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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세계인구의 10%는 임상적으로 유의한 수면장애를 경험하며, 그중 가장 

흔한 질환이 불면증이다. 최근 불면증과 다른 주요 공존질환-당뇨, 고혈압

등 대사성질환 및 심혈관계 질환, 정신질환-과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근거

들이 발표되어 수면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국내에서도 수

면장애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받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로 이 연구에

서는 주요건강지표인 사망률과 수면장애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03년-2013년 사이의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표본 코포

트DB 자료를 활용하여 관찰기간동안 발생한 수면장애환자들(21,207명)과 

1대 5로 매칭한 대조군(106,035명)사이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코호트 

생존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수면장애환자군와 대조군을 비교시 수면장애환자군에서 사망률

이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5.6% 대 4.9%), 생존분석결과 수면장애환군에서 

사망위험이 1.34배 높았다. 또, 전체 집단 중 32.6%에서 하루 이상 수면진

정제를 처방을 받았는데, 수면진정제를 처방받지 않은 집단의 사망률

(4.7%)에 비해 장기간 수면진정제를 처방받은 군(31-90일: 7.0%, 

91-365일: 9.8%)에서 유의하게 사망률이 높았으며, 특히 91일 이상 수면

진정제를 처방받은 집단에서 수면진정제를 처받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1.12배의 사망위험을 보였다. 수면장애집단의 주요사인별 사망위험을 분석

한 결과 자살(2.87배), 사고(1.81배), 치매(1.62배), 암(1.21배)로 인한 사

망위험이 수면장애가 없는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 

  임상가들이 동반질환과 무관하게 수면장애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사망률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정책입안자들이 향후 자살, 치매, 암

등 주요 사인관련 보건정책을 입안할 때,  반드시 수면건강상태에 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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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가 필요하다.  

핵심단어: 수면장애, 불면증, 사망률, 수면진정제, 생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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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수면장애는 세계인구의 약 10%가 경험하고 있는 주요한 공중보건학적인 

주제로 국제수면학회에서 발간한 제 3판 국제수면질환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leep disorders, version-3, ICSD-3, 2014)에서는 이를  

①불면증,②수면관련호흡장애,③과수면의 중추장애(central disorders of 

hypersomnolence),④일주기리듬 수면장애(circadian rhythm sleep-wake 

disorders),⑤사건수면(parasomnias),⑥수면관련운동장애 (sleep-related 

movement disorders)등 크게 6가지 주요 수면장애와 기타수면장애로 나누고 

있으며 이를 다시 59 가지로 세분류하고 있다(Kryger, Roth, Dement, 2017). 

   이중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수면장애는 불면증이다. 불면증은 수면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이기도 하고, 그 자체가 독립적인 질병이기도한데, 일반 인구에서 

유병률은 연구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적게는 6%에서 많게는 20%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우울증, 불안증 등의 정신질환 및 고혈압, 당뇨 등의 

대사성질환 및 심혈관계 질환과의 연관성이 알려지면서 단순히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건강에 중대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17). Ohayon과 Hong(2002)연구에 의하면 일주일에 적어도 3일 이상 

불면증을 경험한 사람이 5명중 1명(17%)에 달한다고 하며, 이로 인해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간접적으로 추산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2-2014년 건강보험진료비 지급자료 분석에서도 



- 2 -

‘수면장애(G47)’로 인한 건강보험진료인원이 최근 3개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2014년의 경우 진료환자수가 41만 4천명에 이른다는 

결과(국민건강보험, 2015)는 우리나라에서도 불면증의 문제와 그 사회경제적 

부담이 공중보건학적으로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불면증의 치료는 크게 약물학적 치료와 비약물학적 치료(인지행동치료, 

