저 값보다 4% 이상 감소하거나 각성이 동반되는 경우를 

말한다(42).  

 

3. 설문지 및 인지기능평가 

주관적 수면의 질과 우울 증상을 파악하기 위해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The Pittsburg Sleep Quality Index, PSQI), 

노인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대상자의 기억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위해 주관적 

기억감퇴 설문(Subjective Memory Complaint Questionnaire, 

SMCQ)을, 동반질환 여부와 그 심각한 정도를 평가하는 

Cumulative Illness Rating Scale(누적질환평가척도, CIRS)을 

시행하였다. 수면다원검사 및 자가보고식 설문지 검사 이후 한 달 

이내로 인지기능 검사를 시행하였다. 

 

가. Pittsburg Sleep Questionnaire Index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 PSQI) 

수면의 질을 평가하는 도구로써 PSQI 를 사용하였다. PSQI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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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의 질(subjective sleep quality), 수면잠복기(sleep latency), 

수면시간(sleep duration), 수면효율(sleep efficiency), 

수면장애(sleep disturbances), 수면제 사용(use of sleeping 

medication), 주간 기능장애(daytime dysfunction)의 7 개 범주로 

이루어져 있다. 총 19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0 점에서 3 점의 점수를 가진다. 7 개의 범주는 이 19 개의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고 지수화 한 것으로 0 점에서 3 점까지의 지수를 

가진다. 이 7 개의 범주의 지수를 합하면 0 점에서 21 점의 총 

수면지수가 계산된다. 일반적으로 총 수면지수가 5 초과인 경우 

수면의 질이 나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43). 

 

나.  주관적 기억감퇴 설문(Subjective Memory Complaint 

Questionnaire, SMCQ) 

SMCQ 는 주관적 기억 장애의 중증도와 지역 사회 노인들의 치매 

선별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개발된 14 개 문항의 자가보고식 

설문지이다(44).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보고하는 기억장애에 따라 

전반적 기억력을 평가하는 4 개의 문항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기억력을 평가하는 10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예=1” 혹은 “아니오=0”라고 답하도록 되어 있는 2 점 척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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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의 범위는 0 에서 14 점이다. 최근 2009 년 국내에서 시행된 

65 세 이상의 지역사회 인구 1651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민감도가 0.909, 특이도가 0.696 로 치매 선별에 적합하고 주관적 

기억 장애의 정도를 평가하기에 적합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 

치매선별을 위한 절단 점은 5/6점이었다(44).  

 

다. 누적 질환 평가 척도 Cumulative Illness Rating Scale 

(CIRS) 

CIRS 는 1968 년 Linn 등에 의하여 개발되었다(45). 노인 인구의 

신체질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장기 별로 총 14 개의 

장기 별로 질환 군을 나누어 각각에 대해 0 에서 4 점까지 각 질환 

군 별 중증도를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0 점은 질환이 없는 것, 

1 점은 경한 문제가 있거나 과거 유의한 문제가 있었던 경우, 2 는 

중증도의 장애 혹은 질병이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있는 경우, 3 은 

심한 혹은 지속적인 장애 혹은 조절되지 않는 만성의 문제가 있는 

경우, 4 는 극심한 그리고 즉각적인 치료를 요하는 정도, 말기 

장기부전(end organ failure), 심각한 기능적 장해를 의미한다. 

14 개의 질환별 중증도의 총점을 볼 수 있고 중증도가 1 점 이상인 

질환 군의 수를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중증도의 총점을 1 점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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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군 수로 나누어 전체 신체질환의 중증도를 보고 점수가 3 점 

이상인 고도 질환의 수를 따로 평가하는 방법 등 총 4 가지 점수 

계산 방법으로 동반질환을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면이 

주로 영향을 주는 질환군이 어떤 것인지 또 성별에 따른 질환의 

차이를 보고자 14 개의 장기 별 질환의 정도도 함께 

비교하였다(45-47). 

