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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수면 행동장애의 환경적 위험인자 
다기관 환자-대조군 연구

Environmental risk factors for REM sleep behavior disorder
A multicenter case-control study

목적: 특발성 렘수면 행동장애(REM sleep behavior disorder, RBD)는 꿈의 재연으로 특성화되는 사건수면이며 

파킨슨증후군과 치매의 잠복기 증상으로 흔하다. 위험인자를 알아보기 위하여 렘수면 행동장애의 환경적, 생활

양식과 연관된 위험인자에 대해 다기관 환자-대조군 연구를 하였다.  

방법: 13개 International REM Sleep Behavior Disorder Study Group center들에서 치매와 파킨슨증후군이 

없는 특발성 렘수면 행동장애 환자를 모집하였다. 대조군은 나이와 성별을 맞추었다. 잠재적 환경 위험인자와 

생활양식 위험인자는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환경적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나이와 성별, 기관

을 보정한 절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전체 694명의 참가자(347명 환자군, 347명 대조군)가 모집되었다.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67.7±9.6세였고 

81.0%가 남성이었다. 정상군에 비하여 RBD 환자군에서 흡연력이 높게 나타났고(ever smokers=64.0% vs 

55.5%, 수정 교차비[adjusted odds ratio, OR]=1.43, p=0.028) 카페인과 음주는 환자군과 대조군 사이에 차이

가 없었다. 환자군에서 두부외상의 기왕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9.3% vs 12.7%, OR=1.59, p=0.037). 정규 

교육년수가 낮게 나타났으며(11.1±4.4 years vs 12.7±4.3, p˂0.001), 농부가 더 많았고(19.7% 12.5%, OR=1.67, 

p=0.022), 용접은 환자군에서 경계선상의 증가를 보였다(17.8% vs 12.1%, OR=1.53, p=0.063). 직업상 농약노

출의 기왕력이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11.8% vs 6.1%, OR=2.16, p=0.008). 

결론: 흡연, 두부외상, 농약노출과 농업은 특발성 렘수면 행동장애의 잠재적 위험인자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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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수면 행동장애(REM sleep behavior disorder, RBD)는 유병률이 알려지지 않은 사건수면으로 렘수면 

시 정상적인 근육 이완 현상이 없어지고 움직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1-3 특발성 렘수면 행동장애는 파킨슨

병(Parkinson disease, PD), 레비소체치매(dementia with Lewy bodies, DLB), 다계통위축증(multiple system 
atrophy)4-6을 포함한 시누클레인(synuclein) 연관 신경변성질환의 중요한 잠재적 잠복기 증상이다. 그러나 

RBD와 연관된 신경변성질환의 관계는 복잡하다. 예를 들면, 35~50%의 파킨슨병 환자만이 RBD2,7와 관계

가 있고 파킨슨병의 RBD는 더 심한 자율신경장애, 환각, 인지 장애와 무운동성 경직성 아형과 같은 특정 

아형의 표지자일 수 있다.8-11 병리학적 연구는 RBD의 상태에 따라 DLB 발현이 다르다고 보고하였는데, 
RBD가 있는 환자에서 파킨슨증후군과 환각이 조기에 나타나고 조기 사망 및 신경병리에서 알츠하이머 변

화가 적다고 하였다.12,13

만약 RBD가 치매와 파킨슨증후군과 관계가 있다면 이 질환들의 아형과도 관계가 있으며, RBD의 위험

인자가 파킨슨병과 치매의 위험인자와 유사하거나 특이할 수 있다는 가설이 있을 수 있다. RBD의 위험인

자는 남성과 연령3 이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다. RBD는 수면 클리닉에서 비교적 드문 질환(가장 큰 코호트

에서도 특발성 RBD는 93명의 환자만 포함되었다6)으로, 위험인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표본 크기의 제한 때문에 2008년에 국제적 REM Sleep Behavior Disorder Study Group (RBDSG)
이 시작되었다. RBDSG의 목표는 기관 간 환자와 자료를 통합하여 큰 규모의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RBDSG에 속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 특발성 렘수면 행동장애의 위험인자에 대한 다기관 환자-
대조군 연구이다.

