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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목적: 통증 환자에서 수면의 질이 낮아지고 통증이 더 심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으나, 명확한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연구는 

정량화 뇌파(quantitative encephalography, QEEG)를 이용한 뇌파 

스펙트럼력 분석으로, 급성 통증 유발 시 뇌활동도의 변화를 관찰하고, 

부분 수면 박탈이 이러한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방법: 정상인 남성 25 명(31.17 ± 4.21 세)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피험자들의 연구 참여 적합성을 면담, 진찰, 설문 도구를 활용하여 

사전에 평가하였다. 첫 번째 검사일(Visit 1)에는 야간 수면다원검사를 

하면서 정상 수면을 취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검사일(Visit 2)에는 

대상자가 손목 활동기록기를 착용하도록 하였으며 총취침시간(time in 

bed)을 두 시간으로 제한해 부분 수면 박탈을 하였다. 각각의 검사일 

아침에 안정 상태에서 QEEG 를 측정하였다. 통증은 전기 자극과 

캡사이신 연고를 사용해 주었다. 전기 자극에 대한 통증 지각 역치(pain 

detection threshold)와 통증 한계치(pain tolerance threshold)를 

측정하였다. 캡사이신 연고를 손등에 도포하여 통증을 유발하였고 통증 

시각화 아날로그형 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로 주관적인 통증 

정도를 측정하였다. 통증 상태 각각에서 QEEG 를 측정,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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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QEEG 자료를 뇌파 스펙트럼 분석을 하여 상대력을 산출하였다. 

각 검사일에서 안정 상태와 통증 자극 상태 간의 뇌파 상대력을 

비교하였고, 두 검사일 간의 통증 지각과 뇌파 스펙트럼 상대력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야간 수면다원검사의 비렘수면 뇌파에 관하여 

델타/알파 비율과 베타 스펙트럼 상대력을 산출하여, 통증에 의한 

뇌파의 변화 및 주관적 통증 강도와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 총수면시간은 Visit 1 449.36 ± 28.28 분, Visit 2 105.09 ± 

12.22 분이었다. Visit 1 의 통증 지각 역치는 28.15 ± 9.83 mA, 통증 

한계치는 54.12 ± 14.89 mA, 주관적 통증 정도는 전기 자극 3.87 ± 

1.28 cm, 캡사이신 4.81 ± 1.67 cm 이었다. Visit 2 의 통증 지각 

역치는 22.42 ± 6.27 mA, 통증 한계치 44.65 ± 11.36 mA 로 Visit 

1 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1, p<0.001). Visit 2 의 주관적 

통증은 전기 자극 5.12 ± 1.66 cm, 캡사이신 6.63 ± 1.67 cm 으로 

Visit 1 에 비해 증가하였다(p<0.001, p<0.001). Visit 1 에서 

캡사이신이 유발한 통증은 안정 상태에 비해 알파 스펙트럼 상대력이 

증가하였다(p<0.01). Visit 2 에서 안정 상태의 알파 상대력은 Visit 

1 의 그것에 비해 감소하였다(p<0.01). Visit 2 에서는 캡사이신이 알파 

스펙트럼 상대력을 증가시키지 않았다(p>0.1). Visit 1 에서 캡사이신에 

의한 알파 상대력 증가는 수면다원검사의 비렘수면 델타/알파 비율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0.42, p=0.04). 수면다원검사의 비렘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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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알파 비율은 캡사이신에 의한 통증의 주관적 강도와 음의 상관 

관계가 있었다(r=-0.43, p=0.031). 

결론: 부분 수면 박탈 상태에서는 주관적 통증을 더 쉽게 느끼고 정상 

수면 후 캡사이신이 유발한 통증에 의한 알파 스펙트럼 상대력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정상 수면 상태에서 비렘수면의 질이 나쁠수록 주관적 

통증은 강했고 통증에 의한 알파 스펙트럼 상대력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통증의 임상 치료에서 수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와 

치료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주요어: 통증, 수면 박탈, 정량화 뇌파, 뇌파 스펙트럼, 캡사이신, 전기 

자극 

학 번: 2007-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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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통증(pain)은 임상에서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이다. 통증은 여러 

가지 급만성 질환에서 나타나며 수술과 같은 의학적 치료 과정에서도 

생긴다. 통증은 지속 시간에 따라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으로 나뉘며, 

6 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통증이라고 한다. 만성 통증의 발생 빈도는 

일반인의 17.1~20.0%로 매우 흔하다. 만성 통증 환자들은 스스로 

건강상태를 좋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상 생활 수행도 어려워한다(1). 급성, 만성 통증 환자에서는 수면의 

질이 낮고 불면증이 더 흔하다(2). 통증은 각성을 유발해서 입면의 

어려움, 수면 중 각성을 초래하고, 이러한 야간 수면구조(sleep 

structure)의 변화로 인해 주간졸림증과 낮잠이 증가하고 활동량은 

감소한다. 이것이 다시 하루주기리듬(circadian rhythm)의 변화와 야간 

수면의 질 저하를 일으키는 악순환으로 반복된다(3). 통증 환자에서 

수면의 질이 저하되면 통증의 정도가 더 심해지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통증과 수면의 상호 인과 관계와 그 기전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수면과 신체 질환 그리고 신체 질환에서 흔히 동반되는 통증의 

관련성에 대한 보고들은 주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단면적 임상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다. 급성 신체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서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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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매우 흔하다. 입원 치료를 받는 급성 신체 질환 환자의 

22~61%가 수면 장애를 호소한다(4). 환자들은 잠들기 어려움, 자주 깸, 

수면 시간이 부족함, 일찍 깸, 주간졸림증,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음, 

그리고 수면의 질 저하를 흔히 호소한다(4, 5). 야간 수면다원검사를 

이용해 수술 환자의 수면을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총수면시간(total 

sleep time)이 감소하고, 수면분절(sleep fragmentation)과 각성이 

증가한다(6).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관여할 것이다. 통증 뿐만 

아니라 불안, 우울, 성격, 약물, 소음, 빛과 같은 병실의 환경 등이 

수면구조의 변화를 초래한다(4). 수술 후 통증은 불면증 발생의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이다(7).  

 급성 통증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은 화상 환자에서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화상 환자 237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환자 중 50%가 입원 

기간 중 수면 장애를 경험하고 퇴원 후 2 개월이 지나도 40%에서 

여전히 수면 장애가 남아있다고 보고되었다(8). Raymond 등은 화상 

환자에서 야간 수면의 질과 주간 통증의 정도를 

활동기록기(actigraphy)와 통증 일기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는데, 수면의 

질이 저하되면 그 다음 날 낮에 통증이 심하고, 낮에 통증이 심하면 

그날 밤 수면의 질이 나빴다(9, 10). 이 연구에서는 아편양 

진통제(opioid analgesics)의 사용량도 조사하였는데, 낮 동안 진통제를 

많이 사용하면 그날 밤  수면의 질이 더 낮았다. 즉 수면의 질이 낮으면 

그 다음 날 통증이 심해지고, 그에 따라 진통제의 사용량도 증가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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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 사용량 증가는 다시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으로 

반복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원인적 선후관계는 알기 어렵지만 수면의 

질과 통증의 정도가 서로 관련됨을 알 수 있다.  

 급성 통증뿐만 아니라 만성 통증도 수면과 관련이 있다. 1,765 명을 

대상으로 한 호주의 역학 연구에서 통증은 수면 문제의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였고, 통증을 유발하는 가장 유의한 인자는 

관절염(arthritis)이었다(11). 유럽의 역학 연구에서는 만성 통증이 있는 

사람의 23%가 하나 이상의 불면증상(입면의 장애, 수면지속의 장애, 

이른 시각에 각성, 비회복 수면)을 호소하고, 불면증상이 있는 사람의 

40.2%에서 만성 통증이 있었다(2). 고관절 성형술(total hip 

arthroplasty) 이후에 주관적인 수면의 질 뿐만 아니라 활동기록기로 

측정한 객관적 수면의 질이 개선되며, 75%의 환자에서 통증으로 인한 

수면 장애가 수술 후 호전되었다(12). 만성 요통 환자에서 하루 중 

통증의 변화 정도를 조사하고 활동기록기로 수면을 기록한 연구에서 

통증의 변화 정도가 심할수록 수면이 더 불안정하였다(13). 만성 통증 

환자에서 수면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는 통증 이외에도 정서적 

인자(우울, 불안), 전반적 신체 상태, 피로, 인지적 측면 등 여러 가지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원인적 선후 관계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 

 통증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질환에서 수면구조가 변화한다. 수면단계의 

변화가 빈번해지고, 수면 중 각성, 얕은 수면(1,2 단계 비렘수면)과 

움직임의 증가, 서파수면과 렘수면의 감소, 그리고 alpha-delta 수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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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하다. 40 세 이상 성인 5,199 명을 야간 수면다원검사를 하고 주관적 

통증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에서 총수면시간이 1 시간 짧아질수록 중등도 

이상의 통증 발생 위험성이 7%, 서파수면 시간이 1 시간 짧아질수록 

중등도 이상의 통증 발생 위험성이 20% 증가하였다(14).  

 통증을 유발하는 여러 질환에서 수면의 질은 저하된다. 류마티스 

질환(rheumatic disease)과 근골격계 질환 질환에서는 만성 통증이 

중요한 증상이다. 쇼그렌 증후군(Sjögren’s syndrome), 관절염, 

강직척수염(ankylosing spondylitis), 그리고 통풍(gout)과 같은 

류마티스 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수면분절, 수면 중 각성, 

주기성사지운동(periodic limb movements)을 흔히 경험한다. 특히 

근골격계 통증은 서파수면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다(15).  