 

라. 인지기능검사도구 (CERAD-K)  

대상군의 인지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한국판 CERAD 

평가집(Korean Version of the 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for Alzheimer's Disease Assessment Packet (CERAD-

K))의 신경심리검사집을 사용하였다(48). CERAD-K 는 1994 년 

수정 보완된 영어판 CERAD 평가집을 원본으로 하여(49)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정상규준 연구를 거쳐 개발된 도구로 현재 많은 

임상 상황에서 인지기능 평가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CERAD-K 는 

1) 언어 유창성 검사(Verbal Fluency), 2) 수정판 한국형 보스톤 

이름대기검사(Modified Korean version of the Boston Naming 

Test, BNT-KC), 3) 간이정신상태검사(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in the Korean Version of the CERAD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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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et, MMSE-KC), 4) 단어목록기억검사(Word List Memory 

Test, WLMT), 5) 구성행동검사(Constructional Praxis Test, 

CPT), 6) 단어목록회상 검사(Word List Recall Test, WLRT), 7) 

단어목록재인검사(Word List Recognition Test, WLRcT), 8) 

구성회상검사(Constructional Recall Test, CRT), 9) 길 만들기 

검사(Trail Making Test, TMT) 등 9 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TMT 에서는 반응 시간(분)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ERAD-K 에 더하여 구성 재인 검사(Visual Recognition Test, 

VRT, 숫자 따라 하기 검사(Digit Span Test, DST), 스트룹 단어-

색깔 검사(Stroop Word-Color Test, SWCT)를 추가적으로 

시행하였는데 숫자 따라 하기 검사에서는 검사자가 물었을 때 

정확히 말하는 숫자의 수를 측정하였고 바로 외우기(Digit Span 

Test-Forward, DST-F)와 거꾸로 외우기(Digit Span Test-

Backward, DST-B)로 구성되었다. SWCT 는 네 가지 색깔의 

이름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100 개 써 있고, 각 글자에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과 다른 색상이 입혀져 있다. 대상자들은 그 단어를 

읽는 것이 아니라 입혀져 있는 색상의 이름을 말하도록 지시 받고 

정확하게 대답한 단어의 수가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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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 

우울에 대한 평가는 Yesavage 등이 1983 년에 개발한 노인 

우울척도(50, 51)를 2008 년에 한국형으로 표준화한 수정판을 

이용하였다(52). 신체적으로 건강한 노인뿐만 아니라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인지적 손상이 있는 노인에게 적용이 가능한 총 

30 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이다. 각 문항은 ‘예’와 ‘아니오’라고 

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거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였을 때 10 점 

이하를 정상, 11 점에서 14 점까지는 경증 우울, 15-19 점까지는 

중등도 우울, 20점 이상의 경우 중증의 우울로 보았다. 1, 5, 7, 15, 

19, 21, 27, 30 번 문항은 ‘아니오’를 1 점으로 채점하고 나머지는 

‘예’를 1점으로 채점하도록 되어 있다.  

 

4. 통계분석 

모든 검사를 수행한 340 명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성별에 따른 인구학적 요인과 수면 변인들에 대한 

비교와 CIRS 결과는 independent t-test 로 비교하였다. 인지기능 

검사에 포함된 15 가지 검사들에 대하여 성별을 포함한 

독립변인들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이때 사건 

발생은 각 검사의 결과가 표준 점수 -1.5 미만으로 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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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로 정하였다. 그 결과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인지기능 검사들에 대하여 남성과 여성에서 각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해 수면 및 다른 요인이 남녀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신체 질환과 수면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말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연령, BMI, GDS 를 통제한 편상관분석을 

남녀 각각에 대해 시행하였다. 데이터에 대한 통계처리는 SPSS 

version 18.0를 사용하였다. 유의 수준은 p < 0.05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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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남녀의 인구학적 특성 및 수면다원검사 결과 

전체 대상군의 인구학적 특성 및 수면다원검사 결과는 Table 1 에 

제시하였다. 대상자 전체의 연령은 68.23±5.50 세, 교육수준은 

12.41±4.45 년이었고 체질량 지수는 23.76±2.71 kg/m2 이었다. 

