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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dream recall and sleep of patients with rapid eye movement sleep behavior disorder 
(RBD) were not sufficiently studied. We hypothesized that RBD patients have frequent dream recall with 
poor sleep quality, and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ream recall frequency and sleep quality in 
RBD patients compared to controls. Methods: We analyzed 81 drug naïve patients [RBD (+), 64.6±8.3 y, 
57 males] and 81 age and gender matched patients with sleep disturbances without RBD [RBD (-), 63.7±7.3 
y, 57 males]. All completed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 insomnia severity index (ISI), Epworth 
sleepiness scale and Beck depression inventory. The 5-point rating scale was used to categorize dream recall 
frequency of most recent month (0=never, 4=very frequent). Results: In RBD (+), dream recall frequency 
was much higher [frequent dreaming, 77.2% vs. 35.4%], and subjective sleep quality was much better 
[PSQI, 6.36±3.26 vs. 8.71±4.69]. Insomnia severity was much less in RBD (+) (ISI, 9.13±5.86) than RBD (-) 
(12.43±7.62).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sleep parameters except lower N2 sleep % in RBD 
(+). The relationship between dream recall frequency and sleep was not significant in RBD (+), yet, a posi-
tive correlation was noted in RBD (-). Conclusions: RBD (+) had better sleep quality despite higher fre-
quency of dream recall compared to RBD (-). Also dream recall was not related to their sleep quality in 
RBD (+), which suggests that RBD patients may have different sleep perception about their sleep and sleep 
quality. J Sleep Med 2017;14(2):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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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렘수면행동장애(rapid eye movement sleep behavior dis-
order, RBD)는 렘수면 동안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골격근의 

무긴장증(atonia)이 소실되어 꿈 내용을 행동화하는 질환이

다.1 렘수면행동장애는 일반적으로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

서 발생하며 남자에서 빈도가 높다.2 

RBD는 신경퇴행성 질환인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 

루이소체 치매(dementia with Lewy bodies), 다발성 신경계 

위축증(multiple system atrophy) 등과 관련성이 높으며 특

히 파킨슨병의 전구 질환으로 보고하는 연구가 많다.3-5 

RBD 환자의 꿈은 난폭하고 생생하며 싸우거나 도망치는 

내용이 특징이다.1,6 일반적으로, 난폭하거나 동물이 등장하는 

꿈은 성인보다는 소아에서 더 높은 빈도로 관찰된다.7,8 연령

이 증가할수록 위협 회피 기술(threat-avoidance skill)이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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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꿈은 빈도가 감소한다.7 하지만 

신경퇴행성 질환인 RBD는 퇴행성 과정을 통해 피질 활성도

(cortical activity), 신경심리학적인 측면, 자율신경 및 후각 

기능의 감소가 발생하여 생물 개체 발생학적인(ontogeneti-
cally) 초기의 꿈의 양상을 갖게 된다고 추정한다.9,10

꿈은 렘수면 기간 동안 각성 상태와 유사한 대뇌 활동에 의

한 내용을 피질 각성(cortical arousal)을 통해 기억을 하게 되

어 깨어난 후 회상하면서 인지하게 된다.11 따라서 꿈의 빈도

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은 잦은 피질 각

성에 의해 수면의 질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2,13 

RBD 환자들은 꿈을 많이 꾼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RBD 환

자에서 꿈 회상 빈도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RBD 

환자들의 주관적인 수면의 질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적다. 

본 연구진들은, 신경퇴행성 과정을 겪는 RBD 환자들은 질

병의 초기일지라도 RBD를 동반하지 않는 대조군에 비해 꿈 

회상 빈도가 유의하게 높고, 잦은 꿈은 환자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물을 

쓰지 않는 특발성 RBD 환자를 모집하여 대조군과의 꿈 회상 

빈도와 수면의 질을 비교하고, 꿈과 수면지표 및 다른 임상

지표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        법

피험자

2014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야간 수면

다원검사(overnight polysomnography, PSG) 및 수면 설문지

를 시행한 대상에서 RBD로 진단받은 81명과 연령 및 성별

을 맞춘 RBD 외 다른 수면 문제로 내원하였거나 연구목적

으로 검사를 시행한 정상군을 포함한 81명을 대상으로 하였

다. 연령은 50대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대조군의 환자 분포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42명(51.9%), 정상군으로 지원

했으나, 수면의 질 설문지에서 5 점 이상[Pittsburgh sleep qu-
ality index(PSQI) ≥5] 측정된 주관적 수면장애 환자 39명

(48.1%)이었다. RBD 진단은 미국수면의학회 국제수면질환

분류 제3판(American association of sleep medicine, intern-
ational classification of sleep disorders-III)에 근거하였다. 