섬유근통증후군(fibromyalgia) 환자에서 비렘수면 동안 alpha 파가 

증가(alpha-delta 수면)하는데, 이것은 비렘수면 중 각성의 정도를 

반영하여 비렘수면의 회복 기능 저하를 초래한다(16). Alpha-delta 

수면의 출현 빈도가 그 다음 날 통증 역치의 감소와 비례한다고 

보고되기도 하였지만, 건강한 정상인 대조군을 사용한 후속 연구에서 

증명되지는 못했다(17). 이후의 다른 연구들에서 alpha-delta 수면은 

섬유근통증후군에 특이한 현상은 아니고 류마티스 관절염, 일차성 

불면증에서도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18, 19).  

 흔한 대사증후군인 관상동맥 질환(coronary diseases)에서 서파수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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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수면분절의 증가가 나타나며, 허혈성 삽화가 렘수면 중에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20). 또한, 신경성 동통을 유발하는 

말초신경병증(peripheral neuropathy), 수근관 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 삼차신경통(trigeminal neuralgia)은 수면구조에 영향을 

끼쳐 수면분절이 증가하고 수면의 질이 저하된다(21). 말초신경병증은 

하지불안증후군(restless legs syndrome)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입면을 

방해하고 수면의 질을 저하시킨다(22).  

 야간에 발생하는 두통은 수면 장애를 유발한다. 군발두통(cluster 

headache)이 있을 경우 폐쇄성 수면무호흡증(obstructive sleep 

apnea), 상기도 저항 증후군(upper airway resistance syndrome)을 

고려해야 한다(23). 군발두통과 돌발반두통(paroxysmal 

hemicranias)은 렘수면에서 더 흔히 발생한다. 수면유발두통(hypnic 

headache)도 렘수면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대개 첫 번째 

렘수면에 발생하기 때문에 렘수면 장애를 유발한다.  

 암 환자에서 흔한 수면 장애는 불면증, 주간 졸림증, 

하지불안증후군이다. 암 환자에서 통증은 불면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24). 비회복 수면, 수면 유지 어려움, 입면의 어려움이 가장 

흔한 호소이며, 자율신경계 기능이상, 약물의 영향, 우울증이 암 환자의 

불면증에 관여하는 원인적 인자로 알려져 있다(25). 

 이러한 수면과 통증의 관련성을 종단적으로 추적 관찰한 연구를 

살펴보면, 핀란드의 소방관 360 명을 13 년 동안 관찰한 결과, 수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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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 나쁘면 나이, 업무량 등 사회심리적 요인을 고려하여도 요통의 

발생 위험성이 2 배 이상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26). 스웨덴에서 

1,599 명을 대상으로 5 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는 수면의 질이 

나쁘면 통증 발생의 위험성과 통증 부위의 개수가 증가할 위험성이 

늘어났다(27).  

 이처럼 통증과 수면은 매우 밀접하게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그 기전은 

명확하지 않다. 이것을 알기 위한 첫걸음은 통제된 상황에서의] 수행된 

실험실 연구일 것이다. 수면 박탈과 통증의 관련성에 대한 최초의 

통제된 실험실 연구는 Moldofsky 등이 하였다(16). 건강한 성인에서 

사흘 동안 서파수면을 박탈하면 근육통이 유발되고, 기계적인 통증 

역치(mechanical pain threshold)가 감소하였다. 저자들은 후속 

연구에서 서파수면 박탈과 렘수면 박탈을 비교했는데, 서파수면 박탈 

후에는 기계적 통증 역치가 감소하였지만 렘수면 박탈 후에는 통증 

역치의 변화가 없었으며, 렘수면 박탈 후보다 서파수면 박탈 후 더 심한 

근육통이 유발되었다(28). 그러나 이후 다른 연구들의 결과는 

일관되지는 않다. 수면 박탈 후 열(thermal) 혹은 압력(pressure) 통증 

역치에 변화가 없었다는 결과(29, 30), 3 일 동안의 수면 박탈 후 통증 

역치가 감소했다는 상반된 결과(31, 32)가 모두 보고되었다. 이틀 

동안의 수면 박탈을 정상수면과 비교한 연구에서는, 수면 박탈 후 열, 

냉(cold) 통증 역치가 감소하였고, 수면 박탈이 회복(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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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eep)된 후에는 통증 역치의 감소가 소실되었다(33). 4 시간의 

부분(partial) 수면 박탈과 렘수면 박탈 후 아침에 

통각과민(hyperalgesia)이 유발된다는 보고도 있다(34). 연구 결과들을 

정리해보면, 수면 박탈은 통각 과민(hyperalgesia)을 유발하는데, 

서파수면을 선택적으로 박탈했을 때 그 효과가 더 뚜렷하며, 렘수면 

박탈의 효과는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수면 박탈 

후 정상 수면을 취하도록 하여 서파수면이 회복되면 통각과민이 

소실된다는 것이다. 

 통증 지각에는 수면 뿐만 아니라 정서적 상태(emotional state), 피로, 

인지(cognition) 등 다양한 요인이 관여하며, 수면 박탈에 의해서도 

피로감의 증가, 활력 저하, 긴장, 우울감, 분노, 혼돈, 그리고 부적절한 

다행감(inadequate euphoria)이 유발된다(35). 

신체화장애(somatoform disorder) 중의 하나인 통증장애(pain 

disorder)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면 박탈 후 통증 자극에 

대한 역치는 변화가 없었지만 통증장애의 증상은 악화되었고, 우울과 

분노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36). 따라서 수면 박탈에 의한 통각과민을 

이해할 때 정서 상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수면 박탈에 의한 

통각과민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실험실 안에서 급성 통증 자극과 

단기간(1 일~3 일) 동안에 이루어졌다. 임상에서 더 흔한 만성 통증과 

오랜 기간 동안의 수면 박탈과의 관련성에 대한 통제된 연구가 앞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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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통증은 데카르트 이후 오랫동안 말초의 통증 수용체에서 

뇌의 통증 센터(중추)로 전달되는 일방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어 왔다

(37). 그러나 1965년 관문 이론(gate control theory)이 발표되어 상행

성과 하행성 회로가 연결되는 척수(spinal cord)의 관문에서 통증이 능

동적으로 조절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38). 이후 환지통(phantom limb) 

환자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통증은 대뇌 피질(cerebral cortex), 시상

(thalamus), 변연계(limbic system) 등의 여러 부위가 그물망처럼 광범

위하게 연결되어 지각되는 복잡한 과정이라고 보고되었고, 이를 신경매

트릭스 이론(neuromatrix theory)이라고 한다(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 그리고 

뇌자기도(magnetoencephalography, MEG)와 같은 뇌영상

(neuroimaging) 연구에서, 시상(thalamus), 몸감각겉질(primary and 

secondary somatosensory cortex, SI and SII), 대뇌섬(insula), 이마

앞엽(prefrontal cortex), 편도(amygdala), 그리고 앞쪽 띠이랑

(anterior cingulate cortex, ACC)이 통증 조절(pain modulation)의 신

경매트릭스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여, 급성 통증 시에 뇌혈류량(cerebral 

blood flow, CBF)이 증가된다고 보고되었다(40-42). 특히 앞쪽 대뇌섬

과 SII의 CBF는 열 통증(thermal pain)의 강도와 비례하고(43), 앞쪽 

띠이랑은 급, 만성 통증 지각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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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증은 정신신체 현상(psychosomatic phenomenon)으로 신체 내부

에 뭔가 이상이 있다는 신체적 신호(somatic signal)와 주의

(attentional), 인지(cognitive), 정서(affective) 및 사회적(social) 요

소가 관여하여 신호에 대한 해석(interpretation)이 합해진 것이다. 통증

의 신경매트릭스에서 시상, 몸감각겉질, 뒤쪽 대뇌섬은 통증을 감각하고 

구분(sensory-discriminative)하는 기능을 주로 하고, 편도, 앞쪽 띠이

랑, 앞쪽 대뇌섬은 정서-동기(affective-motivational) 기능을 주로 하

며, 이마앞엽은 인지-평가(cognitive-evaluative) 기능을 한다고 알려

져 있다(49). 

급성, 만성 통증이 생기면 총 수면시간(total sleep time)이 감소하고 

수면의 질(sleep quality)이 저하되며, 불면증이 쉽게 유발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2, 50, 51).  반대로 수면 장애(sleep disturbances)가 

통증 발생의 위험 인자가 됨이 전향적 연구에서 보고되었다(52-55).  

또 수면 장애가 있으면 조직 손상 후 통증이 더 오랫동안 지속된다(56, 

57).  전 날 수면 시간이 짧으면 통증의 빈도가 높고(58), 실험실에서 

수면 분절(sleep fragmentation)을 일으키면 통증 민감도(pain 

sensitivity)가 증가한다(31, 59).  

수면 박탈(sleep deprivation)이 통증에 미치는 영향을 본 실험실 연

구들은 대부분 건강한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3). 만성 통증 환

자들의 많은 수가 수면의 질이 저하되어 있고, 만성 불면증, 수면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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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sleep related breathing disorder), 그리고 주기성 사지운동장애

(periodic limb movement disorder)와 같은 수면 장애(sleep disorder)

를 공존 질환으로 가지고 있어 통제된 실험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60).  전 수면 박탈(total sleep deprivation), 부분 수면 박탈(partial 

sleep deprivation), 혹은 수면분절(sleep fragmentation) 후 통증을 측

정하였는데, 통증의 측정은 대부분 주관적인 통증 역치(pain threshold), 

혹은 통증으로 인한 불편감을 측정하였다(3).  

Prichep 등은 만성 신경통(chronic neuropathic pain) 환자를 대상으

로 한 예비 연구에서 정량화 뇌파(quantitative EEG, qEEG)를 이용한 

신호 국소화(source localization)를 통해 이전의 fMRI, PET 연구에서 

보고되었던 통증의 신경매트릭스를 확인하였고, 이것의 활성도가 통증 

치료 후 감소함을 보고하였다(61).  이것은 통증 평가 시 환자의 주관

적인 보고나 행동 관찰에만 의존하지 않고, 통증을 정량화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61).  

