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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of Neurocognitive Function with the Sleep-Wake
Rhythm in Mild Cognitive Impairment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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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ZZWe compared the parameters of the sleep-wake rhythm in 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patients to those of normal elderly subjects, to illustrate how the characteristics of circadian
rhythm relate to a specific neurocognitiv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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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MethodsZZWe selected 12 MCI patients and 12 age- and sex-matched normal control (NC) subjects
and administered the Korean version of the 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for Alzheimer’s Disease
Assessment Packet (CERAD-K) Neuropsychological battery and Stroop Color-Word Test (SCWT) to
each subject. We measured each subject's sleep-wake rhythm by applying actigraphy for 96 hours.
The sleep-wake rhythm was examined by cosinor analysis.
ResultsZZ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mplitude or acrophase of the sleep-wake rhythms between the NC and MCI groups. In the combined group, amplitud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Constructional Praxis scores (r=0.434, p<0.05), and acrophases tended to be positively correlated with Word List Memory scores (r=0.370, p=0.07).
ConclusionZZ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MCI patients’ sleep-wake rhythm’s amplitude and
acrophase and those of NC subjects. Furthermore, decreased amplitude was associated with impaired
visuospatial function in the combined group. It will be necessary to confirm this result in an expanded
MCI group in a futur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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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로서 신경인지기능의 기초가 되는 주의집중력과 같은 특정
신경인지영역의 손상과 관련될 가능성이 크다.6) 일반 지역사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일주기리듬을 조절하는 시상하부
(hypothalamus)의 시신경교차상핵(suprachiasmatic nu-

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들은 EDS가 인지기능
감퇴 및 치매발생과의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한다.7)

cleus, 이하 SCN)의 신경퇴행성 변화와1) 함께 빛, 사회적,

한편, AD 환자는 정상노인에 비해 SCN의 신경퇴행성 변

신체적 활동 등의 동조인자(synchronizing agents)와의

화가 심하여1) 수면각성 리듬의 손상이 정상노인에 비해 두드

접촉이 감소된다.2) 이로 인해 노화 과정에서 일주기리듬의 진

러진다고 보고된다.8) 수면각성리듬의 손상은 인지기능감퇴

폭(amplitude)의 감소, 위상전진(phase-advance) 등과 같

정도와 더불어 악화되며 치매의 증상이 심할수록 신경퇴행성

3)

은 일주기리듬의 변화가 발생한다. 수면각성리듬의 일주기
손상은 야간수면붕괴(nocturnal sleep disruption) 및 주간
4)

변화로 인한 수면각성리듬 손상이 심해진다.8-10)
신경퇴행성 질환의 일종인 치매로 진단된 경우 이미 비가

각성감소로 나타나며, 야간수면붕괴는 주간각성감소와 함께

역적 손상이 생긴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치매의 예

과다주간졸음(excessive daytime sleepiness, 이하 EDS)

방 측면으로, 치매 전 단계 증후군11)으로 여겨지는 경도인지

을 초래할 수 있다.5) 주간졸음은 각성 기능이 저하되는 상태

손상(mild cognitive impairment, 이하 MCI) 환자의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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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성리듬과 신경인지기능의 연관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경인지기능검사 항목 모두가 정상노인기준치의 -1.0 표

MCI는 1년 내에 12~15%가 치매로 전환된다는 보고될 정

준편차 이상의 점수를 보이는 노인을 정상노인군으로 선발하

12)

MCI에서 향후 치

였다. 선발된 MCI군 33명과 정상노인군 21명을 대상으로

매로 진행성이 높은 예측인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정신과 전문의가 다음의 배제기준을 적용하여 MCI군 15명

지고 있다. 치매로 진행할 위험성이 높은 요인으로 실행기

과 정상노인군 6명을 배제하였고, 액티크라피(actigraphy;

능의 감퇴와 같은 특정 영역의 신경인지기능의 감퇴가 시사

actiwatch®-16, Mini-Mitter Company, Oregon, USA)

도로 치매로 진행할 위험성이 적지 않아

13)

된 바 있다.