RBD 환자군 중 이차성 RBD(secondary RBD)와 약물을 복용 

중인 대상자는 제외하였다. RBD 환자군에서 우울 또는 불안

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환자는 없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연구 기준과 방법 및 평가는 삼성서

울병원 임상윤리심의위원회의 임상시험윤리심의를 획득하

였으며, 임상윤리심의위원회의 관리감독하에 시행되었다

(2017-11-055).

야간 수면다원검사(Overnight polysomnography)
PSG 장비는 RemLogic(Embla System, Broomfield, CO, 

USA)을 이용하였다. 수면의 단계 및 각성의 판정은 6채널 뇌

파(C3-A2, C4-A1, F3-A2, F4-A1, O1-A2, O2-A1), 4채널 

안전도(electro-oculogram) 및 턱 근전도(chin electromyogra-
phy)로 하였고, 호흡량은 온도감지센서(thermistor), 비압 측

정기(nasal pressure transducer), 호흡운동은 흉곽 및 복부벨

트(thoracic & abdominal plethysmograph belts)로 측정하

였으며 산소포화도(finger pulse oximetry), 근전도는 늑간근 

근전도 및 양쪽 전경골근에서 측정하였고 심전도(modified 

V2 lead)도 측정하였다. 폐쇄성 수면무호흡(obstructive sleep 

apnea)은 호흡운동이 유지된 상태에서 호흡이 10초 이상 90% 

이상 감소를 보인 경우로 정의하였고, 저호흡(hypopnea)은 

호흡량 진폭이 10초 이상 30% 이상 감소를 보이면서 산소포

화도가 4% 이상 감소하거나, 각성이 동반되는 경우로 정의하

였다.14 수면 한 시간당 발생하는 폐쇄성 무호흡과 저호흡 발

생 횟수를 무호흡-저호흡지수(apnea-hypopnea index, AHI)

로 정의하였고 무호흡증의 중증도 지표로 사용하였다. AHI가 

5 이상인 경우 무호흡증으로 진단하였으며 경증(AHI＜15), 

중등도(15≤AHI＜30), 중증(AHI≥30)으로 분류하였다.15 

렘수면무긴장소실(rapid eye movement sleep without atonia)

은 2012년 미국수면학회 판독 기준에 따라 진단했다. 렘수면 

시의 한 에포크(epoch)를 30초로 정하였고, 이를 3초씩 구분

하여 미니 에포크를 지정했다. 기존 비렘수면 시의 최소 진폭

(amplitude)보다 증가된 턱근전도상의 근긴장이 한 에포크

의 50% 이상에서 연속적으로 증가되어 나타날 경우 긴장성

(tonic) 렘수면무긴장소실[rapid eye movement(REM) sleep 

without atonia]로 정의하였다. 렘수면 시 미니 에포크를 기

준으로 5개 이상에서 기존 배경 턱이나 양측 전경골근의 근전

도 진폭에 비해 0.1~5초의 기간 동안 최소 4배 이상 증가된 경

우, 위상성(phasic)의 렘수면무긴장소실로 정의하였다.14 연

구에 포함된 대상의 PSG 및 수면 설문지를 후향적으로 분

석하였다. 

설문지

모든 피험자에서 PSG 검사 당일, 취침 전에 설문지를 시행

하였다. 생활습관에는 음주, 흡연, 카페인 섭취, 수면제 섭취

에 대한 항목이 있으며 동반 질환 및 복용하는 약물도 기록하

게 한다. 수면-각성 습관은 취침시간, 총 수면시간, 수면잠복

기, 기상시간을 기록한다. 잠꼬대, 이갈이, 코골이, 수면무호

흡 병력도 확인한다. 