뇌파 측정은 뇌영상에 비해 이동성, 경제적 비용, 조영제 미사용으로 

인한 안정성에서 장점을 가진다. 또한 구조적, 기능적 뇌영상 검사에 비

해 시간 해상력이 뛰어나고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의 검사 자료로도 뇌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으며, 임상 경과에 따라 반복 측정이 

수월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한점도 있다. 정확한 판

독을 위해서는 상당한 경험과 숙련도가 요구되어 검사자 사이의 일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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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검사-재검사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눈으로만 판독한 

결과는 실제 뇌기능을 추정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컴퓨터를 이용한 뇌파 분석 방법을 도입하여 뇌파 신호를 정

량화하게 되었다(62). 정량화 뇌파(quantitative EEG, qEEG)는 전통적

인 뇌파 기록 방법에 의해 얻어진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

하여 처리한다. 스펙트럼 분석(spectral analysis), 비선형적 동적 방법

(non-linear dynamical method), 프랙탈 분석(fractal analysis) 등 여

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며, 가장 전통적이고 대표적인 분석 방법이 스펙

트럼 분석이다. 스펙트럼 분석은 뇌파 신호를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ation)을 이용하여 처리한다. 푸리에 변환을 이용하여 복잡한 

뇌파를 주파수에 따른 여러 개의 사인파와 코사인파로 분해하여 진폭의 

양을 계산하는데, 이 분석에 의해 구해진 진폭의 크기를 스펙트럼력

(spectral power)이라고 한다. 스펙트럼력에는 절대력(absolute power)

과 상대력(relative power)이 있다. 절대력은 뇌파의 각 주파수 영역에

서 계산된 실제적인 전기 신호의 세기를 반영한다(μV2). 상대력은 모든 

주파수 영역의 절대력의 합을 100%로 보았을 때 각 주파수 영역의 상

대적인 세기를 의미한다. 즉 각 주파수 영역의 상대적인 분포를 가늠할 

수 있다. 이러한 뇌파 스펙트럼력은 정신분열병, 우울장애와 같은 정신

질환과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서 이상 소견이 

보고되어 임상적인 참고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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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파 스펙트럼력은 수면 박탈이나 통증에 의해서도 변화될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그러나 수면 박탈 후 뇌파 스펙트럼력의 변화에 대한 연

구 결과는 일관되지는 않다. 수면 박탈의 정도와 뇌파 측정 방법뿐만 아

니라 뇌파의 개인 차이에 의해 비교적 적은 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실 연구의 제한점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수면 박탈 후 각성 상태

에서의 뇌파를 측정하면, 수면 상태에서 발생하는 델타파(delta)와 세타

파(theta)의 스펙트럼력이 증가하고, 주로 각성 상태의 뇌파인 알파파

(alpha)와 베타파(beta)의 스펙트럼력은 감소된다고 보고되었다(63, 

64). 통증에 의한 뇌파 스펙트럼력의 변화를 본 연구 결과들은 주로 알

파파에 대한 것이 많다. 실험실 조건에서 급성 통증을 가하면 알파 스펙

트럼력이 증가한다는 보고(65, 66)와 감소한다는 보고(67-72)가 모두 

있다. 그 기전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알파 스펙트럼력이 급성 통증 자극

에 의한 중추신경계 변화의 생체 지표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추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면 박탈과 급성 통증 자극 모두 뇌파 스펙트럼력

의 변화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는데, 급성 통증 자극에 의한 뇌파 스펙

트럼력의 변화가 수면 박탈 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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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가지고, 부분 수면 박탈과 통증 지

각의 상관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1. 건강한 정상인을 대상으로 급성 통증 유발 시, 뇌활동도의 변화를 

정량화 뇌파 스펙트럼력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부분 수면 박탈을 하면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역치는 감소하고 

통증을 견디는 한계치도 감소할 것이다. 

3. 부분 수면 박탈 후 통증에 의한 뇌파 스펙트럼력 변화는 정상 수

면 후와는 다를 것이다. 

4. 정상 수면과 부분 수면 박탈 후에 측정된 뇌파 스펙트럼력의 차이

는 주관적 통증 지각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5. 정상 수면 중 뇌파로 측정한 수면의 질은 통증에 의한 뇌파 스펙

트럼력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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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대상군 

 현재 앓고 있는 병이나 신체 어떤 부위에서든지 통증이 없는 건강한 

20-40세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피험자는 게시판 등을 이용한 광고

를 통하여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 전에 선별 검사지로 최근 3개월 동안 

신체질환, 정신질환, 혹은 수면장애로 병원에서 치료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혹은 치료 예정인지 여부, 현재 몸의 어떤 부위에서라도 통증이 있

는지 여부, 수면장애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상(잠들기 어려움, 낮에 졸

림, 코골이, 수면 중 무호흡, 불규칙한 수면, 잦은 악몽 등)을 점검하였

고, 하나라도 있는 경우 배제하였다. 연구 참여 일주일 전부터 수면 일

기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것을 연구자가 검토하여 평균 취침시간이 새

벽 3시를 넘긴 경우, 평균 수면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 평균 수면잠

복기가 30분 이상인 경우, 낮잠을 자는 경우, 수면의 질이 중등도 미만

인 경우 등은 야간 수면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피험자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 피험자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다.  

 



 

１５ 

연구 디자인 

1. 선별 평가(screening test) 

연구 참여 전, 전자메일을 통한 선별 검사지로 일차 선별을 한 후 검

사실에서 의학적 병력, 신체 검진, 정신과적 면담으로 연구 참여 적합성

을 평가하였다. 아래와 같은 설문지 도구도 이용하였다. 엡워스 졸음 척

도(Epworth sleepiness scale, ESS), 피츠버그 수면의 질 척도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 우울감 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하지불안증후군 

척도(international restless legs scale, IRLS)를 사용하여 연구의 적합

성을 평가하였다.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체질환, 정신질환, 혹은 수면장애로 병원에

서 치료 받고 있거나 치료 예정인 경우, 몸의 어떤 부위에서라도 통증이 

있는 경우(예: 요통, 두통 등), 주간 근무가 아닌 야간 근무나 교대 근무

자, 알코올을 포함한 물질 중독이나 남용의 병력, 연구에 방해가 되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본 연구 과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따를 수 

없는 경우 등이다.  

2. 연구 절차 

 피험자는 일주일 간격으로 검사실에 두 번 방문하였다(Fig 1). 첫 번째 

방문(Visit 1)은 오후 8:00까지 하여, 면담과 신체 검진을 받고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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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작성하였다. 이후 야간 수면다원검사(nocturnal polysomnography)

를 하였다. 침실에 들어가는 시간은 피험자의 평소 수면 습관을 고려하

여 오후 10:00 이후 잠이 온다고 하면 자유롭게 하도록 하였다. 졸리지 

않더라도 오후 12:00에는 침실에 들어가도록 하고 수면다원검사를 시작

하였다. 수면의학 전문가가 검사 중 지속적으로 피험자를 관찰하였고 총

수면시간(total sleep time)이 7시간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

점에서 잠에서 깨어난 경우에는 수면을 더 취하도록 격려하였다. 피험자

는 아침에 기상 후 전극과 감지기를 제거하고 샤워를 한 이후 아침 식사

를 하였다. 아침 식사는 소량의 김밥이나 샌드위치로 허기를 달랠 수 있

는 정도의 양만 섭취하도록 하였다. 오전 8:00에 뇌파 전극이 심어진 모

자(Quick-Cap) 착용을 시작하였고 뇌파 측정 준비를 한 후 오전 8:30

부터 뇌파 측정을 포함한 실험을 시작하였다. 과정은 아래와 같다(Fig 2

와 3).  

1) 안정 시 뇌파 측정: 눈을 감은 안정 상태에서 10분 동안 하였다. 측

정 시작 5분이 지난 후 졸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1분 동안 눈을 뜨고 있

도록 하였고 다시 이후 4분 동안은 눈을 감도록 하였다.  

2) 청각 연속수행검사(auditory continuous performance test, CPT): 

10분 동안 하였다.  

3) 전기 자극에 대한 통증 지각 역치, 통증 한계치를 측정하였다. 

4) 전기 자극을 주면서 뇌파 측정: 3분 동안, 10초에 한 번 통증 역치와 

한계치 사이의 전기 자극을 가하였다. 뇌파 측정 후 통증 시각화 아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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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형 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로 측정 중 주관적인 통증의 정

도를 평가하였다. 

5) 캡사이신(capsaicin) 연고 바르기: 오른쪽 손등에 연고를 바르고 20

분 후, 45℃ 물을 채운 물주머니를 위에 올려 놓았다.  

6) 뇌파 측정: 5분 동안 눈을 감은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뇌파 측정 후 

VAS로 측정 중 주관적인 통증의 정도를 평가하였다. 

7) 캡사이신 연고로 통증 자극 상태에서 청각 연속수행검사(auditory 

continuous performance test, CPT): 10분 동안 수행하였다. 

첫 번째 검사일의 실험이 끝난 이후 피험자는 캡사이신 연고를 바른 손

등을 찬물로 깨끗이 닦도록 하고 통증이 심하다고 할 경우 얼음 주머니

를 올려놓고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 방문까지 작성할 수면 일기를 받고 

피험자는 귀가하였다. 두 번째 검사일에는 잠을 조금 밖에 자지 못해 귀

가 시 졸음 운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되도록 대중 교통을 이용해 내원

하도록 교육하였다. 

첫 검사일로부터 일주일 후에 두 번째 방문(Visit 2)을 하였다. 피험자

는 오후 11:00까지 검사실에 도착하도록 하였고, 연구자는 그 동안 작

성한 수면 일기를 검토하여 최근 일주일 동안 수면-각성 리듬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였다. 두 번째 검사일의 실험 과정은 아래와 같다. 

1) 불을 켠 검사실 안의 대기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서 대기하도록 하였

다.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허용하였고, 검사실 안의 침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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눕거나 앉아서 조는 것은 금지하였다.  