MCI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전 연구에서 주

로 측정된 자료가 불충분한 MCI군 6명과 정상노인군 3명

간졸음 및 수면유지곤란이 실행기능 감퇴와의 관련성이 보

을 제외시켜 최종적으로 MCI군 12명 및 정상노인군 12명

14,15)

을 선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배제기준은 DSM-IV

고되었다.

신경퇴행성 변화의 관점에서 MCI 환자는 치매환자보다는

진단에 의거한 알코올 의존 또는 기타 물질 남용 상태 그리

덜하나 정상노인에 비해 수면각성리듬이 손상이 될 가능성

고 주요우울장애 또는 다른 주요 정신질환 이환 상태, 질병

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MCI 환자를 대상으로 수면각성

력상 뇌혈관질환의 병력 및 기타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리듬 평가 및 수면각성리듬 손상과 관련된 신경인지기능영

있는 중추신경계 질환 또는 손상의 증거, 현 병력상 수면 및

역의 감퇴에 대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각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만성신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MCI 환자의 수면각성리듬이 정상노인

전, 만성호흡기질환, 악성종양,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이나 고

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특정 신

혈압이 있는 경우, 만성불면증 및 하지불안증후군이 임상적

경인지기능 감퇴와 수면각성리듬 간의 연관성을 규명하고자

으로 의심되는 경우, 그 외에도 검사를 완료하는데 영향을 끼

하였다.

치는 심한 청력, 시력 또는 언어장애가 동반된 경우, 또한 대
상자에게 실시한 전혈구계산치(complete blood cell count),

방

법

간기능검사(liver function test), 요분석(urine analysis)
및 심전도(electrocardiogram)검사, 흉부방사선(chest PA)
촬영 등에서 비정상소견을 보인 경우로 하였다.

대 상
치매 조기검진 사업의 일환으로 춘천시 보건소와 연계하

본 연구의 계획과 사전 동의 과정은 병원 임상연구위원회의

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대상자 모집이 이루어

승인을 거쳐, 연구 전 모든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 및

졌으며, 강원대학교병원 치매클리닉 및 수면센터를 중심으로

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한 후 서면동의를 받았다.

2006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연구를 시행하였다. 우
선 보건소를 방문한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Mini-Mental

방 법

State Examination in CERAD-K Assessment Packet(이

대상자의 신경인지기능의 평가를 위해 CERAD-K 신경

하 MMSE-KC)에서 정상규준과 비교하여, 기준점수 미만

심리평가집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에게 인구학적 정보 및 설문

인 환자를 선별하여 The Korean version of the Consor-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노인성 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tium to Establish a Registry for Alzheimer’
s Disease

Scale, 이하 GDS),18) 알코올 사용장애 평가검사(Alcohol

(이하 CERAD-K)16)의 신경심리평가집(Neuropsycholo-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이하AUDIT),19) Ep-

gical Battery)을 실시하였고 정신과 전문의가 CERAD-K

worth 주간졸음척도(Epworth Sleepiness Scale, 이하 E-

임상평가집(Clinical assessment Battery)에 근거하여 구

SS)20)와 수면장애설문지(Sleep Disorders Questionnaire,

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여 MCI환자를 선발하였다. MCI 선발

이하 SDQ)21) 중 수면무호흡증 하부척도(Sleep Apnea sub-

은 주관적 혹은 객관적 기억장애를 보이며, 실시한 신경인지

scale, 이하 SA)를 작성토록 하였다. 수면각성리듬 측정을

기능검사 항목 중 1개 이상에서 정상기준치의 1.5표준편차

위해, 대상자는 96시간 동안 actigraphy를 착용하면서 수면

이하의 점수를 보이는 경우,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일지를 작성하였다.

제4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 이하 DSM-IV)17)에 근거하여 치매
12)

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로 Petersen 이 제시한 적용기준을
따랐다.
MCI군과 나이, 성별을 맞추어 짝짓기 표본으로,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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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인지기능 평가
CERAD-NP는 총 9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들 중 길만들기검사(Trail Making Test, 이하 TMT)는 다른
검사에 비해 난이도가 높은 편이고 학력 수준이 낮은 노인들

MCI 환자의 수면각성리듬과 신경인지기능 ■ KJ An, et al.