PSQI 점수는 6.50±3.63, GDS 는 10.16±6.23 이었다. 이 중 

교육수준은 남성이 유의하게 높았고(t=8.194, p= .001), GDS 와 

PSQI 점수는 여성이 유의하게 높았다(t=-2.885, p= .004; t=-

4.193, p= .000). 수면다원검사 결과에서 남성에서 여성보다 ODI, 

AHI 와 1 단계 수면이 유의하게 더 많이 관찰되었고(t=4.058, p< 

.001; t=5.548, p= .000; t=8.191, p= .000) 2단계 수면과 서파 

수면은 여성에서 의미 있게 더 많이 관찰되었다(t=-2.765, p= 

.006; t=-8.307, p= .000). 

 

2. 남녀의 인지기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남녀의 인지기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보기 위해 우선 15 가지 

인지기능 검사들에 대하여 독립변인으로 성별, 연령, 교육 수준, 

GDS, PSQI, 1단계 수면, 서파 수면, AHI, ODI을 포함한 로지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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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을 각각 시행하였다. 각 인지기능 검사 점수의 표준 점수가 

-1.5 미만인 경우를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그 

결과 WLMT, DST-B, 그리고 SWCT 가 남성에서 더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R=3.341, 

CI=1.041-10.721; OR=3.359, CI=1.082-10.428; OR=7.143, 

CI=1.895-26.920). 남녀의 인지기능에 수면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WLMT, DST-B, SWCT를 남녀로 나누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남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1 단계 수면이 비율이 높을수록 WLMT 점수가 

표준 점수 -1.5 미만으로 떨어질 위험도가 높아졌고(OR=1.316, 

CI=1.041-10.721; OR=1.113, CI=1.010-1.226) ODI 가 

높을수록 SWCT 점수가 떨어질 위험도가 증가하였다(OR=1.079, 

CI=1.011-1.152). 여성의 경우 PSQI 점수가 높을수록 WLMT 가 

낮아지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DST-B 점수가 낮아졌으며 

GDS 점수가 증가할수록 SWCT 점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OR=3.405, CI=1.100-10.540; OR=1.116, 

CI=1.026-1.215; OR=1.086, CI=1.012-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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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녀의 신체 질환과 수면요인의 상관관계  

남녀의 신체 질환과 수면요인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하여 연령, BMI, 

GDS 를 통제하여 편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남성은 Table 3 에, 

여성은 Table 4에 제시하였다. 남성의 경우 1단계 수면과 CIRS의 

호흡기계 질환과 상부 위장관 질환의 심각도, 중증 질환 개수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r= .237, r= .201, r= 

.240). 서파 수면은 동반 질환 개수, CIRS 총점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r=- .254, r=- .187). 

여성에서는 PSQI 가 신장 질환 심각도와, ODI 가 혈관 질환의 

심각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r= .256, 

r= .150), 서파 수면은 동반 질환 개수, CIRS 중증도 점수, CIRS 

총점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r=- .193, 

r=- .160, r=-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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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 대상군 중 남성은 여성보다 높은 교육 수준을 보였고 

주관적 우울감과 불면 증상은 여성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야간수면다원검사 결과 ODI, AHI 와 1 단계 수면은 남성이, 2 단계 

수면과 서파 수면은 여성이 더 높게 관찰되어 전체적으로 여성의 

수면 구조가 남성보다 더 잘 유지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남성의 경우 객관적인 수면 요인인 1 단계 수면이 증가할수록, 