2) 오전 3:00에 왼쪽 손목에 손목활동기록기(wrist actigraphy)를 착용

하고, 취침하도록 하였다. 

3) 오전 5:00에 피험자를 깨웠고, 샤워를 하도록 하고, 5:30부터 첫 번

째 날과 같은 순서로 실험 준비를 시작한 후 뇌파 측정 등 실험을 진행

하였다. 

4) 실험이 끝난 이후 피험자가 심한 졸음을 호소하면 검사실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였고, 귀가 시 되도록 대중 교통을 이용하라고 권유하였

다. 

 

통증 자극 

1. 전기 자극 

피험자에게 통증을 가하기 위하여 Neuroscreen® 시스템(Viasys 

Healthcare, Hoechberg, Germany)을 사용하였다. 피험자의 왼쪽 손등 

위에 전극을 부착하였고, 전류의 세기를 1 mA부터 시작하여 1 mA씩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전기 통증의 역치를 측정하였다. 전기 자극은 

1회에 5 ms, 4 μV, 2 Hz로 구성되었다. 피험자에게 검사 시작 전 전기 

자극이 아프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말을 하도록 하여 그 자극의 세기

(mA)를 통증 지각 역치(pain detection threshold)로 하였고, 점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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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증가시켜 피험자가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고 말한 시점의 세기를 

통증 한계치(pain tolerance threshold)로 하였다. 

 전기 자극을 가한 상태에서의 뇌파 측정은 3분 동안 하였다. 10초에 한

번 2 Hz, 4 μV로 총 18회의 자극을 가하였다. 자극의 세기는 엑셀 소

프트웨어(Microsoft, USA)에서 랜덤 함수로 통증 역치와 한계치 사이

의 수치를 18개 산출하여 이용하였다.  

2. 캡사이신 연고 

캡사이신(capsaicin)은 붉은 고추에서 매운 맛을 내는 주성분이다. 유

해한(noxious) 자극제로서 인체에 투여 시 작열통(burning sensation)

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3). 캡사이신의 통증 유발 기전은 

C-형 원발성 지각신경(C-type primary sensory neuron)의 바닐로이

드 1형 수용체(vanilloid receptor 1)에 작용함으로써 염증매개체인 

substance P가 유리되고, 결국 중추신경계에서 통증을 지각하게 된다고 

한다(74). 그러나 캡사이신을 지속적으로 투여할 경우에는 substance P

와 같은 신경펩티드가 결국은 고갈되기 때문에 오히려 진통 효과가 나타

나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의 질환에서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진통제로 

사용된다. 이 연구에서는 캡사이신 연고를 손등에 도포하였을 때 나타나

는 작열통을 이용하여 피험자에게 통증을 가하도록 설계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연고는 1g 중 캡사이신이 0.75mg 포함되었다(다이악센크림®, 

한국콜마㈜, 충남 연기군, 한국). 실험 방법은 캡사이신 연고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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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자극을 했던 과거 다른 연구의 방법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하였

다(75). 투명 반창고인 테가덤(3M, MN, USA)을 3 cm2으로 정사각형 

구멍을 낸 후 손등에 붙이고 전자 저울로 측정한 1.0 g의 연고를 도포하

였다. 연고를 정사각형에 골고루 바른 후 정사각형 구멍은 다시 반창고

로 막았다. 과거 연구에서 연고 도포 후 20분이 지나면 통증이 가장 심

해지며 연고를 도포한 주위의 온도가 높으면 통증이 더 심해진다고 보고

되었다(75). 본 연구에서는 연고 도포 20분 후 전자온도계로 측정한 

45℃ 물을 담은 물주머니를 마른 수건으로 싼 뒤 피험자의 손등에 올려 

놓아 통증을 강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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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도구 

1. 엡워스 졸음 척도(Epworth Sleepiness Scale, ESS) 

 엡워스 졸음 척도는 피험자가 자기 보고식으로 8가지 일상 생활 상황

(예를 들어, 앉아서 책을 읽을 때)에서 잠들게 될 가능성을 ‘전혀 졸리

지 않다’에서 ‘거의 매번 졸게 된다’에 이르는 0~3점 척도에 답하게 

하는 것으로 8가지 상황의 값을 모두 합하여 피험자의 주관적 졸음 정

도를 평가한다(76). 

2. 스탠포드 졸음 척도(Stanford Sleepiness Scale, SSS) 

 스탠포드 졸음 척도는 피험자가 인지하는 지금 현재의 졸음 정도를 

‘완전히 명료하며, 완전히 깨어있다고 느낀다’(1점) 부터 ‘지쳐 쓰러

지기 직전인 상태’ (7점)까지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77). 

이 척도를 사용하여 짧은 시간 동안 변하는 지금 이 순간에 주관적으로 

졸린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3. 수면 일기(sleep diary) 

 수면일기는 일주일 이상의 기간 동안 수면-각성의 변화를 평가하는데 

좋은 도구이다(78).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이 연구에 참여하기 전 일

주일 동안의 수면-각성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면 일기를 사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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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츠버그 수면의 질 척도(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 

 주관적인 수면의 질을 평가하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채점 후 7개의 

컴포넌트(subjective sleep quality, sleep latency, sleep duration, 

habitual sleep efficiency, sleep disturbances, use of sleeping 

medication, and daytime dysfunction)를 계산하고 그것들의 합을 구한

다(79). 각 컴포넌트는 0~3점이며, 총점은 0~21점으로 점수가 클수록 

주관적으로 평가한 수면의 질이 낮다. 피츠버그 수면의 질 척도를 이용

하여 피험자의 전반적인 수면의 질을 평가하며, 수면무호흡증, 주기성 

사지운동증 등 수면 질환에 이환 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기초 자료

로 사용하였다.  

5. 우울감 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CES-D는 역학 연구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우울증의 일차 선별 도구 

중 하나이다(Chen 1997). 구조화된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20개의 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0~3점이며 총점은 0~60점이다. 점수가 높

을수록 우울감이 높으며 16점 이상을 받은 사람은 우울증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로 번안되어 표준화된 것

을 사용하였다(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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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지불안증후군 척도(International Restless Legs Scale, IRLS) 

IRLS는 하지불안증후군(restless legs syndrome, RLS)의 임상적 평가, 

연구, 치료에서 사용하는 증상의 심각도를 평가하는 자가보고형 질문지

이며 총 10개의 문항으로 총점은 0~40점이다(81). IRLS는 점수가 높

을수록 하지불안증후군 증상이 심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하지불안증후군 

증상의 심한 정도를 경도(0-10점), 중등도(11-20점), 심함(21-30점), 

아주 심함(31-40점)으로 분류한다. 이 연구에서는 하지불안증후군의 

가능성을 이 척도를 이용하여 선별하였다.  

7. 통증 시각화 아날로그형 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 

 전기와 캡사이신 자극에 의한 주관적인 통증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VAS를 사용하였다. 1 cm 단위로 표시된 수평한 10 cm 척도를 사용하

여 통증이 없는 상태는 0,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한 통증 상태를 10 

cm으로 하여 현재 통증의 정도를 펜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측정은 0

부터 표시된 곳까지 1 mm 단위까지 하였다.  

8. 청각 연속수행검사(Auditory Continuous Performance Test, CPT) 

 통증 자극 전후와 정상 수면 및 부분 수면 박탈을 한 후의 집중력과 반

응속도의 차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청각 연속수행검사(auditory 

continuous performance test, CPT)를 하였다. 이어폰을 통해서 소리 

자극을 양쪽 귀에 300번 주었다. 청각 자극은 저음과 고음으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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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저음 자극은 1,000 ㎐(75 ㏈)로 고음 자극은 2,000 ㎐(75 ㏈)

로 하여 무작위로 2초 간격으로 주었다. 반응 형태는 반응상자(pad)를 

사용하여 저음이 들리면 1번, 고음이 들리면 2번을 누르도록 하였다. 총 

300개의 자극 중 저음은 255번(제시 확률: 85%), 고음은 45번(제시 

확률: 15%) 제시되었다. 총 300개의 자극에 몇 번 정확하게 반응했는지

와 평균 반응시간(ms)을 측정하였다.  

9. 야간 수면다원검사(nocturnal polysomnography) 

 수면다원기록 기기는 Siesta®(Compumedics Ltd., Abbotsford, 

Australia)를 사용하여, 표준화된 방법으로 각종 전극들(electrodes)과 

감지기들(sensors)을 피험자에게 부착하였다. 뇌파, 안전도, 하악근전도

(chin EMG), 심전도(ECG), 호흡음(breathing sound), 구강 및 비강 

공기 흐름(oral and nasal airflow), 비강 공기압력(nasal pressure 

transducer), 흉곽 호흡 운동(chest movement), 복부 호흡 운동

(abdominal movement), 사지 운동(limb movement), 그리고 혈중 산

소포화도(arterial oxygen saturation, SaO2)를 측정하였다. 뇌파 전극은 

10-20 체계에 근거하여 C3/4, O1/2, F3/4에 부착하였다. 안전도 감지

기는 외안각 외측 1cm 상하방에 각각 부착하고, 근전도 감지기는 하악

근 위에 부착하였다. 코골음 측정을 위한 호흡음 마이크로폰을 후두

(larynx) 부위에 부착하였다. 흡기와 호기간의 공기 온도의 차이를 이용

해 작동하는 공기 흐름 측정용 감지기(thermocouple)를 코와 윗입술 



 

２５ 

사이에 부착하였다. 비강 공기압력 측정 센서는 콧구멍 앞에 부착하였다. 

혈중 산소포화도 측정기의 감지기는 왼쪽 둘째 손가락 끝에 부착하였다. 

측정된 신호는 Profusion®(Compumedics Ltd., Abbotsford, Australia) 

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수면의학 전문가가 표준 기준에 따라 판독

하여 총취침시간(time in bed, TIB), 총수면시간(total sleep time, 

TST), 입면 잠복 시간(sleep latency), 각 수면단계의 시간 및 비율, 

수면 효율(TST/TIB), 렘수면 입면 잠복 시간(REM latency) 등 표준적

인 수면다원검사의 변수들을 산출하였다. 