자극조절, 수면제한법 등)로 나눌 수 있다. 임상에서는 환자의 수면과 관련된 

생활습관을 파악하여 불면증의 원인을 교정하며, 바른 수면습관을 체득하여 

증상을 개선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비약물학적인 치료의 특성으로 인해 

사용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벤조디아제핀 등의 약물치료를 일차적으로 

선호한다(Kaplan et al., 2015). 다르게 이야기하면, 불면증으로 진료 받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들, 즉  수면제(hypnotics)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불면증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한 이러한 약물학적 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시간 내에 증상을 경감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수면제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부작용에 대한 보고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 약물 사용 다음날의  숙취나 주간 졸리움, 인지기능 및 

정신운동 속도저하, 균형상실로 인한 낙상 및 사고의 위험성 증가, 약물사용 

다음날 운전기능저하와 노인 낙상 등의 위험성, 특히 고용량에서 투약 후 

일정기간동안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전향성 기억상실증 등(Buysse, 2013; 

윤인영, 2013)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수면제의 사용이 사망률을 높인다는 

보고(Kripke et al., 2012) 및 졸피뎀의 경우 암의 발생과 상관이 있다는 

연구(Kao et al., 2012), 수면제를 장기간 사용한 노인들에서 치매의 위험이 

높다는 연구(Chen et al., 2012)들이 알려지면서 수면제의 사용에 대한 우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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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가 국내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현재까지의 관련 

연구들을 기반으로 적정 수면시간에 대한 권고(Hirshkowitz et al., 2015), 

만성불면증환자의 약물치료 지침(Sateia et al., 2017)등의 기초자료에 대한 

연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진료지침서들이 발간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에는 

이러한 수면장애와 관련된 기초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수면장애의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자료원인 표본코호트자료를 활용하여,  수면장애를  

진단받은 사람들의 사망률을 수면장애를 진단받지 않는 사람들의 사망률과 

비교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 결과를 통해 수면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인구집단의  특성을 분석하여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보건이슈인 

수면건강과 관련 된 정책수립의 기초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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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에서는 일정 관찰기간동안 새로 수면장애로 진단받은 사람들의 사

망률을 대조군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에서 2014년에 발행된 

2002년부터 2013까지의 표본코호트DB자료를 활용하였고, 수면장애집단을 

2003년 1월 1일부터 2013년도 12월 31일 사이에 새롭게 수면장애(F51 

혹은 G47)로 진단받은 20세 이상의 성인 환자 중 수면장애를 진단받고 관

련된 약물, 이하 수면진정제(sedative-hypnotics)를 처방 받은 환자군으로 

정의하였고,  관찰기간동안 환자군과 성별, 연령을 매칭한 수면장애가 없는 

군과 비교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집단에서 수면장애환자 집단과 수면장애가 없는 집단사이에 사  

  망률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수면장애 집단에서 주요사망요인과 사망률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   

  여, 향후 수면장애환자를 위한 주요임상가이드라인과 보건정책 마련에 기  

  초 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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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고찰 및 이론적 배경

2.1 수면장애의 정의

2.1.1 정상수면

 사람의 정상수면은 비렘수면(nonrapid eye movement sleep, NREM 

sleep)과 렘수면(rapid eye movement sleep, REM sleep)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비렘수면이 75-80%, 렘수면이 25-25%를 차지하게 된다. 

사람이 각성상태에서 잠이 들면 비렘수면이 나타나고, 수면이 시작된 후 약 

90분이 지나 첫 번째 렘수면이 시작되는데 정상 성인의 경우 야간수면은 이 

비렘수면과 렘수면이 하나의 단위가 되어 밤사이에 4-5 싸이클을 반복하여 

나타난다. 이때 수면의 초반에는 비렘수면, 특히 서파수면이 나타나다가 

새벽으로 갈수록 서파수면이 줄어들고, 렘수면이 점점 증가하다가 각성을 하게 

된다. 