ODI 점수가 증가할수록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이 더 증가하였고 

여성은 주관적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심할수록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이 더 높아졌다. CIRS 각 항목의 경우 남성은 1 단계 

수면이 증가할수록, 서파 수면이 감소할수록, 여성의 경우 

PSQI 와 ODI 가 증가하고 서파 수면이 감소할수록 신체 질환의 

동반 개수, 중증도가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은 

객관적인 수면 요인이, 여성은 객관적, 주관적 수면 요인 모두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성별에 따른 수면 구조 비교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적은 서파 수면과 많은 1 단계 수면을 보였는데, 

이러한 소견은 노인을 대상으로 남성과 여성의 수면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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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했던 과거 연구결과와 일치한다(10, 53-55). 남성이 여성보다 

노화에 따른 수면 구조의 손상이 더 심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노화에 따른 뇌 

구조 변화의 남녀 차이 때문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Swaab 

등은 남성에서 연령에 따른 시신경교차상핵(suprachiasmatic 

nucleus, SCN)의 위축과 세포 수 감소가 더 심하다는 소견을 

발표했는데, SCN은 수면-각성의 일주기 리듬을 조절한다고 알려진 

부위로 이들 연구를 바탕으로 노인 남녀의 수면 구조의 차이가 이 

때문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56, 57). 또한 전두엽과 

측두엽의 노화에 따른 위축 정도가 남성과 여성에서 다르다는 

연구들이 발표된 바 있는데 이 연구들은 남성과 여성의 대뇌 

피질을 연령군에 따라서 비교하였고 노인 남성이 이 두 부위의 

대뇌 피질의 위축이 더 심하다는 소견을 발표한 바 있다(58, 59). 

이 중 전두엽은 특히 서파 수면과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Mander 등의 연구에서 서파 수면과 노화에 따른 전두엽 피질의 

위축, 그리고 인지기능 사이의 관계를 밝힌 바 있어(60) 이를 통해 

노화에 따른 대뇌피질의 성별에 따른 위축 차이가 남녀의 서파 

수면의 차이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해볼 수 있다(61). 본 

연구에서 노인 남성은 여성보다 ODI 와 AHI 가 더 높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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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에 대규모로 시행되었던 단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여 본 연구 결과가 기존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10), 실제로 남성에서 수면 무호흡증의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관성 있는 결과로 여겨진다(62). 본 

연구 대상이었던 노인 여성들은 남성보다 수면 구조가 잘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불면을 나타내는 PSQI 점수는 

오히려 더 증가되어있었다. 기존 연구에서도 폐경기 이후의 노인 

여성들은 주관적 불면을 더 자주 호소한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63-65), 이들은 성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 혹은 안면 홍조 

등의 갱년기 증상이 이들의 주관적 수면의 질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5, 66). 또 다른 요인으로 우울증의 

유병률 차이를 들 수 있는데 과거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성의 

객관적인 수면과 주관적인 수면의 질의 불일치를 여성이 충분히 

자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더 민감하고, 우울의 유병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14, 67). 실제로 본 연구 대상자들도 

노인의 주관적 우울을 나타내는 GDS 의 점수가 여성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바 있어 위와 같은 설명이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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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성별의 영향을 받는 인지기능 검사 중 수면의 영향을 

받는 것은 WLMT 와 SWCT 였다. WLMT 는 서술적 기억과 작업 

기억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 방법으로(48) 본 연구의 남성이 

1 단계 수면이 많을수록 WLMT 점수의 저하가 일어날 위험이 

높다는 결과는 남성에서 얕은 수면이 증가할수록 서술적 기억의 

저하가 심하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수면과 서술적 기억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서파 수면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이었으나(3, 34, 38, 60, 68-70), 최근 노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두 연구에서 1 단계 수면이 증가할수록 서술적 