 비렘수면 중 서파의 상대적인 크기를 보기 위하여 비렘수면으로 판독된 

에폭의 전체 뇌파를 5초 구간으로 나눈 후, 자체 개발한 분석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ation, FFT)하여 스펙트럼

력 분석(power spectral analysis)하였다. 스펙트럼력 분석에 따라 각 

주파수 영역(delta 0.5-4.5 Hz, theta 4.5–8 Hz, alpha 8-12 Hz 및 

beta 12-32 Hz)에서 절대력(absolute power)과 상대력(relative 

power)을 계산한 후에 delta/alpha 비율과 베타 스펙트럼 상대력을 산

출하였다. 

10. 손목 활동기록기(wrist actigraphy) 

 손목 활동기록기는 피험자의 신체에 부착하여 활동도(activity)와 수면

-각성 상태를 평가하는 도구이다(82). 이 연구에서는 

ActiSleep®(Actigraph, FL, USA)을 이용하여 부분 수면 박탈 검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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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의 수면-각성시간을 측정하였다. 기록기를 피험자의 비우성(non-

dominant) 손목에 착용시켰다. 측정 자료는 ActiLife®(Actigraph, FL, 

US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1. 정량화 뇌파(quantitative EEG) 

1) 측정 

뇌파 측정은 외부 환경의 방해나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구리로 차폐되

고 온도와 습도가 쾌적하게 자동 유지되는 방음이 된 검사실의 편안한 

안락 의자에서 이루어졌다. 뇌파 측정은 뉴로스캔 시스템

(Compumedics Ltd., Abbotsford, Australia)을 사용하였다. 64개의 

AgCl 전극이 10-20 체계(10-20 system)에 따라 심어진 모자

(Quick-Cap)를 피험자의 머리에 착용시켜 뇌파 신호를 측정하였다. 각 

전극에서의 전위는 양측 유돌기(mastoid process)에서의 평균값을 기준

으로 측정되었다. 접지 채널은 FPz과 Fz사이에 위치하였다. 눈 깜박임

을 측정하기 위해 수직 안전도(vertical electrooculogram, EOG)는 우

측 안구의 위, 아래 두 곳에서, 수평 안전도(horizontal 

electrooculogram)는 양쪽 눈의 외안각(outer canthi)에서 측정하였다. 

전극 저항 5 kΩ 이하, 표본화 주파수(sampling rate) 1000 Hz로 0.1-

100 Hz 주파수 대역에서 표본화(sampling) 하였다.  

2) 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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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된 뇌파는 뉴로스캔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 추출 모듈을 이용하여 

유럽 데이터 포멧(European data format, EDF)로 변환하였다. 추출된 

EDF 데이터를 자체 개발한 신호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 포맷

(BIN format) 데이터로 변환하여 디스플레이 하였다. 측정된 뇌파는 먼

저 시각검사(visual inspection)와 각 전극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기준선 

보정(baseline correction)을 하였다. 눈 깜박임으로 인한 인공파(eye 

blinking artifact)를 제거하기 위하여 ICA(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를 이용하였다(83). 심전도에 의한 인공파를 제거하기 위하여 

Hjorth 분석을 하였다(84).  

3) 분석  

인공파를 제거한 뇌파를 자체 개발한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0.5

초 구간으로 나눠서,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ation, FFT)하여 

스펙트럼력 분석(power spectral analysis)을 하였다. 스펙트럼력 분석

에 따라 각 주파수 영역(delta 0.5-4.5 Hz, theta 4.5–8 Hz, alpha 8-

12 Hz 및 beta 12-32 Hz)에서 절대력(absolute power)과 상대력

(relative power)을 계산하였다.  

 절대력은 각 주파수 영역에 따라 실제 전기적 힘(power；μV2)을 산

출하여 스펙트럼력(spectral power)으로 표시하였다. 상대력은 각 전극

에서 모든 주파수 영역의 절대력을 합하여 총합을 100%로 하였을 때, 

각 주파수 영역의 상대적인 크기를 %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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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분석 

정상 수면(Visit 1)과 부분 수면 박탈 검사일(Visit 2) 사이의 수면 관

련 변인, 주관적 통증 정도, 뇌파 스펙트럼력 등 모든 결과값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각 검사일에서 안정 상태와 통증 자극 후

의 뇌파 스펙트럼력의 변화 정도도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수면다원검사 중 뇌파 스펙트럼 델타/알파 비율과 주관적 통증 정도, 

통증에 의한 정량화 뇌파 알파 상대력의 변화의 관련성은 피어슨 상관분

석(Pearson correlation test)으로 분석하였다.  

 SPSS 18.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linois,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통계 분석의 유의성 기준은 양측검정, p < 0.05로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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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인구학적 정보 

 연구에 참여한 30 명의 피험자 중 야간 수면다원검사(Visit 1)에서 

수면 효율이 85% 이하이거나 총수면시간이 7 시간 미만이었던 경우,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 25 명의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평균 연령은 31.17 ± 4.21 세(22-40 세)였다. 평균 

교육연수는 15.77 ± 1.63 년이었다. 

 PSQI 5.04 ± 2.43 점, ESS 6.31 ± 2.22 점, IRLS 0.88 ± 3.04 점, 

CES-D 5.58 ± 4.83 점이었다(Table 1). 

 

야간 수면다원검사(Visit 1)와 손목 활동기록기(Visit 2)  

 야간 수면다원검사(Visit 1)에서 총수면시간은 449.36 ± 

28.28 분으로 평균 7 시간 이상의 수면이 발생하였다. 수면효율(sleep 

efficiency, %)은 93.82 ± 5.0 이었고 수면잠복기(sleep latency)는 

8.19 ± 10.26 분, 렘수면잠복기(REM sleep latency)는 113.83 ± 

54.48 분이었다(Table 2). 부분 수면 박탈 검사일(Visit 2)에 사용한 

손목 활동기록기(Visit 2)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수면시간은 105.09 



 

３０ 

± 12.22 분이었고, 수면 효율(%)은 87.54 ± 10.42 이었다. 

수면잠복기는 2.22 ± 4.72 분이었다. 

 

주관적 통증 지각 

정상 수면을 취했던 Visit 1 검사일의 통증 지각 역치(pain detection 

threshold)는 28.15 ± 9.83 mA, 통증 한계치(pain tolerance 

threshold)는 54.12 ± 14.89 mA 였다(Table 3). 전기 자극에 대한 

주관적 통증은 3.87 ± 1.28 cm, 캡사이신에 대한 주관적 통증 정도는 

4.81 ± 1.67 cm 이었다(Table 3). 이에 반해 부분 수면 박탈 

검사일(Visit 2)에서 측정한 통증 지각 역치는 22.42 ± 6.27 mA 로 

Visit 1 검사일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vs. 28.15 ± 9.83 mA, 

t=4.85, p<0.001). 통증 한계치 역시 44.65 ± 11.36 mA 로 Visit 1 

검사일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vs. 54.12 ± 14.89 mA, t=5.5, 

p<0.001). 전기 자극에 대한 주관적 통증은 5.12 ± 1.66 cm 으로 

Visit 1 검사일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vs. 3.87 ± 1.28 cm, t=-

5.06, p<0.001), 캡사이신에 대한 주관적 통증 정도 역시 6.63 ± 1.67 

cm 로 증가하였다(vs. 4.81 ± 1.67 cm, t=-7.23,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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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연속수행검사(auditory continuous performance 

test, CPT) 

 정상 수면을 취한 Visit 1 검사일에는 총 300 개의 자극에 대해 297 

± 2.27 회 정확한 반응을 보였고, 평균 반응 속도는 315.81 ± 64.36 

ms 였다(Table 4). 부분 수면 박탈 검사일(Visit 2)에서는 정확한 

반응의 개수가 293.1 ± 7.86 회로 Visit 1 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t=2.68, p=0.015), 반응 속도는 429.04 ± 152.05 ms 로 

유의하게 느려졌다(t=-3.76, p=0.001). 캡사이신을 손등에 발라 

통증을 유발한 상태 역시 통증이 없는 상태와 마찬가지로 부분 수면 

박탈을 할 경우 정확한 반응 횟수는 감소하고 반응속도는 느려지는 

결과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캡사이신 통증 상태에서는 정상 

수면(Visit1) 후에는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부분 수면 

박탈(Visit 2)을 할 경우 오히려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429.04 ± 

152.05 ms vs. 488.23 ± 167.32 ms,  t=-1.59, p=0.126), 정확한 

반응 횟수가 줄어들었다(293.1 ± 7.86 vs. 283.9 ± 23.26, t=1.99, 

p=0.060). 

 

  



 

３２ 

통증 및 부분 수면 박탈에 의한 뇌파 스펙트럼력의 변화 

 알파(alpha)파 스펙트럼 상대력을 Cz 에서 먼저 분석하였다(Figure 4). 

정상 수면(Visit 1)을 취한 후에는 전기 자극에 의한 알파 스펙트럼 

상대력의 변화가 없었으나 캡사이신으로 통증을 유발하면 알파 스펙트럼 

상대력이 증가하였다(p<0.01). 부분 수면 박탈(Visit 2)을 하면, 정상 

수면 후 안정 상태에 비하여 알파 스펙트럼 상대력이 

감소하였다(p<0.01). 부분 수면 박탈 후에는 정상 수면 후 나타났던 

캡사이신 통증 자극 후 알파 스펙트럼 상대력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분 수면 박탈 후 나타나는 알파 스펙트럼 상대력의 감소는 전기 자극 

및 캡사이신 투여에 의한 통증 유발 상태에서도 Cz 을 포함한 뇌의 거의 

전체 영역에서 관찰되었다(Figure 5). 