  사람의 정상수면시간은 연령, 성별,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나, Hirshkowitz 

등이 제작한 미국수면재단의 권고(2015)에 의하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각 

연령별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고려하여 추천되는 수면시간은 3개월 

이하의 신생아에서는 14-17시간, 4-11개월 사이는 12-15시간, 1-2세의 

경우 11-14시간, 3-5세의 경우 10-13시간, 6-13세의 경우 9-11시간, 

14-17세의 경우 8-10시간, 18-64세의 경우 7-9시간, 65세 이상에서 

7-8시간이다. 연령에 따른 수면구조의 변화를 보면, 신생아 시기에는 하루 

15-16시간 정도 잠을 자며, 수면의 절반 정도가 렘수면인데 반해,  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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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총 수면시간은 거의 성인에 근접하게 줄어들고, 사춘기가 끝나갈 

무렵이면 렘수면도 현저하게 감소하여 성인의 수면의 구조가 되며, 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 거의  변화가 없다. 성인기 이후 나이가 들수록 비렘수면 

중 얕은 단계의 수면이 증가하고, 깊은 단계의 수면(서파수면)이 감소하고, 

잠이 든 이후에 깨는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Ohayon et al. 2004).

2.1.2 수면장애

2.1.2.1 수면장애의 분류

  수면장애의 정의는 위에서 설명한 그 나이에 맞는 정상적인 구조와 양의 

건강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양과 질적으로 모두 충분한 잠을 잤음에도 낮 

동안에 각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 또는 수면리듬의 이상으로 잠을 자거나 

깨어있을 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수면장애라고 한다(Buysse, 2013). 

  수면장애를 분류할 때 다음의 3가지 주요 공식 분류체계를 사용하는데, 

첫째는 수면의학전문가들을 자주 사용하는 제 3판 국제수면분류체계(ICSD-3, 

2014)이고, 둘째는 국내에서 치료비 청구 등에 활용되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국제질병분류체계(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Tenth Revision, Clinical Modification, ICD-10-CM, 

1994)이며, 셋째는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의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5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DSM-5, 2013)이다. 이 세 가지 분류체계의 

수면장애의  분류는 다소 차이를 보이며, 이를 <표 1>에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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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D-10-CM(1994)
F51 Sleep disorders not due to a substance or known physiological condition
 F51.0 Nonorganic insomnia
 F51.1 Nonorganic hypersomnia
 F51.2 Nonorganic disorder of the sleep-wake schdule
 F51.3 Sleepwalking(somnambulism)
 F51.4 Sleep terrors(night terrors)
 F51.5 Nightmares
 F51.8 Other nonorganic sleep disorders
 F51.9 Nonorganic sleep disorder, unspecified
G47 Organic sleep disorders
 G47.0 Disorders of initiating and maintaining sleep(insomnias)
 G47.1 Disorders of excessive somnolence(hypersomnias)
 G47.2 Disorders of the sleep-wake schedule
 G47.3 Sleep apnea
 G47.4 Narcolepsy and cataplexy
 G47.8 Other sleep disorders
 G47.9 Sleep disorder, unspecified

DSM-5(2013) (수면장애 항목을 ‘sleep-wake disorders’라 칭함)
Insomnia disorder
Hypersomnolence disorder
Narcolepsy
Breathing -related sleep disorders
Circadian rhythm sleep-wake disorders
Parasomnias
Non-rapid eye movement sleep arousal disorders
Nightmare disorder
Rapid eye movement sleep behavior disorder
Restless legs syndrome
Substance/medication-induced sleep disorder

ICSD-3(2014)

Insomnia
Sleep-related breathing disorders
Central disorders of hypersomnolence

표1. ICSD-3, ICD-10-CM, DSM-5에 따른 수면장애(sleep disorder)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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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adian rhythm sleep-wake disorders
Parasomnias
Sleep-related movement disorders
Other sleep disorders

  이중 가장 오래된 ICD-10에서는 수면장애를 비기질성 수면장애와 기질성 

수면장애로 나누는데, 현재 DSM-5, ICSD-3에서는 최근 밝혀진 병인론의 

과학적 근거를 반영하여 이와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분류를 보인다. 특히, 

수면장애 중 임상적으로 가장 흔하고 중요한 것이 불면증(insomnia)에서 이 

차이가 더욱 뚜렷하며 이를 다음절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주요 수면장애는 

다음과 같다. 

