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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Stroke is a leading cause of death in most developed countries and some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It is well 

known that stroke has is related in some way with several sleep disorders. At first, the onset time of stroke varies according to circadian 

rhythm. Early morning is the most prevalent time and late evening the least. The changes of blood pressure, catecholamine level, 

plasminogen activity and aggregation of platelet during sleep have been suggested as possible mechanisms. Sleep apnea (SA), a 

representative disorder in the field of sleep medicine, is found in more than 70% of acute stroke patients compared to 2-5% of the 

general population. Various sleep related breathing disorders occur after stroke and snoring is a distinct risk factor for stroke. So the 

relationship between stroke and SA is obvious, but the cause and effect are still not clearly known. Also, stroke may cause many 

sleep related problems such as insomnia, hypersomnia, parasomnia and changes in sleep architecture. Patients, family members 

and even medical personnel often ignore stroke-related sleep problems, being concerned only about the stroke itself. The clinical 

impacts of sleep problems in stroke patients may be significant not only in terms of quality of life but also as a risk factor or pro-
gnostic factor for stroke.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sleep problems of stroke patients.  Sleep Medicine and Psychophysiology 

2002；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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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뇌졸중(腦卒中)은 뇌혈관 장애에 의해 발생하는 신경계 

질병으로 동서를 막론하고 주요 사인을 차지하는 중요한 질

환이다. 근래에는 뇌졸중과 여러 수면 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해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본 고에서는 뇌졸

중 특히 뇌경색과 수면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론 
 

1. 뇌졸중과 일주기 리듬 

많은 질환에서 질병의 발생 시간을 조사하면 일주기 리듬

을 보인다(1). 심혈관 질환의 발생 시간에 대한 일주기 리듬

을 조사한 메타분석 결과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의 시간대

가 여타 시간대에 비해 40%가량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2). 

뇌졸중의 발생 시각을 조사한 연구 결과들을 정리한 메타분

석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서 허혈성 뇌졸중(뇌경

색), 출혈성 뇌졸중(뇌출혈), 일과성 뇌허혈 모두 오전6시

부터 정오까지의 시간대에 발생이 49% 증가한다(3). 심혈

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의 발생이 뚜렷한 일주기 리듬을 보

이는 기전으로 혈소판 응집 능력의 변화, 혈장 플라즈미노

겐의 활성도 변화, 혈압의 변화, 카테콜라민 등과 같은 스트

레스 호르몬의 변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제시되

었지만 아직까지는 어느 한가지 요소만으로 이를 설명할 수

는 없다. 어쨌든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뇌출혈뿐 아니라 뇌

경색 발생이 수면과 연관된 이른 오전 시간대에 빈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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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일주기 리듬을 보이는 것은 뇌졸중의 발생과 수면

질환과의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수면무호흡증과 

연관성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명확

한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반면 뇌졸중이 수면-

각성 일주기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액티그라피를 이

용한 연구에서 급성 뇌졸중 후에 수면-각성 주기가 깨지

거나 짧아지거나 길어지는 변화를 보고하였다(4,5). 

 

2. 뇌졸중과 수면중 호흡장애 

 

1)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외국의 보고에 의하면 중년 남성의 경우 44% 여성의 경

우 28%에서 습관적 코골이가 관찰되며(6), 뇌졸중의 위험 

인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7). 코골이가 뇌졸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승산비(odds ratio)는 2.1

에서 3.3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8). 또한 수면 중 발

생한 뇌졸중은 코골이와 연관이 있을 수 있으며 예후도 나

쁘다(9,10). 아직까지 코골이가 단독으로 뇌졸중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지 확실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습관

성 코골이가 있는 경우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빈번히 동반

되며 대부분의 역학 조사 결과 코골이의 영향과 폐쇄성 수

면무호흡증의 영향을 분리하여 밝히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

에 습관적 코골이가 뇌졸중에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하다.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이 뇌졸중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기전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코골

이와 무호흡증이 만성적으로 발생하면 고혈압을 유발하며, 

궁극적으로 뇌졸중의 중요한 유발 인자로 작용하여 뇌졸중

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둘째로 코골이와 수면무호흡

증의 신경호르몬 영향에 따라 혈소판 응집능의 증가, 섬유

소용해능의 저하, 동맥경화의 유발 작용 등으로 인해 뇌졸

중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를 만들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수면 중 발생하는 무호흡이나 저호흡은 심박출량을 줄이

고, 심부정맥을 야기하며, 전신 혈압의 저하 또는 상승을 일

으키며, 저산소증이나 과탄산혈증에 의한 혈관 확장, 두개

내압 상승 등과 같이 두개강내의 혈역학적 변화를 야기시

켜서 뇌졸중과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 실제 임상적으로 몇

몇 환자에서 수면무호흡증에 의한 뇌졸중의 발생이 보고된 

바 있다(11-13). 