 각 통증 자극에 의한 변화를 보기 위하여 통증이 없는 안정 상태와 각 

통증 자극 후를 비교하였다. 정상 수면 후 전기 자극 상태에서는 알파 

스펙트럼 상대력의 변화가 뇌 전체 영역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캡사이신 

통증 자극 상태에서는 안정 상태와 비교하여 중앙부(central), 왼쪽 

측두부(temporal)와 후두부(occipital)에서 알파 스펙트럼 상대력의 

증가가 나타났다(Figure 6). 그러나 부분 수면 박탈 후에는 정상 수면 

후 나타났던 캡사이신 통증에 의한 알파 스펙트럼 상대력의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Figure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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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beta)파 스펙트럼 상대력을 정상 수면을 취한 Visit 1 과 

2 시간으로 수면을 제한한 Visit 2 사이에 비교하였다. 안정, 전기 자극, 

캡사이신 자극 모든 상태에서 Visit 1 과 Visit 2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뇌 전체 영역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 Visit 1 에서 각 통증 자극에 의한 

베타 스펙트럼 상대력의 변화는 뇌 전체 영역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세타(theta) 스펙트럼 상대력은 Visit 1 에 비하여 Visit 2 에서 각 세 

상태에서 중앙부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Visit 1 에서 각 통증 

자극에 의한 세타 스펙트럼 상대력의 변화는 뇌 전체 영역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델타(delta) 스펙트럼 상대력은 Visit 1 에 비하여 Visit 2 에서 각 세 

상태에서 중앙부와 후두부 일부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Visit 

1 에서 통증 자극에 의한 델타 스펙트럼 상대력의 변화는 전기 자극은 

뇌 전체 영역에서 차이가 없었고 캡사이신 자극은 중앙부, 후두부, 좌측 

측두부, 전두부 일부에서 감소하였다. 캡사이신 자극에 의한 델타 

스펙트럼의 감소는 부분 수면 박탈을 한 Visit 2 에서는 좌측 측두부 

일부를 제외하고는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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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수면 박탈에 의한 뇌파 스펙트럼력 변화와 주관적 

통증 지각 변화의 관련성 

 부분 수면 박탈 후 전기 자극에 대한 주관적 통증 정도(VAS) 점수의 

증가와 알파 스펙트럼력 감소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 관계가 

없었다(r=-.187, p=0.37). 수면 박탈 후 캡사이신에 의한 주관적 통증 

정도 점수(VAS)의 증가와 알파 스펙트럼력 감소 사이에도 유의한 상관 

관계가 없었다(r=-0.281, p=0.18). 

 

야간 수면다원검사의 비렘수면의 뇌파 스펙트럼 상대력, 

캡사이신에 의한 주관적 통증 강도와 알파 스펙트럼 

상대력 변화 간 상관 관계 

 정상 수면 후에는 캡사이신 통증 자극에 의해 알파 스펙트럼 상대력의 

증가가 관찰되었는데 야간 수면다원검사의 비렘수면 중 델타/알파 

비율값(delta/alpha ratio)과 음의 상관 관계가 있었다(r=-0.42, 

p=0.04)(Figure 9). 그러나 야간 수면다원검사의 비렘수면 중 베타 

스펙트럼 상대력은 캡사이신 통증 자극에 의한 알파 스펙트럼 상대력의 

증가와 유의한 상관 관계가 없었다(r=0.08, p=0.721). 

 캡사이신 도포에 의해 유발된 통증의 주관적인 강도(VAS)는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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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다원검사의 비렘수면 중 델타/알파 비율값과 음의 상관 관계가 

있었다(r=-0.43, p=0.031)(Figure 10). VAS 는 비렘수면 중 베타 

스펙트럼 상대력과는 양의 상관 관계가 있었다(r=0.40, p=0.049). 

 캡사이신 통증 자극에 의한 알파 스펙트럼 상대력의 증가와 캡사이신에 

대한 주관적 통증 강도(VAS)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 관계가 

없었다(r=-0.31, p=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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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이 연구에서는 건강한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정상 수면과 부분 수면 

박탈 후 통증 지각과 정량화 뇌파의 스펙트럼력을 비교하였다. 부분 

수면 박탈 후에는 통증에 더 민감하고 통증을 견디는 힘이 약해졌다. 

정상 수면과 비교할 때 부분 수면 박탈 후에는 안정 상태의 뇌파 중 

알파 스펙트럼 상대력이 감소하였다. 정상 수면 후에는 캡사이신 연고 

도포로 유발된 통증에 의해 뇌 전체 영역에서 알파 스펙트럼 상대력이 

증가하였으나 부분 수면 박탈 후에는 이러한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 

전기 자극에 의한 통증 유발은 부분 수면 박탈 후 통증 민감도를 정상 

수면 후보다 증가시켰지만 알파 스펙트럼 상대력에는 변화가 없었다. 

 

부분 수면 박탈에 의한 주관적 통증의 변화 

 정상 수면에 비하여 부분 수면 박탈 후에는 통증에 더 민감해졌다. 

전기 자극에 대한 통증 지각 역치가 감소하였고 통증 한계치도 

감소하였다. 캡사이신에 대한 주관적인 통증 정도도 증가하였다. 이것은 

서론에서 기술한 수면 박탈 후 주관적인 통증 변화에 대한 과거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16, 28-34). 수면 박탈과 통증의 관련성에 대한 

최초의 통제된 연구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사흘 동안 서파수면을 



 

３７ 

제한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면 박탈 후 근육통이 유발되었고 기계적인 

통증 역치(mechanical pain threshold)가 감소하였다(16). 이후 다른 

연구들도 같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전체 수면 박탈(total sleep 

deprivation), 부분 수면 박탈, 서파수면 박탈, 렘수면 박탈과 같이 여러 

가지 실험 조건 아래에서, 열 통증(thermal pain), 냉 통증(cold pain), 

압력 통증(pressure pain) 등 다양한 통증을 가하였을 때 통증 지각 

역치는 감소하고 통증의 정도는 증가하였다(33, 85-88). 그러나 수면 

박탈에 의해 통증이 증가하는 기전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신경전달물질 

중 진통 효과를 가지는 오피오이드 시스템(opioid system)이 렘수면 

박탈과 수면 단절(sleep discontinuity)에 의해 억제되고, 수면 박탈을 

한 동물시험에서 오피오이드 단백질의 합성과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대한 

친화성(affinity)이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다. 즉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생체의 내인성 통증 조절 시스템이 억제되어 통증이 증가한다는 

설명이다(89-92). 다른 설명으로는 통증 지각과 조절에 있어 

전두엽(frontal lobe)의 기능이다. 특히 배외측 전전두엽(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DLPFC)이 통증의 하향식 조절(top-down 

control)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93-95). 

주요우울장애와 경계선 인격장애 환자에서 전두엽 

과활성(hyperactivity)이 관찰되는데, 그 정도가 통증 지각 및 불쾌감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한다(96). 즉 수면 박탈에 의해 전두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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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이 감소함으로써 통증에 대한 하향식 조절이 잘 되지 않아 통증이 

증가한다는 것이다(97).  

부분 수면 박탈에 의한 뇌파 스펙트럼의 변화 

 부분 수면 박탈 후 안정 상태에서 측정한 알파 스펙트럼 상대력은 

전두부(frontal area)의 일부를 제외한 전체 영역에서 정상 

수면에서보다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전기 자극과 캡사이신 자극 

후에도 나타났다.  

 알파파는 눈을 감은 상태에서 후두부(occipital area)에서 주로 

나타나며 긴장이 풀어진 편안한 상태일수록 진폭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각성 시 알파 스펙트럼력은 졸음과 관련이 많다. 졸음이 

증가할수록 알파 스펙트럼력이 감소하고 세타 스펙트럼력은 

증가한다(98). 전체 수면 박탈 후 세타 스펙트럼력이 전두부, 

측두부에서 증가하고 알파 스펙트럼력이 후두부에서 감소하는데 그 

정도는 졸린 정도와 비례한다. 알파 스펙트럼력의 감소는 뇌줄기(brain 

stem), 중뇌(midbrain), 시상하부(hypothalamus), 변연계(limbic 

system)와 같은 피질하 뇌구조(subcortical brain structures)의 활성 

감소와 관련이 있다(99). 이 부위들의 뇌혈류량과 알파 스펙트럼력은 

양의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것은 측정한 뇌파의 알파 

스펙트럼력이 각성도(wakefulness)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00). 이 연구에서는 2 시간의 부분 수면 박탈을 하룻밤만 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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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수 일 이상의 수면 박탈 조건이나 전체 수면 박탈 보다 수면 

박탈의 강도가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알파 

스펙트럼력이 부분 수면 박탈 후 전체 뇌 영역에서 유의하게 감소한 

결과는 이 연구의 2 시간 부분 수면 박탈이 실험 조건으로 타당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통증에 의한 뇌파 스펙트럼의 변화 

 정상 수면을 취한 뒤에는 안정 상태와 비교하여 캡사이신 투여 이후 

중앙부(central)와 후두부(occipital)에서 알파 스펙트럼 상대력의 

증가가 나타났다. 그러나 부분 수면 박탈 후에는 정상 수면 후 나타났던 

캡사이신 통증에 의한 알파 스펙트럼 상대력의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 

 통제된 실험실 상황에서 급성 통증 자극 후 스펙트럼력의 변화를 

분석한 이전 연구들의 결과는 주로 알파의 변화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알파 스펙트럼력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결과들이 서로 상반된다. 일반적으로 알파파는 의식이 명료한 성인이 

안정된 휴식을 취할 경우 후두부에서 주로 측정된다. 이를 후두부 우세 

리듬(posterior dominant rhythm)이라고 한다. 알파파는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면서 점점 느려져 60~70 세에는 후두부 우세 리듬이 7 

Hz 까지 느려지고 진폭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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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파는 통증 자극에 의해 변화한다고 알려져 있다. 알파 