기억의 저하가 관찰된다고 발표된 바 있어 본 연구 결과가 일관성 

있음을 알 수 있다(39, 71). 여성의 경우 주관적 불면이 심할수록 

WLMT 점수의 저하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관적 불면과 

서술적 기억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기존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밝혀진 바 있다(72-74). 이 중 Tworoger 등의 연구는 

노인 여성만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수면을 평가한 결과가 

서술적 기억의 저하와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여서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SWCT 는 주의력과 

자극억제능력, 실행 기능 등을 평가하는 검사로(75) 주로 전두엽 

기능을 평가할 때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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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산소혈증의 정도를 나타내는 ODI 가 높을수록 SWCT 의 저하가 

더 잘 생겼는데, 과거 수면 무호흡증과 인지기능에 관한 연구들에서 

이와 유사한 결과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수면 중 무-저호흡은 수면 분절과 저산소혈증(hypoxemia)의 

기전을 통해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데(76-81), 

수면 분절은 주간 졸음을 유발하여 주의집중력의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82) 반복적인 저산소혈증의 발생은 뇌세포활동에 영향을 

줌으로써 인지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78, 83). 

전전두엽은 특히 이러한 저산소혈증에 특히 취약한 부위로(84, 85) 

집중력, 자극억제능력과 실행 기능과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86).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면 무호흡은 남성에서 더 

빈도가 높고 많은 수면 무호흡증 연구 대상의 대부분이 

남성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 결과는 일관성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성의 경우 주관적 우울을 나타내는 GDS 점수가 

주의집중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울은 

주요우울장애의 진단 기준에도 주의집중력과 실행기능의 저하가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집중력과 관계가 높고 과거 연구에서도 

우울과 주의집중력, 실행 기능의 저하 의 관계는 밝혀진 바 

있다(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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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남녀 각각의 신체 질환과 수면 요인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를 과거 연구들을 바탕으로 고려해볼 때, 과거 연구들은 

대개 수면 무호흡증에 관계된 연구이거나 주관적인 수면, 혹은 수면 

박탈과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야간수면다원 검사의 수면 구조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더욱 의미 

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남성은 호흡기 질환과 상부 

위장관 질환이 1 단계 수면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거 연구들을 살펴보면, Klink 등의 연구에서는 

호흡기 질환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기침, 가래, 천명(wheezing) 

등의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에서 수면 불만족감과 불면증, 

주간 졸음이 1.7 배에서 2.1 배 가량 더 많이 관찰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바 있고(90), Schey 등은 수면박탈이 

역류성식도염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어 

수면이 호흡기 질환과 상부위장관 질환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어왔음을 알 수 있다(91). 여성은 ODI 와 혈관 질환, PSQI 와 

신장 질환의 심각도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는데, Seif 

등은 혈관의 내피세포의 기능 이상이 ODI 의 상승과 연관이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92) 다수의 연구들에서 신장 질환과 수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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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기술한 바 있어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뒷받침 하고 있다(93, 94). CIRS 점수 중 동반 질환 

개수와 CIRS 총점은 남녀 모두, CIRS 중증도 점수는 여성에서만 

서파 수면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CIRS 점수와 불면의 위험도를 분석한 기존 연구는 한 가지밖에 

찾을 수 없었다. Isaia 등의 연구에서 CIRS 중증도 점수가 높으면 

불면의 위험이 약 7.9 배 증가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고 

저자들은 이를 공존 질환과 그 중증도가 수면 중 신체적 증상(기침, 

호흡곤란, 통증 등)을 악화시켜 수면의 질을 악화시켰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95). 본 연구 에서 나타난 CIRS 점수, 즉 신체 질환의 

중증도와 서파 수면과의 관계는 서파 수면이 에너지 보존과 회복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과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서파 수면은 

다른 수면단계보다 에너지 보존과 회복 기능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면 단계로 Shapiro 등의 연구에서는 활동량이 많을수록 