 

2) 뇌졸중 후에 발생한 수면 관련 호흡 장애 

뇌졸중 환자에서 동반되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근은 

수면무호흡지수가 10을 초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할 때 

69~95%로 연구마다 차이는 있으나 높은 빈도로 보고된

다(14-16). 특히 수면무호흡지수가 20~30 이상인 심각한 

폐쇄성 수면무호흡을 보이는 경우는 30~50% 정도이다. 비

록 뇌졸중 환자에서 수면무호흡증이나 코골이의 병전 병력

이 있기도 하지만, 일부 환자는 뇌졸중이 발생한 후에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뇌졸중이 호흡중추가 위

치하는 연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발생하기도 하지만 

다른 부위에 발생하는 뇌졸중이 간접적으로 호흡에 영향을 

주어 나타나기도 한다. 급성 뇌졸중과 일과성 뇌허혈을 보

인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수면무호흡지수와 연

관된 독립적 요인은 나이, 체질량지수, 당뇨병과 같은 병전 

요인 뿐 아니라 뇌졸중의 심한 정도를 보여주는 임상 지수

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졌다(17). 그러나 현재까지

의 결과를 종합하면 뇌졸중 환자에서 수면무호흡증이 빈번

한 점은 명확하지만 이런 현상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지는 못

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면다원검사 등 객관적인 방법을 동

원한 연구가 절실하다. 

Cheyne-Stokes Respiration(CSR)은 주기적으로 호흡

의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며 중추성 수면무호흡/저호흡 상태

가 주기적으로 삽화되는 호흡 상태를 말한다. CSR은 신생아, 

고지대에 사는 경우, 특히 노인에서 잘 발생하며, 병적인 상

황으로 양측성 대뇌반구 뇌졸중, 심부전, 뇌압상승이 동반된 

뇌부종 상태가 있는 경우 관찰할 수 있다. 간혹 이런 CSR

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환자에서 동시에 관찰되기

도 하며, 서로간에 영향을 주어 악화시키기도 한다(18-20). 

그러나 아직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없이 CSR만 나타나는 

환자의 치료에 대해 정해진 치료법은 없는 상태로 산소 투여

로 호전된 보고도 있으며,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동반된 경

우 지속적 양압 치료가 효과적인 예도 보고되었다(18,20,21). 

 

3. 뇌졸중 후 수면의 변화 

 

1) 임상적 수면 장애 

수면과다(hypersomnia)는 수면 잠복기의 감소, 수면의 

증가, 주간 수면 과다 등으로 정의 되는데, 뇌졸중 후에 잦

은 각성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하거나(피동적 수면과다) 

뇌졸중 병변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능동적 수면과다)으로 

나타날 수 있다. 뇌졸중의 병변에 의해 직접적으로 수면과

다가 발생하는 경우 병변은 망상체(reticular formation)나 

방정중 시상(paramedian thalamus)에 양측성 혹은 편측성 

병변이 발생하는 경우 관찰할 수 있다. 이들 위치의 병변은 

처음에는 혼수를 일으키기도 하며 혹은 반대로 섬망, 과각

성(hyperalertness), 불면증을 초래하다가 나중에 수면과

다를 야기하기도 한다. 그 외 수면과다를 일으키는 뇌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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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미상핵(caudate nucleus), 선조체(striatum), 뇌교 피

개(tegmental pons), 연수의 내측부 등의 병변도 동일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경미한 불면증은 급성 뇌졸중에서 흔하게 동반되며, 환자

의 행동 조절을 악화시키고 뇌졸중 증상의 임상 경과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복적 각성, 수면 단절, 수면 박

탈은 심부전, 만성 호흡기 질환 등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부

터 갖고 있던 병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수

면 중 호흡 장애, 약물, 감염, 활동 저하, 환경 요인의 변화, 

감정적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뇌졸중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으로 불면증이 발생하