스펙트럼력의 증가를 보고한 연구는, 냉 통증(cold pressor test)후 

전두-중앙부에서 알파의 증가, 생리식염수 근육 주사 후 중앙부와 

측두부에서 알파가 증가한다는 것이다(65, 66). 감소를 보고한 연구는, 

캡사이신 근육 주사/냉 통증/생리식염수 근육 주사 후, 중앙부의 알파 

감소, 냉 통증 후 전두부, 중앙부, 측두부에서 알파 스펙트럼력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67-72, 101). Dowman 등은 냉 통증 자극 후 

반대편 측두부의 알파 감소, 후두부의 알파 증가를 보고하면서, 통증에 

의한 알파 스펙트럼력의 변화가 연구들에 따라 다르게 보고되는 이유에 

대해, 짧은 측정 시간에 의한 뇌파의 불안정성, 아무 작업도 하지 않는 

안정 상태에서 피험자에 따라 각성 정도가 다름, 인공파의 제거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102). 즉 개인에 따른 혹은 상태에 따라 변화하는 

각성도의 차이에 따라 알파 스펙트럼력이 증가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감소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실험 당시 피험자의 각성도는 

최근 수면의 양과 질, 피로도, 기록 시각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험자가 통증에 얼마나 집중하는지도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통증 자극 시 통증에 집중을 하는 상태에서는 알파가 증가하겠지만 

시각적인 이미지를 마음 속에 떠올리며 공상을 하도록 하여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면, 주관적인 통증 정도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알파 

스펙트럼력이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한 연구는 알파를 알파 1(7.5-9.5 

Hz)과 알파 2(10-12 Hz) 두 개의 밴드로 나누고, 안정 상태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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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 스펙트럼 절대력이 높은 피험자 군과 낮은 피험자 군에서 통증 

자극 후 변화를 각각 비교하였다(103). 두 개의 밴드로 나눈 이유는 

개인에 따라 알파 스펙트럼 절대력의 차이가 많고, 통증에 대한 예기 

불안 시 피험자에 따라 알파 스펙트럼 절대력이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기 때문이다(104, 105).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두 군 

모두에서 알파 1 은 통증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감소, 알파 2 는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103). 안정 상태에서 알파 스펙트럼력이 낮은 

군은, 통증에 따른 알파 1 의 감소가 주관적 통증 지각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알파파는 각성 정도와 통증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정보 처리의 속도, 주의력, 의미 기억(semantic memory), 운동 

기능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103). 즉 강한 알파 스펙트럼력은 

빠른 정보 처리 속도와 집중력을 반영한다는 의미이다(106, 107). 알파 

밴드 중 알파 1 만이 통증 지각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108). 

즉 통증에 의해 알파 1 스펙트럼력이 감소하고 이것이 주어진 통증 

세기에 비례한다는 결과이다. 그러나 아직 통증과 알파파의 관련성에 

대한 명확한 기전은 밝혀져 있지 않다.  

 알파 스펙트럼력이 하루 중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일주기 경향을 

가진다는 것도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 알파 

스펙트럼력은 아침 기상 직후 보다 오후로 가면서 점점 증가했다가 밤이 

되면 다시 감소하는 일주기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109-112). 

아침 기상 후부터 40 시간 동안 각성 상태를 유지하며 뇌파를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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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연구에서 9.25-12.0 Hz 의 상대력은 심부 체온과 그 리듬이 

유사함이 보고되었다(112). 이 연구에서 정상 수면 시 뇌파 기록은 

대략 오전 8 시경에 시작되었고, 부분 수면 박탈 시에는 대략 오전 

6 시경에 시작되었다. 따라서 2~3 시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었던 점도 

부분 수면 박탈 시 안정 상태에서의 알파 스펙트럼 상대력이 정상 수면 

시보다 작았던 점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 정상 수면 후 캡사이신 통증에 의해 알파 스펙트럼 

상대력이 증가했고, 부분 수면 박탈에 의해 이 알파 상대력의 증가가 

소실되었다. 정상 수면 시 측정한 수면다원검사 비렘수면의 델타/알파 

비율은 캡사이신에 의한 알파 스펙트럼 상대력의 증가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비렘수면 중 서파 수면의 성분이 많을수록 

통증에 의한 알파 스펙트럼 상대력의 증가가 작았다. 비렘수면 중 

델타/알파 비율이 수면의 질을 반영한다고 가정한다면, 질 좋은 잠을 

잘수록 통증에 의한 알파력의 증가가 덜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상 수면에서 관찰되었던 캡사이신 통증 자극에 의한 알파력의 증가가 

수면 박탈 후 소실되는 본 연구의 관찰 결과와 상반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통상적인 7 시간 이상의 정상 수면 시간이 확보된다면 각성의 

정도가 잘 유지될 것이고 캡사이신 통증에 의한 각성 효과는 수면의 

질이 낮을수록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수면다원검사의 비렘수면 중 베타 스펙트럼 상대력은 캡사이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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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 스펙트럼 상대력의 증가와 유의한 상관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만으로 야간 수면의 질과 통증에 의한 알파 스펙트럼력 

변화의 관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기는 어렵다. 향후 좀 더 많은 

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수면 박탈에 

의해 통증 역치가 감소하고 다시 회복 수면을 취하도록 하면 이 역치의 

감소가 소실된다는 결과를 같이 고려하면 통증의 조절에서 수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33). 

 흥미로운 것은 캡사이신 도포에 의해 유발된 통증의 주관적인 

강도(VAS)가 야간 수면다원검사의 비렘수면 중 델타/알파 비율값과 

음의 상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즉 야간 수면다원검사에서 수면의 

질이 나쁠수록 주관적으로 통증에 더 민감해진다는 결과이다. 또한 

VAS 는 야간 수면다원검사의 비렘수면 중 베타 스펙트럼 상대력과는 

양의 상관 관계가 있었다. 이 연구에 포함된 모든 피험자는 7 시간 

이상의 정상 수면을 취했고 수면장애가 없다는 것이 야간 

수면다원검사에서 객관적으로 검증되었다. 야간 수면다원검사에서 

총수면시간, 수면 효율(%)과 같은 수면 변인이 정상 범위라 하더라도 

뇌파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수면의 질에 따라 다음 날 아침 주관적인 

통증의 강도가 달라짐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향후 수면과 통증에 

대한 연구에서 주관적인 수면 시간 조사는 물론이거니와 활동기록기, 

통상적인 수면다원검사로 정상 수면을 확인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을 

것이며 정밀한 실험을 위해서는 수면 중 뇌파 스펙트럼력을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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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한 것도 이 연구의 중요한 결과 

중 하나이다. 

 정상인을 대상으로 정상 수면과 4 시간의 부분 수면 박탈 사이에 통증 

자극에 의한 유발 전위를 기록하여 분석한 연구에서는 부분 수면 박탈 

후 주관적 통증이 증가하며 주의를 다른 곳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유발되는 통증의 감소가 수면 박탈 후에는 관찰되지 않았고, 유발 전위 

N1 과 N2-P2 의 진폭이 감소하였다(88). 유발 전위 N1 은 통증 

자극에 의한 대뇌섬과 몸감각겉질의 활성도를 반영하고, 유발 전위 

N2-P2 는 띠이랑의 활성도를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부분 

수면 박탈에 의해 통증의 신경매트릭스의 활성은 감소함에 반하여 

주관적 통증의 정도는 심해진다는 의미가 있어 이 연구와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만으로 알파파가 통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기전을 명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다. 다만 급성 통증 자극에 의한 뇌 

활성도의 변화에서 알파파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기전에는 수면의 

양과 질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통증은 유해한 자극이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을 피하도록 하는 알람 신호로도 기능을 하여 생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113). 통증 환자를 치료할 때는 수면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며, 수면장애 환자의 치료에서도 통증을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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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정상 수면 하룻밤, 부분 수면 박탈 하룻밤으로 설계되었다. 

각 검사일 전 일주일 동안 수면 일기를 통하여 주관적인 수면-각성 

리듬을 평가하였으나 객관적인 정량화 방법은 아니었다. 정상 수면 

검사일에 야간 수면다원검사를 했는데, 첫날밤 효과에 의해 평소 수면을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114). 그러나 수면다원검사에서 

총수면시간과 수면효율의 최저 값을 정하고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피험자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부분 수면 박탈 검사일에는 

수면다원검사를 하지 않고 활동기록기만을 피험자에게 착용시켰다. 

따라서 부분 수면 박탈 검사일에 객관적인 수면 구조와 수면 중 뇌파 

스펙트럼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이 연구의 제한점이다. 정상 수면을 

취하며 야간 수면다원검사를 한 검사일에도 활동기록기를 착용시켰다면 

부분 수면 박탈 검사일에 시행한 활동기록기의 결과와 좀 더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했을 것이다. 부분 수면 박탈은 2 시간으로 제한하였는데 

과거 비슷한 연구들에서는 2 시간~4 시간의 수면 박탈 방법을 

사용하였다. 전체 수면박탈을 할 경우 각성도의 심한 저하를 야기하여 

뇌파 기록 중 잠이 들 가능성을 고려하면 2 시간의 수면 박탈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나, 부분 수면 박탈 보다는 수면을 여러 번 분절시키는 

것이 더욱 통증에 민감해진다는 연구 결과(59)와 수면 분절이 만성 

통증 환자의 임상 실제와 더 유사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2 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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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박탈 방법도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통증 자극의 강도가 약했을 가능성이 있다. 캡사이신의 경우 이전 다른 

연구에 사용된 연고와 비교하면 캡사이신의 함량이 낮았고, 전기 자극의 

경우 10 초에 한 번 단발성 자극을 가하는 설계로, 피험자에게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자극에 의한 뇌파의 

변화가 전적으로 통증에 기인하지만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는 

비슷한 설계의 다른 통증 자극 연구들의 제한점이기도 하다.  

 정량화 뇌파의 기록을 포함한 실험 시간이 길었다는 것도 제한점이다. 