서파 수면의 양이 증가하는 소견이 관찰되어 서파 수면이 신체적 

소모를 회복시키는 과정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된 바 

있으며(24) 동화작용을 조절하는 성장 호르몬(Growth hormone, 

GH)의 60-70%가 수면 초기 서파 수면에 분비되고 그 분비 

양상도 서파 수면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되어(9, 50-52) 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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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의 회복 기능을 뒷받침 해 주고 있다. 또한 수면 초기에는 

Hypothalamus-Pituitary-Adrenal(HPA) axis 가 억제 되고 

콜티졸(cortisol)의 분비가 최소화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분비 

양상 역시 서파 수면과의 연관성이 입증된 바 있다(9, 53). 성장 

호르몬의 감소는 지방 조직을 증가시키고 복부 비만의 위험을 

높이며 근육 양과 강도는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고(9) 저녁 

콜티졸의 농도가 높게 유지되는 경우 글루코콜티코이드 

(glucocorticoid)가 과도하게 분비되어 중추신경계와 말초 신경계의 

불균형이 촉진될 수 있다(54, 55). 호르몬 불균형은 신체 질환의 

유무에, 혹은 이미 질환이 있는 상태라면 그 중증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호르몬 

조절이 서파 수면과 관계가 있다면 서파 수면은 신체 질환 

심각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CIRS 점수들과 서파 수면이 관계가 있다는 결과 역시 

이와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면다원검사가 한 번만 

시행되어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수면을 취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first-night effect 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해 대상자들의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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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이 평소 수면 양상과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남녀의 인지기능이과 신체 질환에 수면이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의미는 있었으나 그 정도가 크지 않았다. 인지 기능과 

신체 질환 모두 수면 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 많고 

연구 설계 과정에서 이를 모두 통제할 수 없었다는 점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인 노인들의 경우 

젊은 성인들보다 서파 수면의 비율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변수의 범위가 넓지 않았다는 것 또한 영향을 줬을 것이라 

여겨진다. 노화가 진행될 수록 서파의 증폭이 감소하고(11), R&K 

staging 으로 서파 수면을 평가할 경우 증폭이 약한 서파들은 

찾아내기 어려워 서파 수면 단계로 매겨지는 epoch 의 비율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 점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고려하여 최근 연구들에서는 스펙트럼 분석을 이용해 정량적으로 

수면 중 서파를 비교하고 있는데(11) 본 연구 역시 추후 정량적인 

분석을 시도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셋째, 

남성과 여성에서 각각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달랐는데, 본 연구 결과만으로는 이를 설명하기는 힘들 것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여성의 경우 객관적인 수면 구조가 

인지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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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과 여성의 차이로 설명이 되기 위해서는 노인 남성군과 유사한 

정도의 수면 구조 손상을 보이는 여성에서의 결과는 어떤 지 

비교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끝으로 이 연구는 

단면적으로 평가된 연구이므로 이 연구 결과를 두고 수면 구조와 

기능적 특성 사이의 연관성을 말할 수는 있으나 인과관계를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건강한 정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수면 

구조를 비교한 첫 국내 연구이며 수면의 기능적 영향에 성별을 

고려한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 뇌 영상 기법이 더해진다면, 남녀 수면 구조 

차이의 원인에 접근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며 단면적인 

연구가 아닌 전향적인 디자인의 연구가 진행된다면 이 연구에서 

다루어진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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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low chart of the curr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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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PSG findings of subjects 

  

 
Total 

(N=340) 

Male 

(N=133) 