1) 불면증

  수면개시의 어려움, 수면유지의 어려움, 이른 아침에 각성하여 다시 잠들기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수면의 양이나 질에 현저한 불만족감을 느끼는 증상을 

말한다. 

2) 과다수면장애

  주요수면시간이 7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졸림(과다수면)이 

일주일에 3회 이상 발생하고, 적어도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이다. 이 경우 

아침에 힘겹게 일어나며, 기상 후 한동안 혼돈을 경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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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면증

  억누를 수 없는 수면욕구, 깜박 잠이 드는 것, 또는 낮잠이 하루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양상이 3개월 동안 적어도 일주일에 3회 이상 

발생한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반복적인 낮잠이나 깜박 잠이 드는 것이다. 

기면증에서는 일반적으로 탈력발작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것은 보통 웃거나 

강렬한 감정이 유발되는 경우 수초에서 수분간 양측 근육긴장이 소실되는 

갑작스러운 삽화로,  이러한 발작이 목, 턱, 팔, 다리, 또는 전신의 근육에 

나타나 그 결과로 머리를 꾸벅이거나 턱이 처지거나 완전히 쓰러지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 거의 대부분 뇌하수체의 하이포크레틴 생성 세포의 소실로 

생기며, 이로 인해 하이포크레틴 결핍증이 유발되며, 환자들 중 20-60%가 

수면마비(각성되어 있으나 움직이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를 경험한다. 

4) 호흡관련 수면장애

  수면관련호흡장애(sleep related breathing disorder, SRBD)와 

수면장애호흡(sleep disordered breathing, SDB)은 동일질환으로, 

통칭하여‘수면무호흡증'이라하며, DSM-5에서 폐쇄성 수면무호흡저호흡, 

중추성 수면무호흡증, 수면관련 환기저하(sleep related    hypoventilation) 

으로 구분된다. 진단시 수면다원검사에서 야간 수면시간동안 최소 5회 이상의 

무호흡이나 저호흡이 있고, 코골이, 거친 콧숨/헐떡임, 혹은 수면 중 호흡정지가 

있고, 충분한 수면을 취했음에도 주간졸림, 피로감, 개운하지 않은 수면이 

있거나 동반된 증상과 관계없이 수면다원검사에서 수면시간동안 15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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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성 무호흡 및/또는 저호흡이 발견되는 경우 진단한다. 과도한 주간 

졸림증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기질적인 수면장애다. 비만, 중년이상, 남성, 

알코올 및 진정제의 사용이 주요한 위험인자이며, 성인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2-3배가량 유병율이 높지만 폐경이후에는 성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등도 혹은 중증의 폐쇄성수면무호흡증후군에서 심혈관계 합병증과 

사망이 증가한다는 여러 연구들이 있다. 

5) 일주기리듬 수면-각성장애 

  일주기리듬의 변화 또는 내인성 일주기리듬과 개인의 물리적 환경 또는 

사회적, 직업적 일정에 의해 요구되는 수면-각성 일정사이의 조정불량으로 

인해 수면교란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주요한 기능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하게 된다. DSM-5에서는 뒤처진 수면위상형, 앞당겨진 수면위상형, 

불규칙한 수면-각성형, 비 24시간 수면-각성형, 교대근무형, 명시되지 않는 

유형의 6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아침형/저녁형 혹은 일주기 형태는 유전, 환경, 

연령과 관련이 되어있다. 