뇌파 기록을 위한 모자 착용부터 이후 실험 과정이 1 시간 30 분 내외가 

걸렸는데, 모자 자체가 두부에 압박감을 주어 약한 정도일지라도 통증을 

유발하여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청각 

연속수행검사를 통증이 없는 상태와 있는 상태 각 2 번을 시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험자에게 지루함을 유발하고 이는 피험자의 각성 정도를 

낮추어 통증 지각과 뇌파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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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이 연구는 건강한 성인 남성에게 급성 통증 자극을 가하였을 때 

주관적인 통증 지각과 뇌활동도의 변화를 정상 수면일과 2 시간의 부분 

수면 박탈일에 각각 측정하여, 부분 수면 박탈이 통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급성 통증 자극은 전기 자극과 캡사이신 연고를 

이용하였다. 뇌활동도의 변화는 정량화 뇌파 측정을 하여 스펙트럼 

상대력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부분 수면 박탈에 의하여 전기 자극에 

의한 주관적인 통증 지각 역치와 통증 한계치가 감소함을 확인하였고, 

캡사이신과 전기 자극에 의한 주관적인 통증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안정 상태의 뇌파는 부분 수면 박탈 후에 정상 수면 후보다 알파 

스펙트럼 상대력이 감소하였다. 정상 수면 후 캡사이신 통증 자극을 

주면 안정 상태에 비하여 알파 스펙트럼 상대력이 전체 뇌 영역에서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기 자극은 유의한 차이를 유발하지 않았다. 부분 

수면 박탈 후에는 정상 수면 후 나타났던 캡사이신에 통증 자극에 의한 

알파 스펙트럼 상대력의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 야간 수면다원검사의 

비렘수면 델타/알파 비율과 캡사이신에 의한 알파 스펙트럼 상대력의 

증가는 음의 상관 관계가 있었다. 비렘수면 델타/알파 비율은 

캡사이신에 의한 주관적인 통증 강도와 음의 상관 관계가 있었다. 

캡사이신에 의한 주관적인 통증 강도는 비렘수면 베타 스펙트럼력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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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상관 관계가 있었다. 부분 수면 박탈을 하면 주관적으로는 통증에 

더 민감해졌고 정상 수면 후 나타나는 통증에 의한 뇌파의 변화는 

오히려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야간 수면다원검사의 뇌파 

신호를 분석하여 산출한 수면의 질이 주관적 통증의 강도와 상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하여 임상적으로는 통증을 

치료할 때 수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와 치료가 필수적임을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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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 25) 

Questionnaires mean ± SD 

PSQI 5.04 ± 2.425 

ESS 6.31 ± 2.22  

IRLS 0.88 ± 3.04 

CES-D 5.58 ± 4.83 

 

CES-D :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ESS : Epworth sleepiness scale,  

IRLS : international restless legs scale, 

PSQI :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SSS: Stanford sleepiness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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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octurnal polysomnography and actigraphy findings 

 Habitual sleep 

(Visit 1) 

Partial sleep 

deprivation 

(Visit 2) 

Time in bed (min)    485 ± 33.66 120.50 ± 2.10 

Total sleep time (min) 449.36 ± 28.28  105.09 ± 12.22 

Sleep efficiency (%) 93.82 ± 5.08   87.54 ± 10.42 

Total wake time (min)  22.14 ± 22.35   14.91 ± 12.22 

% stage N1 10.09 ± 4.92  

% stage N2 52.39 ± 9.84  

% stage N3 13.63 ± 7.23  

% stage R 23.89 ± 6.65  

Sleep latency (min)   8.19 ± 10.26  2.22 ± 4.75 

REM latency (min) 113.83 ± 54.48  

NPSG : nocturnal polysomnography, NPSG was performed during habitual 

sleep night (Visit 1) 

Actigraphy was performed during partial sleep deprivation night (Visi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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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subjective pain perceptions 

 Habitual sleep 

(Visit 1) 

Partial sleep 

deprivation 

(Visit 2) 

t p 

Electrical pain detection 

threshold (mA) 

28.15 ± 9.83 22.42 ± 6.72  4.85 <0.001 

Electrical pain tolerance 

threshold (mA) 

54.12 ± 14.89  44.65 ± 11.36 5.5 <0.001 

VAS  of electrical 

stimulation (cm) 

 3.87 ± 1.277  5.12 ± 1.66 -5.06 <0.001 

VAS of capsaicin 

application (cm) 

4.81 ± 1.67  6.63 ± 1.67 -7.23 <0.001 

VAS : visual analogu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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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auditory continuous performance tests between 

habitual sleep and partial sleep deprivation states 

 Habitual sleep 

(Visit 1) 

Partial sleep 

deprivation 

(Visit 2) 

t p 

Correct response (n) 297.85 ± 2.27 293.1 ± 7.86 2.68 0.015 

Reaction time (ms) 315.81 ± 64.36 429.04 ± 152.05 -3.76 0.001 

Correct response during 

casaicin application (n) 
297.5 ± 1.88 283.9 ± 23.26 2.67 0.015 

Reaction time during 

casaicin application (ms) 303.63 ± 49.74 488.23 ± 167.32 -5.54 <0.001 

Correct response : number of correct response in total 300 stimu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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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auditory continuous performance tests between 

resting and capsaicin application states 

  Resting 
Capsaicin 

application 
t p 

Habitual 

sleep 

Correct response 

(n) 
297.85 ± 2.27 297.5 ± 1.88 0.91 0.375 

Reaction time 

(ms) 
315.81 ± 64.362 303.63 ± 49.74 1.27 0.220 

Partial sleep 

deprivation 

Correct response 

(n) 
293.1 ± 7.86 283.9 ± 23.26 1.99 0.060 

Reaction time 

(ms) 
429.04 ± 152.05 488.23 ± 167.32 -1.59 0.130 

Correct response : number of correct response in total 300 stimu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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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Figure 1. Overview of the study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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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ime table of each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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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Detailed procedure of quantitative EEG recording and pain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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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hanges in relative EEG alpha spectral power (%) in Cz 

 

  



 

７６ 

 

Figure 5. Effects of partial sleep deprivation on relative EEG alpha 

spectral power (%) in the whole b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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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Effects of acute pain stimuli on relative EEG alpha 

spectral power (%) in the whole brain after habitual 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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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Effects of acute pain stimuli on relative EEG alpha 

spectral power (%) in the whole brain after partial sleep depr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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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hanges of relative EEG spectral power (%) in resting, 

electrical stimulation and capsaicin application states 

 

*: p<0.01,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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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Correlation between delta/alpha ratio (baseline nocturnal 

polysomnography) and increased alpha power by capsaicin stimu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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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Correlation between delta/alpha ratio (baseline nocturnal 

polysomnography) and visual analogue scale (VAS) after capsaicin 

stimu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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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partial sleep deprivation on 

pain-induced brain activity change:  

A quantitative electroencephalography (qEEG) 

study 

 

Jin–Seong Lee 

Psychiat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roduction: Pain is a common symptom under various clinical 

conditions. Many research results indicate that sleep and pain are 

related. However a clear mechanism and the direction of causality 

between sleep and pain have not been known ye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pain perception and brain activity changes after partial 

sleep deprivation and their related factors through the quantitative 

EEG (QEEG) power spectrum analysis.  

Methods: We have recruited young (20-40 years old) and healthy 

men with good sleep quality. All subjects underwent a prelimi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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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compatibility for research participation through 

interviews, physical examination and questionnaires. Participants 

with insufficient total sleep time and/or delayed sleep onset (after 3 

am) were also excluded. Data of 25 participants were analyzed. 

Participants visited a laboratory for 2 days with a washout period of 

one week. At Visit 1, a standard nocturnal polysomnography was 

performed during a habitual sleep. In the following morning, resting 

QEEG (64 channels) and auditory continuous performance (CPT) 

sessions were performed. Pain detection and tolerance thresholds 

to electrical stimulation were also evaluated. QEEG under pain 

stimulation (electrical stimulation and capsaicin application) was 

performed. At Visit 2, participants were forced to sleep 2 hours 

only with a wrist actigraphy. After the partial sleep deprivation, 

same experiment with Visit 1 was performed. We compared the 

differences of pain perception and relative EEG power spectrum 

between the two visits, and the power spectrum between a resting 

state and pain stimulation on each visit. The delta to alpha (D/A) 

ratio was also obtained as a surrogate measure of a sleep quality. 

The correlation among D/A, subjective pain severity and QEEG 

power spectrum was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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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Total sleep time was found to be 449.36 ± 28.28 minutes 

for Visit 1, and 105.09 ± 12.22 minutes for Visit 2, respectively. 

At Visit 1, the pain detection and tolerance threshold were 28.15 ± 

9.83 mA, and 54.12 ± 14.89 mA , respectively. Subjective pain 

severities ware 3.87 ± 1.28 (electrical stimulation) and 4.81 ± 

1.67 (capsaicin application). At Visit 1, it was found that when a 

pain was aroused by capsaicin, the relative alpha spectrum power 

increased comparing to a resting state. At Visit 2, the relative alpha 

power in a resting state decreased comparing to that of Visit 1. And 

the alpha power increase by capsaicin was not observed at Visit 2. 

We found that the increase in alpha power caused by capsaicin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EEG D/A ratio during NREM at Visit 

1. In addition D/A had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subjective pain 

severity by capsaicin. 

Conclusion: In this study, effects of partial sleep deprivation and 

pain stimuli were investigated via QEEG measures. We found that 

EEG alpha activity was significantly reduced when patients were 

sleep deprived. The pain induced by capsaicin increased the alpha, 

as an indicative biomarker of alertness under habitual sleep, but not 

under the partial sleep deprived condition. Subjective pain 



 

８５ 

sensitivity and tolerance was reduced after sleep loss. We also 

found that the alpha power changes after pain stimulation and 

subjective pain was correlated with baseline PSG measure.  

Key Words: pain, sleep deprivation, quantitative EEG, spectrum, 

capsaicin, electrical st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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