방   법 

1. 표준 프로토콜 승인, 등록 및 환자 동의

윤리적 승인은 각 참여 기관의 연구 윤리 심의를 통해 획득하였다. 모든 환자는 헬싱키 선언에 따라 고지

에 입각한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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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 및 대조군

2008년에서 2011년까지 13개 RBDSG 기관에서 

수면다원검사(polysomnography)로 확인된 특발성 

렘수면 행동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환

자는 RBD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leep 
Disorders-2 criteria (수면다원검사에서 강화된 

REM 근긴장과 꿈의 재연 병력 또는 REM 수면 동안 

복잡한 행동14)를 만족하였다(편의표출[convenience 
sampling]이 시행되었고, 각 기관마다 최대로 모집

되었다). 모든 환자는 치매(인지저하에 따른 기능

장애와 함께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24로 

정의15)와 파킨슨증후군(UK Brain Bank criteria에 

따름16)이 없음을 신경학적 검진으로 확인하였다. 
각 기관은 대조군도 모집하였고, 나이(5년 이내)와 

성별(10% 오차 허용)에 대해 1:1로 빈도를 맞추었

다. 대조군은 다른 수면 문제(무호흡, 하지불안, 기
면병, 불면증, 과다수면 등)로 수면 센터에 의뢰된 

그룹과 정상 지원자로 이루어진 두 그룹으로 구성

되었다. 수면 센터 대조군은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

는 위험인자(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동맥경화의 

위험인자와 연관되어 있다16)가 다른 수면질환과 

관계가 있을 수 있는 큰 문제점이 있어, 어떤 단일 

수면질환도 대조군의 35%를 넘지 않도록 다양한 

진단명을 가진 대조군을 모집하였다. 모든 수면 센

터의 대조군은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RBD가 없음

을 확인하였다(67/129 지원자 대조군). 모든 연구 

대상자는 서면동의를 받았으며 각 기관의 연구 심

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3. 설문지 관리

영어로 구성되어(appendix e-1 on the Neurology® 

Web site at www.neurology.org) 구조화된 설문지

를 이용하여 다양한 위험인자가 있는지(또는 과거

력)를 평가하였다. 이 설문지는 의학 번역가가 프

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덴마크어, 
일본어 및 체코어로 번역하였다. 설문지는 배우자

나 간병인이 도와주면서 스스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

관은 직접 설명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파킨슨병 및 치매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위험

인자(appendix e-1)에 주목하여 다양한 생활양식 

위험인자를 평가하였다. 커피와 차의 섭취는 현재 

및 섭취 과거력에 대해 섭취력, 섭취기간, 섭취중단 

및 주당 섭취량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평가를 설문

지를 통해 평가하였다. 알코올 섭취는 현재 및 과

거 섭취의 빈도(0~6 Likert scale, 전혀 섭취하지 않

음[0]부터 매일 섭취[6], 습관적 섭취량과 폭음의 

빈도(>한 번에 5잔, Likert scale 0~6)로 평가하였다. 
흡연은 담배, 시가와 파이프담배에 대해 평가하였

고, 흡연력(ever smoker)이 있는 경우(>100 개피), 
지속적인 흡연(ever regular smoking), 흡연 유경험

자(ex-smoker), 습관적인 양, 흡연의 기간, 총 갑년

(pack-years) 등의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간
접 흡연(흡연가와 함께 사는 것)도 노출량 및 노출

기간에 대해 평가하였다. 
직업은 개방형(open-ended) 질문으로 평가하였

고 특히 농업의 과거력, 용접, 광산, 건강관리 및 교

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질문하였다. 직업적 또

는 비직업적인 농약(제초제와 살충제)의 종류와 일

생 동안 노출 빈도(1~4 Likert scale, 1=한 번 또는 

두 번, 2=3~10회, 3=10~50회, 4= >50회)에 대해서

도 조사하였다. 정규 교육을 받은 기간도 질문하였

다. 지방 거주(3,000명 이하의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곳으로 정의함)에 대해서 평가하였으며 우물물(시
간 및 노출 기간) 노출에 대해서도 평가하였다. 의
식소실이 있었던 두부외상의 과거력에 대해서는 