꿈 회상 빈도는 ‘지난 한 달간 얼마나 자주 꿈을 꾸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5단계(5-point rating scale)로 답변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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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0=전혀 없음, 4=매우 자주). 꿈의 빈도는 범주형 분석을 

하기 위해 0, 1, 2는 드물게 꿈을 꾼다로, 3, 4는 자주 꿈을 꾼

다는 것으로 분류하였다(Supplementary Materials in the 

online-only Data Supplement).

주관적인 수면의 질은 PSQI로 평가하였으며, 불면증은 

insomnia severity index(ISI), 주간 졸림은 Epworth sleepi-
ness scale(ESS) 및 우울은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로 측정하였다. 인지기능에 대한 평가는 시행하지 않았다.

통계 방법
자료의 정규분포에 따라 통계 방법을 선택하였다. 연속변수

는 t-test 또는 정규분포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 Mann-Whit-
ney test로 분석하였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범주형 

변수는 Fisher의 정확한 검정(Fisher’s exact test) 또는 카이

제곱검정(chi-squared test)으로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꿈

의 빈도와 수면의 질 간의 상관관계는 Spearman 상관분석

(Spearman’s correlation analysis)을 했다. 통계적 유의성은 

p값 0.05 미만을 기준으로 하였다. 통계분석에는 PASW St-
atistics for Windows, Version 18.0(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다.

결        과

총 81명의 RBD(+)군의 평균 연령은 64.68±8.36세였으며 

57명(70.4%)이 남성이었다. 81명의 RBD(-)군의 평균 연령은 

63.73±7.37세였으며 57명(70.4%)이 남성으로 양 군 간의 차

이는 없었다. 음주, 카페인 섭취, 운동, 동반 질환 유무도 양 

군 간 차이가 없었다(Table 1).

꿈 회상 빈도는 RBD(+)군에서 뚜렷하게 높았다[RBD(+) 

61명(77.2%) vs. RBD(-) 28명(35.4%), p＜0.001]. 잠꼬대 또한 

RBD(+)군에서 통계적으로 많았다[RBD(+) 76명(95%) vs. 

RBD(-) 36명(48.9%), p＜0.001](Table 1). 

주관적 수면의 질[PSQI; RBD(+) 6.36±3.26 vs. RBD(-) 

8.71±4.69, p＜0.001]과 불면증 정도[ISI; RBD(+) 9.13±5.86 

vs. RBD(-) 12.43±7.62, p=0.003]는 RBD(-)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1).

수면제 복용비율도 RBD(-)군에서 의미 있게 높았다[RBD 

(+) 6명(8.1%) vs. RBD(-) 22명(28.9%), p=0.001]. 주간 졸음

(ESS)과 우울감(BDI)은 두 군 간 차이가 없었다(Table 1).

수면다원검사의 지표 중 두 군 간 차이를 보였던 것은 비

렘수면 2단계 수면비율이었으며[RBD(+) 52.77±11.59% vs. 

RBD(-) 56.99±11.52%, p=0.02], 수면잠복기, 수면호흡 사건, 

입면 후 각성, 수면효율, 각성지수 및 주기성사지운동지수 등

은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Table 2). 

RBD(+)군은 꿈 회상 빈도와 수면의 질을 포함한 다른 임

상요인과의 관련성을 보기 위한 Spearman correlation 분석

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REM 수면 비율

과 꿈 회상 빈도도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r=0.13, p=0.09). 
반면, RBD(-)군에서는 꿈 회상 빈도와 우울감(BDI; r=0.26, 

p=0.01), 불면(ISI; r=0.30, p=0.007), 주관적인 수면의 질(PSQI; 

Table 1. Demographics, life style and habitual sleep questionnaire of REM sleep behavior disorder (+) (n=81) and REM sleep behavior 
disorder (-) (n=81)