Female 

(N=207) 
t p 

Age, yr 68.23±5.50 68.81±5.76 670.86±5.30  1.562  0.119 

Education, yr* 12.41±4.45 14.57±3.51 11.02±4.44  8.194 <0.001 

BMI , kg/m2 23.76±2.71 23.72±2.74 23.79±2.69 -0.224  0.823 

GDS score* 10.16±6.23 8.96±6.44 10.94±5.97 -2.885  0.004 

PSQI score* 6.50±3.65 5.53±3.13 7.12±3.83 -4.193 <0.001 

ODI, n/h* 10.93±12.93 14.57±14.40 8.58±11.33 4.058 <0.001 

AHI, n/h* 15.14±14.71 20.82±16.98 11.49±11.70  5.548 <0.001 

WASO, min 95.50±62.21 100.23±63.09 92.47±61.59  1.124  0.262 

TST, min 375.89±66.72 371.03±67.09 379.02±66.49 -1.078  0.282 

Sleep latency, min 18.63±27.97 15.61±22.85 20.56±30.71 -1.698  0.090 

Sleep efficiency, % 77.06±13.41 76.40±13.42 77.49±13.41 -0.736  0.462 

Stage 1, %* 13.75±7.32 17.73±8.14 11.18±5.34  8.191 <0.001 

Stage 2, %* 46.23±11.56 3.86±4.21 8.35±5.73 -2.765 <0.001 

SWS, %* 6.60±5.63 3.86±4.21 8.35±5.73 -8.307 <0.001 

REM, % 15.06±5.88 14.73±6.02 15.28±5.80  0.842  0.400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D 
PSG, polysomnography; BMI, body mass index; GDS, geriatric depression scale; PSQI, 
Pittsburg sleep quality index; AHI, apnea-hypopnea index; WASO, wake after sleep onset, 
min; TST, total sleep time; SWS, slow wave sleep; REM, rapid eye movement sleep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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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for cognitive function. 

Only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are presented in the table 
CI, confidence interval; WLMT, word list memory test; DST-B, digit span test- backward; 
SWCT, Stroop word color test; GDS, geriatric depression scale; PSQI, Pittsburg sleep 
questionnaire index; S1, stage 1 sleep; SWS, slow wave sleep; AHI, apnea-hyponea index; ODI, 
oxygen desaturation index  

  

Odds ratio (CI) 

 WLMT DST-B SWCT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3.341 

(1.041-10.721) 
1 

3.359 

(1.082-10.428) 
1 

7.143 

(1.895-26.920) 
1 

Age, yr 
1.316 

(1.104-1.568) 
- - 

1.116 

(1.026-1.215) 
- - 

Education - - - - - - 

GDS - - - - - 
1.086 

(1.012-1.165) 

PSQI - 
3.405 

(1.100-10.540) 
- - - - 

S1 , % 
1.113 

(1.010-1.226) 
- - - - - 

SWS, % - - - - - - 

AHI, n/h - - - - - - 

ODI, n/h - - - - 
1.079 

(1.011-1.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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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rtial correlation for CIRS score in male 

Data are presented as correlation coefficient(r) 
HTN, hypertension; ENT, ear, nose & throat; OT, ophthalmology; GI, gastrointestinal; GU, 
genitourinary; MS, musculoskeletal; DM, dermatology; NE, neurological; Endo, endocrine; 
total No., total number categories endorsed; No. of level 3, number of categories at level 3 
severity 
*p<0.05 

 

  

 PSQI AHI ODI S1 (%) SWS (%) 

Heart  .104  .015  .016 -.059 -.015 

Vascular(HTN)  .016  .005   .031 -.157 -.058 

Hematopoietic  .046 -.022 -.049 -.070 -.064 

Respiratory  .059  .093  .056   .237* -.086 

ENT/OT  .017 -.006 -.016  .072 -.082 

Upper GI  .060  .101  .054   .201* -.129 

Lower GI -.013  .089  .078  .103  .019 

Liver -.055  .027  .012 -.037  .143 

Renal -.030 -.109 -.164 -.037 -.130 

GU  .080  .006 -.079 -.061  .030 

MS/DM -.068  .063  .047  .141 -.111 

NE  .109  .081  .051 -.012 -.113 

Endo/Breast -.042  .010  .012 -.036 -.109 

Psychiatric   .220*  .061  .100 -.052 -.098 

Category endorsed  .093  .091  .022  .023  -.254* 

No. of level 3  .206  .068  .057   .240* -.015 

Severity Index -.084  .085  .111  .078 -.085 

Total score  .102  .103  .044  .080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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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artial correlation for CIRS score in female 