의식소실의 기간 및 입원치료의 필요성과 외상 일

시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4. 통계적 분석 

분석은 PSAW statistics 18을 이용하여 R.P.와 

C.W.가 시행하였다. 각 잠재적 위험인자에 대한 

비수정 교차비(unadjusted odds ratios [OR])를 

RBD 상태(환자 또는 대조군)에 따라 산출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주로 나이와 성별 및 기관에 따라 

보정한 절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알
려진 잠재적 혼란변수(결과에 기술되어 있음)에 기

초한 추가적인 공변량은 선택된 변수 모형으로 사

용하였다. 대조군의 형태에 따른 잠재적 영향에 대

해 평가하기 위해 민감도분석을 정상 지원자와 기

타 수면 질환이 있는 그룹에 따라 위험인자를 분리

하여 시행하였고 20% 이상의 유병률(즉, 수면 무

호흡)을 보이는 수면 장애는 제외하였다.

결   과

1. 인구통계

10개 나라의 13개 기관에서 특발성 RBD가 있는 

환자 347명이 등록되었다. Table 1에 각 기관의 등

록된 환자수를 기술하였다. 같은 수의 대조군을 모

집하였고: 129명의 정상 지원군과 218명의 다른 수

면문제가 있는 군으로 구성되었다. 수면무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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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91, 26%)만이 표본의 20% 이상에서 진단되었다. 
나머지는 하지불안증후군=47 (전체 표본의 14%), 불
면증=38 (11%), 주간 졸림=7 (2%), 기타=35 (11%)

로 진단되었다. 환자들은 대조군보다 약간 나이가 

많았고(67.7 vs 66.0 years, p=0.029) (table 2). 환자

군의 81.0%, 대조군의 76.4%가 남자였다(p=0.15). 
환자군에서 동거인과 함께(87.8% vs 80.7%, 
p=0.009) 사는 경향이 높았으나 수면을 함께 하는 

파트너가 더 많은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2. 위험인자

커피, 차 그리고 음주. 카페인 비섭취와 파킨슨

병 사이에 관계17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커피나 

차의 섭취와 RBD (규칙적인 커피 섭취력 

OR=0.95, p=0.77, 습관적 섭취 OR=1.00, p=0.85) 
(table 2)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

다. 카페인 섭취의 중단이 전임상 단계의 질환(효
과의 소실이나 내성으로 인한)과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평가하였다. 그러나 환자군이 대조군보

다 카페인 섭취 중단이 더 많은 것은 아니었다

(OR=1.36, p=0.20). 이와 유사하게 RBD와 음주의 

빈도, 습관적인 음주량이나 폭음과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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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흡연은 파킨슨병 연구(비흡연자에서 위험

도가 높음)17에서 보호인자로 확인되었지만 이 연

구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환자군에서 흡연

이 증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table 2). 환자

군에서 100개피 이상의 흡연력(OR=1.43 p=0.028)
과 규칙적인 흡연(OR=1.41, p=0.035)이 더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현재 흡연중인 대상자는 두 그룹에

서 모두 드물었다(11.2% vs 8.3%, OR=1.45, p=0.18). 
전체 담배갑년(pack year)에 대한 점 추정치(point 
estimate)는 RBD군에서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16.5±23.5 vs 13.7±21.9, p=0.12). 
카페인, 음주와 흡연을 함께 회귀모형으로 하여도 

OR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시
가/파이프 흡연 또는 흡연자와의 동거여부(간접 흡

연 노출)와 RBD 사이에도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

었다.
두부외상. 환자군에서 대조군보다 두부외상의 

과거력이 더 많았다(OR=1.59, p=0.037) (table 3). 
의식소실의 기간이 짧았던 군과 길었던 군의 교차

비는 유사하였다(전체 두부외상=1.59, 의식소실 ≥5
분=1.49). 두부외상은 신경변성의 잠복기와 연관성

(신경변성질환의 잠복기 환자들에서 낙상의 위험

이 증가)이 있을 수 있어 보고된 두부외상이 RBD
군에서 더 가까운 시일 안에 발생하였는지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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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두부외상은 설문지 작성 평균 33.5년 전 발생

하였고 이것은 두 그룹에서 비슷했다(환자군

=33.6±21.2, 대조군 33.1±19.7, p=0.71). 이것은 역의 

인과관계가 그 효과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과 직업. 낮은 교육수준이 치매의 위험을 증