의 경우, 상당수가 정해진 시간 내에 검사를 마치지 못하거

였다. 입력 후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 분석하여 총 수면시

나 수행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22)가 많아 본 연구에서

간(total sleep time, 이하 TST), 입면잠복시간(sleep laten-

는 스트룹 색깔-단어 검사(Stroop Color-Word Test, 이

cy, 이하 SL), 수면효율(sleep efficiency, 이하 SE), 입면

23)

하 SCWT) 로 대치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신경인지

후 깨어있는 시간(wake after sleep onset, 이하 WASO),

기능검사 결과의 점수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

수면 중에 일어난 신체 움직임을 정량화하는 것으로 활동지

를 보정한 값을 이용하였다.

수(restlessness index)혹은 운동지수(movement index)
로 알려져 있는 분절지수(fragmentation index, 이하 FI)

신경인지검사의 구성은 1) 언어유창성검사(Verbal Fluen-

등의 수면변인 값들을 구하였다.

cy, 이하 VF), 2) 수정판 한국형 보스톤 이름대기검사(Modified Korean version of the Boston Naming Test, 이하

수면각성리듬 분석

BNT-KC), 3) 간이정신상태검사(MMSE-KC), 4) 단어
목록기억검사(Word List Memory, 이하 WLM), 5) 구성행

Actigraphy로 측정된 미가공 자료(raw data)는 수면을 0,

동 검사(Constructional Praxis, 이하 CP), 6) 단어목록회상

각성을 1로 나타내기 때문에 수면과 각성에 대한 생체 주기

검사(Word List Recall, 이하 WLR1), 7) 단어목록재인검

로 변환하기 위해 cosinor 분석법을 사용하였다.24) Cosinor

사(Word List Recognition, 이하 WLR2), 8) 구성회상검사

분석은 최소자승법(least-squares method)을 이용하여 24

(Constructional Recall, 이하 CR), 9) SCWT로 되어 있었다.

시간을 주기로 갖는 cosine 곡선으로 나타내며, 코사인 곡선
에서 진폭은 사인파 모양으로 변화하는 진동(sinusoidal os-

수면변인 분석

cillation)에서 최고점(maximum)과 평균 값(mean value)

작성된 수면일지에 근거하여 자려고 불을 끈 시간부터 잠자

의 차이로, 정점시각은 진폭이 최대 값을 가지는 시각 즉, 각

리에서 일어난 시간까지의 간격을 액티와치 소프트웨어(Ac-

성이 최고에 도달하는 시각으로 정의하였다(그림 1).24) 이번

tiwatch Communication and Sleep Analysis Software;

Cosinor 분석에 사용한 식은 다음과 같으며 h=4의 값을 이

Actiware version 5.02.0000)에 비활동 간격(rest inter-

용하였다.
Yt=f(t)+zt ,

val)으로, actigraphy를 착용하지 않은 시간의 간격을 배제
간격(excluded interval)으로 입력하였다. Actigraphy는 1

n

f(t)=α()+

판독 단위(sampling epoch)를 1분으로 하였으며, 각성역치

 αh1 cos(2πht/ p-αh2),
h=1

가(wake threshold value)는 40으로 하였다. 판독단위를

p is the length of period (24 hours),

한 단위씩 계속 옮겨가면서 5개의 판독단위의 활동 평균값

αh1 is the amplitude, αh2 is the acrophase,

을 구하여 평균값이 각성역치가인 40을 초과하면 중심단위

zt=ρ1zt-1+ρ2zt-2+ρ3zt-3+…+ρqzt-q+εt, εt~N(0,σ2).

0.8
0.2

0.4

0.6

Amplitude

0.0

Total activity count (Sleep-1, Wake-0)

1.0

(central epoch)를 각성으로, 그 이하이면 수면으로 간주하

Fig. 1. Fitted curve of actigraphy activity measures for 24 hour-period
for an MCI patient by using a cosinor
model with h=4 (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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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우울증과 인지기능감퇴와의 전후 관련성을 명확히