는 예는 적지만, 시상, 시상-중뇌, 큰 뇌교 피개 부위의 뇌

졸중은 각성-수면 주기의 역전을 초래하여 불면증을 야기

할 수 있다(22-25). 급성 뇌졸중 후에 발생한 불면증의 치

료는 수면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여 밤에 어둡고 조용하

고 안정적인 장소를 제공하며 주간에는 햇빛에 노출되고 적

당한 운동을 취할 수 있게 하며, 약물적인 치료를 시도할 경

우에는 가급적 인지 기능에 영향을 적게 주는 약물을 투여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뇌졸중과 연관된 사건 수면으로 렘수면 행동 장애(REM 

sleep behavior disorder)는 아직 정확한 발생 기전을 모르

거나 신경계의 퇴행성 변화로 발생한다고 생각되지만, 뇌교

의 피개 부위에 열공성 뇌경색이 발병한 후 사건수면(para-
somnia)이 발생한 예가 보고 된 바 있다(26). 또한 주기성 

사지 운동증이 편측성 반구성 뇌졸중 후에 증가하거나 감소

한 경우가 보고 되었다(27,28).  

 

2) 수면 구조 변화(Sleep architecture change) 

뇌졸중 후 수면 구조의 변화는 빈번히 발생하며 뇌조직 

손상에 의한 직접적인 효과라기 보다는 간접적인 요소가 더

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수면 구조의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

들을 살펴보면 첫째 나이, 호흡기 질환 등 뇌졸중 발병 전 

환자의 건강 상태, 둘째 병변의 위치와 크기, 셋째 감염, 발

열 등 뇌졸중의 동반된 합병증, 넷째 뇌졸중 및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투여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환자

들이 병원에 입원함으로 발생하는 각성-수면 주기의 변화

를 고려할 때 뇌졸중에 의한 수면 구조의 변화는 여타 질

환들에 비해 더욱 심각할 것이다.  

 

① 천막상부 뇌졸중(Supratentorial stroke) 

급성 천막상부 뇌졸중 발생 후에 비렘수면의 감소, 총 수

면 시간의 감소, 수면 효율의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큰 대뇌반구 뇌졸중 환자에서 수면방추, K복합체, 서파 수

면의 감소는 뇌졸중의 나쁜 예후를 반영한다(29-33). 드

물게는 수면 방추와 서파 수면이 증가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실제 서파 수면이 증가 되기 보다는 뇌 기능 저하에 

따른 서파 변화가 잘못 반영 되었을 수 있다. 또한 대뇌반구 

뇌졸중 후 일시적인 REM수면의 변화가 관찰되며(31,32,34), 

나쁜 예후를 반영한다고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대뇌반구 

뇌졸중 후에 발생하는 수면 구조 변화는 병변의 국소화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부 보고에서 우측 뇌졸

중은 렘수면의 양과 렘수면의 밀도를 줄이며(35,36), 좌측 

대뇌반구 뇌졸중은 비렘수면중 4단계 수면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② 천막하부 뇌졸중(Infratentorial stroke) 

양측성 방정중 뇌교 피개 뇌졸중(bilateral paramedian 

pontine tegmental stroke)이나 복측 피개에 위치한 뇌졸

중은 비렘수면을 줄이며 렘수면도 감소시킬 수 있고(37-39), 

수면 방추, K복합체, 두정파(vertex wave) 등 정상 수면 

상태에서 관찰되는 뇌파 파형이 소실된다(37,40). 대개의 

경우 환자는 임상적으로 운동 및 감각의 이상, 안 운동 장

애, 의식의 혼탁 등을 보이게 된다. 보통 뇌교 피개 부위가 

아닌 인접 부위에 병변이 위치하거나 뇌교 피개에 병변이 

있더라도 양측성이 아니라 편측성인 경우 수면 구조에는 별

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종종 뇌졸중에 따른 수면 구조

의 변화가 선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뇌교-중뇌 연접부 

피개 부위와 봉선핵(raphe nucleus)에 병변이 위치하는 경

우 렘수면에는 별다른 영향 없이 전체적인 수면 시간과 비

렘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25). 방정중 시상 뇌졸중이나 

하부 뇌교에 병변이 위치하는 경우 서파 수면이 소실되면서 

렘수면은 유지되고 입면기에 렘수면을 보일 수 있다(5,39). 

반면 하부 뇌교에 병변이 발생하는 경우 렘수면이 선택적으

로 감소될 수 있다(40). 

 

결     론 
 

수면 질환 특히 수면무호흡증은 뇌졸중 환자에서 빈발하

며, 각각의 질병은 서로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이다. 

따라서 수면중 호흡 장애를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뇌졸중의 일차 및 이차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뇌졸중 후에도 수면 장애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환자의 신체적 및 사회적 재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중심 단어：수면 장애·뇌졸중·뇌혈관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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