가시키는 것18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교육수준을 위

험인자로 분석하였다(table 4). RBD 환자군은 대조

군보다 낮은 평균 교육년수를 나타냈다(11.1±4.4년, 
vs 12.7±4.3, p<0.001). 또한 농업(OR=1.67, p=0.022)
이 RBD와 관계가 있었으나 건강관리나 교육에 관

계된 직업 및 광산과는 연관이 없었다. 용접은 경계

선상의 관계(OR=1.53, p=0.063)가 있었다. 직업이 

교육과 완전히 구분될 수 없기 때문에 직업의 회귀

분석모형에 교육을 추가하였고 RBD와 농업은 통

계학적으로 경계선상의 유의성을 나타냈고

(OR=1.44, p=0.10), 교육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

다(OR=0.91, p<0.001).
농약노출. 농약노출은 파킨슨병에서 잘 알려진 

위험인자19이기 때문에 직업적이거나 비직업적 농

약노출에 대해서 설문지로 평가하였다. 환자군에

서 직업적 농약노출이 더 높게 나타났다(OR=2.23, 
p=0.008). 교차비는 자가 보고한 제초제 노출보다 

살충체 노출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3.37, 
p=0.006 vs 2.39, p=0.039) 신뢰구간이 겹쳤다. 비직

업적 농약노출에는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48.9% vs 52.5%, p=0.26).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분석하는 데 있어 비직업적 노출의 규모가 작다는 

것은 중요하다. 제초제의 경우 12.7% (전체의 4%)
에서만 10번 이상의 노출이 있었고 살충제의 경우 

19.8% (전체의 8.2%)에서 10번 이상의 노출이 있

었다. 농업은 직업적 농약 사용의 보고와 연관이 

있었다: 66.7%의 직업적 농약 사용자들이 과거 농

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지방 거주/우물물. 환자군에서 지방 거주 및 우

물물 사용 빈도가 대조군보다 높게 보고되었으나

(지방 거주 OR=1.23, p=0.20, OR=1.30, p=0.12), 지
방거주와 우물물 사용과 RBD 사이에 통계학으로 

유의한 상관성은 없었다. 

3. 민감도 분석: 대조군

대조군의 차이에 따라 분석 결과가 결정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그룹의 대조군으로 민감도 분석

을 시행하였다. 아래 선택된 위험인자에 대해 개별

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RBD 환자와 정상 지원

자, 다른 수면 센터 환자, 수면무호흡 환자를 제외

한 모든 대조군 비교(table e-1). 흡연, 두부외상, 농
업과 용접에 대해서는 정상 지원자를 비교하였을 

때 환자군을 다른 수면 센터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보다 교차비의 규모가 크게 나타났으나 교차비

는 모든 대조군 종류에서 같은 방향으로 나타났다. 
수면무호흡 환자를 제외한 것이 결과를 크게 바꾸

지는 않았다.

고   찰

특발성 렘수면 행동장애의 위험인자에 대한 다

기관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두부외상, 직업적 농약

노출, 낮은 교육수준, 농업 그리고 흡연이 RBD의 

잠재적 위험인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발성 렘수면 행동장애는 흔하지 않은 질환으

로 독립적인 수면 장애이며 시누클레인 매개의 신

경변성 질환의 잠복기 표지자이기도 하다. 신경변

성질환에서 RBD는 병태생리학적으로 다르고 위

험인자가 다른 특별한 아형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RBD의 환경적 위험인자를 평가

하는 것이며, 특히 이미 파킨슨병과 치매의 위험인

자로 알려진 것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RBD와 

치매 및 파킨슨병에서 유사한 위험인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두부외상, 직업적 농약노출, 농업

은 파킨슨병과 관계가 있다.19 낮은 교육수준, 두부

외상과 흡연은 치매와 관계가 있다.18,20,21 반대로,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카페인 비섭취는 환자대조

군 연구와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파킨슨병과 지

속적이면서 강한 상관관계가 있어서 커피 섭취자

에서 파킨슨병의 비교위험도는 0.6으로 나타났다.17 
그러나, RBD와 카페인 사이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