Parameters RBD (+) (n=81) RBD (-) (n=81) p value
Age, years 64.68±8.36 63.73±7.37 0.44
Gender-male, n (%) 57 (70.4) 57 (70.4) 1.00
Alcohol consumption 37 (47.4) 31 (39.2) 0.30
Caffeine consumption 53 (68.8) 48 (61.5) 0.34
Exercise 41 (53.2) 31 (40.8) 0.12
Combined disease 53 (68.8) 46 (66.7) 0.78
Taking sleep pill 6 (8.1) 22 (28.9) 0.001*
Sleep talking 76 (95.0) 36 (48.9) <0.001*
Bruxism 13 (17.8) 12 (16.0) 0.76
Dreaming frequency (frequent) 61 (77.2) 28 (35.4) <0.001*
PSQI 6.36±3.26 8.71±4.69 <0.001*
ESS 8.09±4.35 7.51±5.11 0.44
BDI 13.60±7.64 15.74±9.51 0.12
ISI 9.13±5.86 12.43±7.62 0.003*
*p<0.05. REM: rapid eye movement, PSQI: Pittsuburgh sleep quality index, ESS: Epworth sleepiness scale, BDI: Beck depression invento-
ry, ISI: insomnia severity index, RBD: REM sleep behavior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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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37, p=0.001) 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고        찰

본 연구는 RBD 환자의 인구학적 특성, 수면다원검사 소

견, 꿈의 빈도 및 수면의 질을 분석하고 대조군과 비교한 후 

꿈 회상 빈도와 수면의 질 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것이다.

RBD 환자의 꿈 회상 빈도
예상했던 대로, 꿈 회상 빈도는 RBD(+)에서 훨씬 더 높은 

빈도로 보고되었다. 꿈을 꾸는 기전으로 각성-회상 모델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데, 이는 피질 각성(cortical arousal)을 통

해 장기 기억으로 정보가 옮겨지는 과정으로 설명하며, 이 과

정은 수면 중 각성이 필요하다고 한다.11 따라서 꿈을 많이 꿀

수록 수면 중 각성의 증가에 따른 수면의 질 저하가 초래된다

고 한다.12,13 RBD(+) 환자에서 꿈 회상 빈도가 현저히 많음

에도 불구하고, RBD(-)군에 비해 각성지수나 수면 중 각성, 

수면효율 등 수면의 질을 나타내는 지수가 더 나쁘지 않았으

며, 꿈의 빈도와 PSQI와의 상관성도 관찰되지 않았다. 오히

려 RBD(-)군에서 꿈의 빈도와 PSQI, 불면 정도 및 우울 정

도와 유의한 상관성이 보였다. 

한편, RBD 환자의 꿈 회상 빈도의 증가는 꿈의 특성에 의

하며 RBD의 특징인 생생하고 움직임이 많은 꿈의 내용과 꿈

의 행동화로 인한 부상으로 인해 꿈 회상이 증가한다고 보고

한 바가 있다.9 각성-인출 모델(arousal-retrieval model)을 

통한 회상 과정에서 돌출(salience)과 간섭(interference)이 

Table 2. Polysomnographic data of RBD (+) (n=81) and RBD (-) (n=81)

Parameters RBD (+) (n=81) RBD (-) (n=81) p value
Time in bed, min 450.79±54.92 446.70±51.40 0.62
Total sleep time, min 395.22±412.47 352.67±56.95 0.35
Sleep latency, min 17.62±24.53 14.77±17.04 0.39
REM latency, min 106.53±67.78 105.31±64.05 0.90
Sleep stage, %

Non REM 78.97±7.53 80.82±7.42 0.11
N1 sleep 24.01±13.63 21.98±12.77 0.32
N2 sleep 52.77±11.59 56.99±11.52 0.02*
Slow wave sleep 2.21±3.71 1.87±3.52 0.55
REM sleep 21.02±7.53 18.90±7.64 0.07

RDI, /h 23.38±21.26 19.17±14.55 0.14
AHI, /h 19.57±18.28 17.54±15.10 0.44
REM AHI, /h 23.08±25.81 27.25±14.32 0.40
REM RDI, /h 23.78±22.35 28.02±13.92 0.25
REM arousal index, /h 20.70±18.75 20.11±9.75 0.84
Wakefulness after sleep onset, % 19.00±14.87 18.37±8.97 0.74
Sleep efficiency, % 78.25±15.84 79.01±9.63 0.71
Arousal index, /h 22.89±11.95 23.16±12.31 0.88
PLM index, /h 39.71±37.71 28.77±40.16 0.12
MAI, /h 2.77±4.22 2.94±5.44 0.83
Lowest SaO2, % 87.98±4.88 86.40±6.07 0.07
ODI, /h 14.94±16.89 13.87±13.55 0.65
*p<0.05. RBD: REM sleep behavior disorder, REM: rapid eye movement, RDI: respiratory disturbance index, AHI: apnea-hypopnea in-
dex, PLM: periodic limb movement, MAI: movement arousal index, ODI: oxygen desaturation index