6) 사건수면

  수면 중, 특정 수면단계, 또는 수면-각성 이행과 연관하여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행동, 경험 또는 생리적인 사건이 특징이다. 사건수면에는 여러 

가지 수면장애가 있는데 비렘수면시 나타나는 수면보행증(sleep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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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경증(sleep terrors)이 있으며, 수면보행증은 수면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서 

걸어 다니는 반복적 삽화로 보행 중 무표정하게 응시하는 얼굴로, 말을 걸려는 

다른 이들의 노력에 비교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 질환이며, 야경증은 돌발적인 

비명과 함께 시작되는 수면 중 급작스럽게 잠이 깨는 반복적인 삽화로, 각 

삽화동안 심한 공포와 동공산대, 빈맥, 빈호흡, 발한 같은 자율신경계 반응을 

보이며, 삽화동안 안심시키려는 다른 사람의 노력에 비교적 반응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이외에 광범위하고 극도로 불쾌하며 생생하게 기억나는 꿈들의 

반복적 발생인 악몽장애, 렘수면동안 발성 및 복합운동행동과 관련된 수면 중 

각성의 반복적 삽화를 특징으로 하는 렘수면행동장애등도 사건수면의 대표적인 

예다. 특히 렘수면행동장애의 경우 파킨슨병과 α-synuclein병증의 초기 

징후일수 있기 때문에 수면의학과 운동장애, 치매연구에서 중요한 주제다. 

7) 하지불안증후군

  다리에 불편하고 불쾌한 감각이 생겨 이에 대한 반응으로 하지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특징인 감각운동성, 신경학적 수면장애로 이러한 충동이 쉬고 

있거나 활동하지 않을 때 시작되며, 움직이면 이러한 충동이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악화된다. 수면의 시작을 지연시킬 수 있고, 잠에서 깨게 하기도 하며, 

심각한 수면 분절을 일으키기도 하며, 주간 졸림을 유발하여 , 자주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동반한다. 특히 이러한 충동이 낮보다 저녁이나 밤에 

악화되거나 저녁이나 밤에만 발생하며, 노년층에서 더욱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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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 수면장애의 역학

  일반 인구집단에서 거의 1/3에서 불면증상(insomnia symptoms)을 

호소하지만 의학적으로 불면증으로 진단을 받는 경우는 이 집단에서 

6-15%정도이다. 수면장애 중 불면증상이나 주간의 졸리움 증상을 호소하는 

수면무호흡증의 일반인구집단의 유병률은 약 2-4%정도인데, 40-59세에서는 

4-8%에 달하며, 여성은 폐경이후 65세까지는 남성과 동일한 빈도를 보인다.   

  하지불안증후군(restless legs syndrome)의 유병률은 약 6%정도이며 

고령집단에서는 더욱 높은 비율을 보인다. 기면증(narcolepsy)는 매우 드문 

질환으로 약 0.04%정도의 유병율을 보이며, 과다수면장애의 경우는 성인대상 

연구에서 5%전후로 보고되었으며 성별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사건수면(parasomnias)의 유병율은 아직 연구가 부족한데 그 중 하나인 

수면마비(sleep paralysis)는 일반인구집단에서 약 6%정도가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야경증(sleep terrors), 혼란각성(confusional arousals), 

악몽(nightmares)은 2.2-5%사이의 유병율을 보이며 주로 아동에게서 

흔하다(Ohayon, 2007). 렘수면행동장애의 경우 유병률이 확실치 않지만 

성인에서 0.5%이하일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남성에서 흔하고, 나이가 들면서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2.01%의 유병률을 보였다(Kang et al. 2013). 이런 다양한 

수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제대로 진단과 치료를 받는 사람의 

비율은 20%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Ohayo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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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불면증(insomnia)

2.1.3.1 불면증의 진단

 DSM-5에 의하면 불면증이란 수면의 양이나 질의 현저한 불만족감으로 

‘1. 수면개시의 어려움 2. 수면유지의 어려움으로 자주 깨거나 이후 다시 

잠들기 어려움 3. 이른 아침 각성 후 다시 잠들기 어려움’의 세 가지 중 한 

가지 증상과 연관이 되어 사회, 직업, 교육, 학업, 행동 등 일상의 중요한 

기능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하는 상태로, 적어도 

일주일에 3회 이상 발생하여 3개월 이상 지속되며, 적절한 수면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ICD-10에서는 비기질성 불면증을 1.primary insomnia, 2.adjustment 

insomnia, 3.paradoxical insomnia, 4.psychophysiological insomnia, 

5.insomnia due to other mental disorder, 6.other insomnia not due to a 

substance or known physiological condition으로 세부하여 구분하였다.      