통계 방법
정상노인군과 MCI군 간의 인구학적 특성정보, 각 설문에

구분 짓기는 어렵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인지기능에 영향을

대한 점수, 신경인지기능의 각 항목 점수, 수면변인 및 수면

줄 수 있는 우울장애를 배제했다는 점에서 인지기능 감퇴노

2

각성리듬의 진폭과 정점시각을 변수의 특성에 따라 χ -test,

인에서 임상적 특성의 하나로 주관적 우울감의 호소가 정상노

Mann-Whitney test로 비교 분석하였다. 정상노인군과 M-

인에 비해 보다 뚜렷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26)

CI군을 합친 전체군의 수면각성리듬 변인과 신경인지기능의
각 점수와의 Spearman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MCI 진단을 위해 실시한 신경인지검사 중 MCI군의 WRL2, SCWT상의 SI 점수가 정상노인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경인지기능검사의 점수는 연령, 성

었다(표 2). MCI는 질환명이 아닌 경도 인지기능의 저하를

별,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를 통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나타내는 다양한 군들이 모여 있는 이질적인 집합체(hetero-

12.0 version(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고

geneous condition)로 아형에 따라 기억력 외에 다른 인지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 미만의 p값을 기준으로 판정하였다.

영역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27) 본 연구에서 대상수가 적어

결

과

Table 1.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in the normal
control (NC) and 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groups
NC group (n=12) MCI group (n=12)

양 군의 인구학적 자료를 조사한 결과, MCI군의 GDS의
평균점수는 정상노인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나 수면장애

Age (yrs)
†

Mean±SD

69.33±4.42

69.67±4.36

0.750

4：8

4：8

1.000

Education (yrs)

06.67±6.13

07.00±4.13

0.747

BMI

24.81±3.37

23.14±2.18

0.273

GDS

08.75±6.38

016.17±5.34*

0.006

MCI군은 정상노인군에 비해 WLR2, SCWT의 SI 점수를 제

AUDIT

01.58±2.97

02.92±3.92

0.164

외한 모든 평가 항목들의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표 2).

SA

22.25±3.31

20.33±4.58

0.145

ESS

03.00±2.00

05.83±5.32

0.353

관련 설문 결과인 ESS, SA 평균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표 1).
양 군의 신경인지기능평가의 각 점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양 군의 수면변인을 비교 분석한 결과, MCI군은 정상노인
군에 비해 SE는 유의하게 낮았으며 WASO, FI는 유의하게
높았다(표 3).

Sex (M：F)

p-value

Mean±SD

*：p<0.05 (Mann-Whitney test,†：χ2 test). BMI：Body Mass Index, GDS：Geriatric Depression Scale, AUDIT：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SA : Sleep Apnea Subscale of Sleep Disorders Questionnaire, ESS : Epworth Sleepiness Scale

양 군의 수면각성리듬의 진폭과 정점시각의 값을 비교 분
석한 결과, MCI군의 진폭과 정점시각의 값은 정상노인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4).

1
Table 2. Neurocognitive function in the normal control (NC) and
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groups

NC group (n=12) MCI group (n=12)

전체군에서 수면각성리듬의 진폭의 값은 평가된 신경인지

Mean±SD

Mean±SD

16.00±3.16

12.17±4.61†

p-value

기능의 CP 점수와 유의한 상관성(r=0.434)을 보였으며 정

VF

점시각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WLR1 점수

BNT

10.83±2.20

08.92±3.55*

0.032

MMSE-KC

26.92±2.23

22.17±2.82†

<0.000

WLM

17.08±2.19

13.83±3.93†

0.002

CP

09.17±1.75

07.92±2.23†

0.008

WLR1

06.00±1.28

04.25±1.71†

0.002

WLR2

09.25±0.62

07.58±2.31

0.146

05.83±2.66

03.75±2.53†

0.004

SCW

40.00±5.33

32.64±6.25*

0.017

SI

09.81±6.47

05.10±8.04

0.375

와 상관의 경향성(r=0.370, p=0.07)을 보였다(표 5).