Table 3. Spearman rho correlation of the dream recall frequency 
and the sleep quality of ESS, BDI, ISI, and PSQI in RBD (+) and 
RBD (-)

Parameters RBD (+) (n=81) RBD (-) (n=81)
ESS 0.12 (0.29) 0.12 (0.27)
BDI 0.48 (0.68) 0.26 (0.01)*
ISI 0.16 (0.14) 0.30 (0.007)*
PSQI 0.01 (0.94) 0.37 (0.001)*

Displayed as ‘Spearman’s r. *p<0.05. ESS: Epworth sleepiness scale,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ISI: insomnia severity index, PSQI: 
Pittsuburgh sleep quality index, RBD: rapid eye movement sleep 
behavior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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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고, 감정적 변화와 인상적인 꿈 내용은 돌출을 거쳐 

회상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추정했다.11 

RBD 환자의 생생한 꿈 회상도 단순한 피질 각성에 의한 

것보다는 꿈의 내용 특성에 따른 꿈의 회상의 증가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정상 소아는 꿈의 내용이 난폭하거나 동물이 등

장하는 꿈을 꾸기도 하는데, 이는 위협-자극계(threat-stim-
ulation system)의 부적절한 활성화에서 시작한다고 설명한

다.7 이런 나쁜 꿈은 소아가 성장하면서 저절로 없어지는데, 

RBD 환자에서 신경퇴행 과정이 진행되면서 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증가된 위상성 근전도의 활성화

를 환자의 과도한 운동과 동적 움직임이 많은 꿈의 원인으

로 설명하기도 한다.9

이전 RBD의 연구에 따르면 RBD 환자에서 우울이 심한 

경우 꿈 회상이 낮다는 보고를 하였다.16 꿈은 감정을 포함하

고 있으며 감정적 조절장애(emotional dysregulation)가 있

는 경우는 꿈 회상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원인

으로 RBD 환자 내에서 우울감에 따른 꿈 회상의 빈도가 차

이를 보인다고 설명한다.17 그러나 우리 연구에서는 두 군에

서 우울감의 차이는 없었으며, 따라서 꿈 회상의 빈도 차이

는 감정적 조절장애가 관여하기보다는 RBD의 꿈의 내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RBD 환자의 긍정적 수면 상태 오인
RBD 환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기존 연구(50대 이상, 남

성에서 호발) 결과와 대략 일치하였다.18 RBD 환자들은 꿈

은 많다고 호소하지만, 불면증이나 기타 수면 자체에 대해 호

소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런데 수면다원검사에서는 수면

무호흡지수와 각성지수 증가, N3 수면 감소 등 객관적인 수

면의 질 저하가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본 환자들의 PSQI, ISI, ESS, BDI를 포함한 자기 보고 수

면 설문지 결과를 보면, 대조군에 비해 높은 수면 만족도와 낮

은 불면 상태를 보고했다. 주간졸음증은 심하지 않고, 우울감

은 약간 높은 상태이나,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

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조금 다르다. RBD 환자의 주간졸음

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ESS가 대조군에 비해 높았는데,19 다

른 연구에서는 정상인과 차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여서 RBD 

환자의 주간졸음 여부는 아직 일치된 의견이 없다.18 또한 동

일 연구에서 보고한 결과를 보면, RBD 환자에서 PSQI와 ISI

값이 유의하게 높아서, 본 연구결과와 상반된다.20 기존 연구

는 RBD를 진단받고 약물 치료 중인 환자가 포함되어 있고, 

본 환자들은 모두 RBD 치료를 받기 전 상태였기 때문에 약

물 복용에 따른 수면의 질과 주간기능의 차이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하며 본 연구의 대조군 질환 분포 또한 이전 연