었다. 비흡연 상태와 파킨슨병의 위험도17는 일관

적으로 관계가 있었으나 흡연과 RBD 사이에는 상

반된 관계가 있었다.
RBD와 교육의 관계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낮은 

교육수준과 치매의 위험도는 환자대조군 연구 및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이 효과의 기전은 불명확하지만-자주 

이용되는 설명 중 하나는 높은 교육수준의 환자는 

경도 치매를 보상하게 되어 발현이 늦어진다는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치매의 진단 전 표지자 

역시 교육과 관계된다. 이런 맥락에서 보상적 설명

은 적용할 수 없으며, 우리 연구는 인지 보상에 대

한 설명은 교육과 치매의 관계를 완전히 설명하기

는 부족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물론, 다른 가능한 

이유들이 있는데, 선택편의(selection bias) (예,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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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은 꿈의 내용을 조정하여 임상적 발현을 변화시

키게 된다)로 인한 발현의 인위성, 위험도를 증가

시키는 평가되지 않은 직업을 가지게 하는 낮은 교

육수준, 그리고 측정되지 않은 변수들로 인한 혼란

이 포함된다. 
대조군 종류에 따라 구분된 민감도 분석은 흡연, 

두부외상, 농업과 용접이 다른 수면 센터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보다 정상 지원자 대조군과 RBD를 비

교했을 때 질환과 강한 상관성을 보인다는 것을 발

견하였다. 이것은 이러한 위험인자의 효과가 건강

한 지원자로 설명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의학 연

구에 자발적으로 지원한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의
욕이 있고 긍정적인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

나 다른 설명도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수면질환

은 RBD의 위험인자와 유사한 위험인자를 가지며 

수면 대조군이 이용될 때 이것을 압도하게 된다. 
이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연구는 단면

연구이고 모든 단면연구에서와 같이 회상편의

(recall bias)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전임상 단계의 

치매 환자에서 특히 중요한 점이다. 이를 완화시키

기 위해 간병인에게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많은 간

병인들이 참가하지 않았다(13%의 RBD 환자가 혼

자 거주함). 표본이 다양하지만(10개 나라), 모든 

RBD 환자들은 임상 수면 센터에서 추출하였다. 
RBD가 있지만 수면센터를 방문하지 않은 환자가 

있을 것이고 이들은 수면 센터를 방문한 사람과 다

른 위험인자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잠재적인 선

택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구기반 표본추출

이 이상적이지만 현재 특발성 렘수면 행동장애에 

대한 인구기반 표본은 없다. 현재의 분석은 시험적

(즉, RBD에 대한 환자-대조군 연구는 없었다)이기 

때문에 다중비교(multiple comparisons)를 위한 수

정은 시행하지 않았고22; 어떤 양성 결과는 단순히 

우연일 수도 있다. 설문지는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

였고 초본 또는 번역된 설문지에 대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평가하지 않았다. 대조군을 선택할 때 나

이와 성별을 맞추었고 이것은 나이와 성별이 위험

인자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인자는 확실히 알려져 있고(적
어도 수면 클리닉에서는), 중요한 잠재적 변수를 

적절히 맞춘 대조군 표본을 이용하여 알려지지 않

은 위험인자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 연구에서 특발성 렘수면 행동장애

가 있는 환자의 위험인자와 파킨슨병의 알려진 위

험인자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RBD 상태에 따라 PD나 DLB의 위험인자가 다른

가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상당히 

흥미로울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수면에 관심이 

있는 수면 센터들에서 환자를 모집한 것이므로 일

반 인구에서 발견되는 RBD 환자 연구로 일반화하

기에는 불완전하다. 마지막으로, 표본 크기가 비교

적 크지만, 특히 낮은 유병률을 가지는 위험인자의 

작은 차이를 발견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여성이

나 50세 이하의 소규모 하위그룹의 위험인자를 평

가하기에도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두부외상, 직업적 농약노출, 

낮은 교육수준, 농업 그리고 흡연을 포함한 특발성 

렘수면 행동장애의 잠재적인 환경/생활양식의 위

험인자를 발견하였다. 이 위험인자들의 일부가 PD 
및 치매의 위험인자와 유사하지만 중요한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RBD는 독립적인 위험인자를 가진

다고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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