고

찰

본 연구에서 MCI군은 정상노인군에 비해 수면각성리듬의
진폭과 정점시각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양군을 합한 전
체군에서 수면각성리듬의 진폭감소는 시공간능력감퇴와 연
관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정상 노인군에 비해 MCI군의 GDS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표 1). AD환자에서 우울증의 동반비율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15~50%의 환자에서 우울증이 발생되
었다는 보고가 있다.25) 한편, MCI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도 본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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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

0.005

‡

Stroop test

*：p<0.05, †：p<0.01 (Mann- Whitney test), ‡: NC group (n=
11), MCI group (n=11), 1：Scores are adjusted for age, sex, and
education. VF：Verbal fluency, BNT：Modified Korean Version of
the Boston Naming Test, MMSE-KC：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in the Korean version of the CERAD Assessment Packet,
WLM：Word List Memory, CP：Constructional Praxis, WLRI：Word
List Recall, WLR2：Word List Recognition, CR：Constructional Recall, SCWT：Stroop Color Word Test, SCW：Stroop Color Word
Score, SI：Stroop interference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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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I군을 아형에 따라 분류하지 않고 선정하였으므로, 상기

주하는 경도 수준의 AD 환자는 이러한 리듬의 유의한 차이가

결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없다고 보고되기도 하여,24) 본 연구의 결과와 다르지 않았

본 연구에서는 MCI군이 정상노인군에 비해 야간수면시간

다. 하지만 신경퇴행성 변화 관점에서 볼 때, MCI 환자가 정

의 감소뿐 아니라 수면 중 신체움직임이 심하였다(표 3).

상노인에 비해 수면각성리듬의 손상이 있을 것이라는 본 연

Actigraphy를 이용한 치매노인의 야간수면상태를 평가한 이

구의 예상과는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가 내

전 연구에서도 수면입면 및 수면유지의 어려움, 야간 움직임

재적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빛, 사회적, 신체적 활동 등

등이 정상노인에 비해 심하다고 보고되어진다.8,28) 일반적으로

과 같은 동조인자들의2) 영향을 배제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

치매의 심각성과 더불어 야간수면의 질 역시 악화된다.9,10)

을 들 수 있다. 동조 상태(entrained condition)에서 일주기

따라서, actigraphy로 측정된 본 연구의 MCI군의 수면 상태

리듬을 평가할 경우, 내재적 리듬에 손상이 있는 AD 환자라

는 인지기능감퇴 노인에서 보여지는 일반적인 야간수면 특

하더라도 동조인자인 빛, 사회적, 신체적 활동 등이 내재적

성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actigraphy

리듬에 영향을 미쳐, 정상대조군과 비교시 일주기리듬의 차

를 이용하여 MCI군의 야간수면상태를 평가한 연구는 보고

이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31) 따라서, 신경퇴행성 변화에 의

되지 않았다. 다만 야간수면다원검사(nocturnal polysomno-

한 MCI 환자의 수면각성리듬의 손상 정도를 정확히 평가하

graphy, 이하 NPSG)를 통해 MCI군의 야간수면상태가 정

기 위해서는 동조인자들이 배제된 자유 주행 상태(free-run-

상노인에 비해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결과가 국내에서

ning state)에서의 수면각성리듬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된 바 있었다.15,29) Actigraphy는 NPSG 결과와 높은 상

보여진다.

관성을 보여주지만, NPSG에 비해 첫 날밤 효과(first night

본 연구는 MCI군 및 NC군 각 대상군의 수가 적고, 양군

effect)가 적고 일상의 자연스러운 야간수면상태를 반영할

간에 수면각성리듬의 진폭 및 정점시각의 차이가 없어, 양군

30)

을 합한 전체대상군에서 수면각성리듬과 신경인지기능과의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다.

본 연구의 MCI군은 정상노인군에 비해 수면각성리듬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진폭과 정점시각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4). 치매 환자

본 연구의 전체 대상에서 수면각성리듬의 진폭의 값이 작

는 정상노인에 비해 SCN의 신경퇴행성 변화가 심해 수면각

을수록 시공간능력이 감퇴됨을 보여주었다(표 5). 지금까지

성리듬의 손상이 정상노인에 비해 두드러진다고 보고되며, 치

노인을 대상으로 일주기리듬의 수면각성리듬의 진폭과 신경

매의 정도가 심할수록 수면각성리듬의 손상이 심해진다.8-10)