구와 다른 결과를 보인 이유로 생각된다. 이와 비슷한 예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 환

자의 수면의 질도 호흡 사건의 심각도와 뚜렷한 연관성이 없

다는 연구가 있다.19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수면 무호

흡-저호흡 지수(AHI)는 PSQI와 상관성을 보이지 않고 오

히려 저산소증이 수면의 질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21 산소

포화도가 경도로 저하된 경우에는 PSQI를 높게, 즉 수면의 

질을 나쁘게 평가하지만, 산소포화도가 고도로 저하된 경우

에는 오히려 수면의 질을 높게 평가한다고 한다.21 폐쇄성 수

면무호흡증의 고해상도-기능적 MRI 검사에서 전두엽, 측

두엽, 두정엽 및 앞쪽 띠이랑의 기능 저하가 관찰되는데, 이 

영역의 기능적 손상이 인지기능 저하와 수면의 질 오인(mi-
sperception)을 유발한다고 추정한 바 있다.21 따라서 본 연

구의 RBD 환자에서 객관적 지표는 명백한 수면장애를 나타

냄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RBD 환

자들의 대뇌피질의 손상과 관련된 긍정적 수면 상태 오인

(positive sleep state misperception)의 일종일 가능성을 시

사한다.22 부정적 수면 상태 오인(negative sleep state mis-
perception)은 뇌파상의 베타 또는 감마파의 증가와 관련 있

으며 이는 대뇌 활성화가 증가함에 따라 수면 중 기억상실

(mesograde amnesia)의 감소로 인한 부정적 수면 상태 오인

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24 일반적으로 퇴행성 뇌질

환의 경우 뇌파는 베타파의 감소와 함께 전반적인 서파가 

증가하며, RBD 또한 뇌파에서 서파가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5 이러한 기전으로 RBD의 경우 긍정적 수면 

오인 상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RBD 환자의 꿈 회상 빈도와 수면의 질 간의 상관성
가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RBD(+) 환자들의 꿈 회상 빈

도와 수면의 질 및 임상요인 간의 상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오히려 RBD(-)군에서 꿈 회상 빈도는 훨씬 적고 상관성이 

낮긴 하지만, 불면, 우울감, 주관적 수면의 질과 유의한 상관

성을 보였다. 이는 아마도 대조군으로 사용한 RBD(-)군에 

불면증 환자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불면과 

우울감 빈도가 높은 불면증 환자에서 꿈 회상 비율도 함께 

높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26,27 RBD와 RBD가 아닌 다른 수

면 질환 간의 꿈 회상 기전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

에 따라 RBD 외의 수면 질환에서는 피질 각성의 정도와 꿈 

회상 빈도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전에도 RBD 환자의 수면의 질에 대한 연구가 드물게 

있었으나 꿈 빈도와 관련하여 수면의 질에 접근한 연구는, 

본 논문이 처음이다. 또한 본 연구에 포함된 환자군은 처음 

질환을 진단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 전의 대상자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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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꿈 회상 

빈도를 다섯 단계에 따라 나눈 후 꿈이 많은 군과 그렇지 않

은 군으로 범주화 분석을 시행한 점이다. 둘째, 꿈 내용에 대한 

분석은 시행하지 않았다. 셋째, 대조군으로 사용한 RBD(-)군

으로 수면호흡장애 환자가 섞여 있어서 해석에 주의를 기울

여야 했다. 수면장애가 전혀 없는 대상자로 RBD(-)군을 구

성했어야 하나, 본 연구의 실험군과 연령과 성별을 맞춘 정

상군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었다. 단, 불면증을 주로 호소한 

환자들은 RBD 병력이 없다고 해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치료받지 않은 특발성 RBD 환

자의 주요 임상 문제인 꿈 회상 빈도와 수면의 질을 분석하였

다. RBD 환자의 수면의 질이 낫고, 꿈 회상 빈도가 높음에

도 불구하고, 수면의 질과 꿈 회상 빈도 및 잠꼬대와의 유의

한 상관성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는 RBD 환자가 신경퇴행

성 변화에 따른 수면에 대한 인지 오인을 갖고 있음을 시사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Supplementary Materials
The online-only Data Supplement is available with this article at https://

doi.org/10.13078/jsm.17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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