  DSM-5에서는 이와 달리 세부하위 유형을 없애고  1.insomnia disorder 2. 

other specified insomnia disorder로 나누고, 정신질환, 신체질환, 다른 

수면장애를 동반하는지와 질환의 경과(삽화성, 지속형, 재발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였고, ICSD-3에서는 chronic insomnia disorder와  

short-term insomnia disorder로  구분한다. 과거에는 다른 질환(정신질환, 

다른 수면장애 등)에서 관찰되는 불면증을 선행하는 다른 질환에 의해 

이차적으로 생긴 불면증이라는 개념에서 이차성(secondary) 불면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으며, 이를 치료에 반영해 이차성 불면증의 경우 원인에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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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을 치료하거나 교정하는 것이 치료의 원칙이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우울증과 불면증이 동반되는 경우,  임상적 중요성이 우울증 못지않게 

중요하며, 기존에 원인질환이라고 생각했던 우울증이 호전된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어서 ICSD-3에서는 만성불면증이라고 진단할 때 공존하는 질환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수면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크게 주관적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활용한 

검사와 객관적인 검사가 있는데, 수면다원검사나 활동기록기와 같은 객관적인 

방법은 높은 비용 등의 현실적 제약 때문에 대규모 연구가 불가능하며, 주로 

자신의 경험을 후향적으로 보고하는 자가보고식 자료에 기초해 진행하게 된다. 

2.1.3.2 불면증의 원인

  불면증의 원인은 다양하나 크게 생리학적 과각성(hyperarousal)과 

행동모델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불면증 환자들에게 관찰되는 뇌파, 

뇌영상, 호르몬 레벨의 특징을 통해 생리학적 과각성이 불면증의 시작과 증상의 

유지에 기여함을 설명하고 있고, 원래 불면증에 취약한 소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스트레스(교대근무, 시차, 심리적 스트레스 등)에 

의해 불면증이 시작되어 이에 대한 불안감, 자동사고, 잘못된 수면습관 등이 

증상을 유지하고 악화시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17).  

2.1.3.3 불면증의 역학과 경과

 불면증은 일차 진료현장에서 10-20%가 호소할 정도로 흔한 증상을 지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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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며, 모든 수면장애 중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수면질환이기도 하다

(DSM-5, 2013). 그러나 앞서 기술한대로 객관적인 검사가 아닌 주관적인 증

상의 호소에 의존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고, 다양한 분류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구 시 사용한 방법에 따라 다양한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 Ohayon의 2002년

도 연구에 의하면, 50개 이상의 문헌을 검토한 결과 사용한 도구와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인에서의 불면증 유병률은 4-48%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

에서는 Ohayon과 Hong(2002)에 의하면 일주일에 적어도 3일 이상 불면

증을 경험한 사람이 5명중 1명(17%)에 달한다고 하며, 조용원 등(2009)의 

연구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를 실시했을 때, 대상의 22.8%가 불면

증상을 호소하였고, 주 2회 이상 불면증을 경험한 비율이 14.9%라고 하였다. 

정리하자면, 불면증의 유병률은 대략 10%내외로 여자에서 남자보다 흔하다는 

것이 일관되며, 특히 노인건강에서 중요한 문제로 알려져 있다, 65세 이상 노인

의 1/3이상이 지속적인 불면증을 경험하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불면증이 증

가하며, 노인, 여성, 낮은 사회경제적 상태는 가장 강력한 불면증의 연관요소이

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17). 불면증의 경과 상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특

징 중의 하나는 ‘만성화로 진행되기 쉽다’는 것으로, 종단 연구(longitudianl 

study)에 의하면 초기에 불면증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1년 후에 불면증이 지속

중인 비율은 70%에 이르렀고, 3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50%의 비율에서 불면증

이 지속된다고 하였다(Ohayon,  2002). 