Data are presented as correlation coefficient(r) 
HTN, hypertension; ENT, ear, nose & throat; OT, ophthalmology; GI, gastrointestinal; GU, 
genitourinary; MS, musculoskeletal; DM, dermatology; NE, neurological; Endo, endocrine; 
total No., total number categories endorsed; No. of level 3, number of categories at level 3 
severity 

*p<0.05 

 

 

 

  

 PSQI AHI ODI S1 (%) SWS (%) 

Heart -.058  .098  .041 -.024 -.142 

Vascular(HTN)  .041  .119   .150*  .126 -.114 

Hematopoietic  .117 -.014 -.026 -.034 -.050 

Respiratory  .027 -.026 -.041 -.060 -.017 

ENT/OT  .166 -.089 -.021 -.015  .021 

Upper GI -.025 -.011 -.040  .011 -.114 

Lower GI  .044  .095  .089 -.036 -.116 

Liver  .038 -.096 -.094  .111 -.128 

Renal .256* -.080 -.069  .054 -.047 

GU -.036  .092  .077 -.027 -.031 

MS/DM -.032  .034  .026  .044  .028 

NE -.043  .054  .003 -.130 -.027 

Endo/Breast -.054 -.039 -.017  .070 -.181 

Psychiatric .229* -.032 -.017 -.048 -.104 

Category endorsed  .103  .074  .083  .079  -.193* 

No. of level 3 -.013  .101  .040 -.006 -.121 

Severity Index  .096  .008  .001 -.013  -.160* 

Total score  .098  .041  .042  .031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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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roduction: In the elderly, few studies have been done about the influence 

of gender differences of sleep structure on cognitive function and medical 

states. We studied elderly subjects to find out the gender difference in sleep 

structure and relationships among sleep, cognitive function and medical 

conditions.  

Methods: From November 2010 to January 2012, a total of 340 community-

dwelling elderly subjects aged 60 years or older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y completed polysomnography (PSG), Pittsburg seep questionnaire index 

(PSQI), 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 Cumulative illness rating scale 

(CIRS). Cognitive function was assessed using the Korean version of the 

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for Alzheimer’s disease neuropsychological 

battery (CERAD-K). 

Results: Of the 340 subjects (female, 207), apnea-hyponea index (AHI), 

oxygen desaturation index (ODI) and stage 1 sleep (S1) % were higher in 

males than females (p<0.001; p<0.001; p<0.001), but stage 2 sleep (S2) % 

and SWS% were higher in females than males (p<0.001; p<0.001). Higher 

GDS and PSQI score were observed in females than males (p=0.004; 

p<0.001). In logistic regression for cognitive function, increased S1%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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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d with low WLMT score (OR=1.113) and increased ODI was related 

to SWCT decline (OR=1.079) in male. In females, higher PSQI were 

associated with low WLMT score (OR=3.405) and higher GDS were 

associated with low SWCT (OR=1.086). In partial correlation analysis for 

CIRS, respiratory illness, upper gastrointestinal illness and number of severe 

illnes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S1% (r= .237, r= .201, r= .240), and 

SWS%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number of comorbid illness and CIRS 

total score (r=- .254, r=- .187) in male. Female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SQI and renal illness (r= .256), and ODI and vascular illness 

(r=150). SW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number of comorbid illness, 

CIRS severity score and CIRS total score (r=- .193, r=- .160, r=- .227). 

 

Conclusions: In male, only objective sleep was associated with cognitive 

function and physical illness. However, in female, subjective insomnia and 

depressive symptom were related to cognitive function and both subjective 

and objective sleep had an influence on physical illn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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