인지기능의 연관성을 살핀 연구는 보고된 바 없었다. 다만

시설에 입소한 중증 치매 환자는 정상노인에 비해 수면각성리

Wolf 등32)이 MCI 환자를 대상으로 타액 코티솔(cortisol)을

듬의 진폭이 감소하고 위상이 지연된다는 보고가 이를 뒷받
침한다.9) 하지만 비교적 일상 생활이 가능한 지역사회에 거
Table 3. Sleep parameters in the normal control (NC) and 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groups

Table 5. Correlations of Acrophase and Amplitude of the Sleep1
wake Rhythm with the scores of neurocognitive function tests in
the normal control and mild cognitive impairment groups (n=24)
Acrophase

Amplitude

VF

-0.205

-0.166

BNT

-0.034

-0.242

MMSE-KC

-0.149

-0.172
-0.064

NC group (n=12)

MCI group (n=12)

Mean±SD

Mean±SD

TST (m)

330.15±57.60

341.69±61.16

0.564

WLM

-0.172

SL (m)

020.66±16.52

038.57±27.99

0.073

CP

-0.045

-0.434*

SE (%)

081.80±05.49

070.49±08.84*

0.001

WLR1

-0.370†

-0.028

WASO (m)

035.55±17.12

073.60±34.90*

0.003

WLR2

-0.038

-0.071

FI

014.63±05.51

039.17±16.69*

<0.000

CR

-0.148

-0.237

p-value

*：p<0.01 (Mann-Whitney test). TST：Total sleep time, SL：Sleep
latency, SE：Sleep efficiency, WASO：Wake after sleep onset,
FI：Fragmentation index

Table 4. Acrophases and Amplitudes of the Sleep- wake Rhythm in
the normal control (NC) and 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groups
NC group (n=12) MCI group (n=12)

p-value

Mean±SD

Mean±SD

Acrophase (h)

8.665±1.878

8.614±1.796

0.795

Amplitude

0.426±0.051

0.398±0.064

0.204

Mann-Whitney test

Stroop test‡
SCW

-0.026

-0.238

SI

-0.024

-0.126

*：p<0.05,†：p=0.07 (Spearman correlation analysis),‡：n=
22, 1：Scores are adjusted for age, sex, and education. VF：
Verbal fluency. BNT：Modified Korean version of The Boston
Naming Test, MMSE-KC：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in the
Korean version of the CERAD Assessment Packet, WLM : Word List
Memory, CP：Constructional Praxis, WLRI：Word List Recall,
WLR2：Word List Recognition, CR：Constructional Recall, SCWT：
Stroop Color Word Test, SCW：Stroop Color Word Score, SI：
Stroop interference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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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일주기리듬과 신경인지기능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려

하나로서 수면각성리듬 장애와 신경인지기능과의 연관성을

하였고, 그 결과 코티솔의 진폭의 값이 작을수록 즉각회상

규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능력의 악화와 연관됨을 제시하였다. 수면각성리듬의 진폭은

결

야간수면 및 주간각성을 유지하는 능력을 반영하기 때문에,

론

진폭의 감소는 야간수면붕괴 및 주간각성감소로 이어져 EDS
를 초래할 수 있다.4,5) 치매발병의 위험인자로도 보고된 EDS

MCI군은 정상노인군에 비해 수면유지가 어려웠고 수면

는7) 신경인지기능의 기초가 되는 주의집중력 감퇴를 통해, 시

중 움직임이 심하였으나 수면각성리듬의 진폭과 정점시각은

공간 능력의 감퇴와 같은 다른 신경인지영역의 손상과 관련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양군을 합한 전체군에서는 수면각성

6)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시공간능력의 감퇴는 AD 초기에도
33)

리듬의 진폭 감소가 치매의 예측인자로 알려진 시공간능력

치매로의 전환 예측인자라 보고되기도

감퇴와의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향후 MCI군의 확충을 통한

한다.34) 따라서 본 연구는 인지기능감퇴의 취약성이 높은

연구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MCI 환자를 포함한 노인군에서 수면각성리듬의 진폭 감소가

여겨진다.

관찰될 수 있으며,

치매의 예측인자로 알려진 시공간능력의 감퇴와의 연관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임상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중심 단어：경도인지손상·수면각성리듬·신경인지기능.

향후 MCI군의 확충을 통한 연구에서 전체군이 아닌 MCI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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