2.1.3.4. 불면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1) 불면증과 공존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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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면증의 역학과 관련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영역이 불면증과 공존질

환(comorbidity)과의 관계이다. 2005년 미국의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ate-of-the Science Consensus Panel은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이차성 불면증을 공존(질환)불면증(comorbidity insomnia)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이유는 기저질환에 의해서 이차적으로 불면증이 생기더라도 그 

자체가 임상적으로 별도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거나 원래의 일차 

질환의 경과에 독립적 위험요소로 중요한 상호영향을 끼치는 것이 알려졌기 때

문이다. 공존질환 중 가장 흔한 것이 기분장애, 불안장애등을 포함한 정신질환

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울증이다. 우울증 환자의 약 40%가 불면증을 가지

고 있고, 불면증 환자의 약 20%가 우울증상을 보이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

다. 이외에도 불면증 환자는 불면증이 없는 환자군과 비교시 다양한 신체적 공

존질환-특히 암, 고혈압, 심혈관계질환, 당뇨와 같은 대사상질환 등-을 갖고 

있으며 <표2>에 이를 기술하였다(Kryger, Roth and Dement, 2017). 국내에

서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2015)에서 공단표본 DB를 이용하여 수면장애와 

공존질환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있으며, 특히 장기간 수면장애 치료를 받은 

집단에서 군에서  다른 내과, 외과 및 정신과 공존질환의 발생 가능도가 높았는

데, 특히 정신과 공존질환의 발생가능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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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질환의 유병률,% 보정 후
불면증 

환자군

불면증이  

없는 군

오즈비

(95%신뢰구간)
신체질환
  심장질환 21.9 9.5 2.27(1.13-4.56)



  
  암 8.8 4.2 2.58(0.98-6.82)

  고혈압 43.1 18.7 3.18(1.90-5.32)

  신경질환 7.3 1.2 4.64(1.37-15.67)

  호흡기질환 24.8 5.7 3.78(1.73-8.27)

  비뇨기질환 19.7 9.5 3.28(1.67-6.43)

  당뇨 13.1 5.0 1.80(0.78-4.16)

  만성통증 50.4 18.2 3.19(1.92-5.29)

  소화기질환 33.6 9.2 3.33(1.83-6.05)

  기타신체질환 86.1 48.4 5.17(2.93-9.12)


표 2. 불면증이 없는 군과 있는 군에서 신체질환의 유병률

*보정: 우울증, 불안증, 수면장애 증상을 보정

*1: p<.05. 2: p<.01. 3:p<.001.

*위의 표는 Taylor 등이 2007년 발표한 논문에서 발췌하여 수정한 것임.

2) 불면증과 사망률

  또 하나 불면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주제로 불면증과 사망률

(mortality)이 있는데, Kripke 등(2002년)은 수면시간과 사망률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불면증이 오히려 사망위험에 있어 보호적인(protective) 효과가 있으

며, 수면시간이 7시간인 군에서 생존률이 가장 높았고, 그보다 많거나 적은 경

우 사망위험률이 높았다고 보고하며, 다른 원인을 보정하고도 수면제의 처방이 

사망률과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와 추후에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

나, Phillips와 Mannino(2005)의 연구에서는 다른 혼란변수를 보정한 이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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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증상을 호소하거나 수면제를 사용하는 것이 사망률을 높이지 않는다고 보고

하였다.    불면증과 심혈관계질환에 대한 Li 등(2014)의 메타분석연구에 의하

면서 불면증이 있는 군의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불면증이 없는 군

에 대해서 33%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메타분석을 통해 짧은 수면시간

(short sleep duration)과 긴 수면시간(long sleep duration)은 둘 다 사망의 

유의한 예측인자(Cappuccio et al., 2010)이며, 모든 원인의 사망률을 높인다

는 보고(Gallicchio and Kalesan, 2009)가 있었으며, Vgontzas 둥은(2013) 

문헌고찰을 통해 (검사를 통한) 객관적인 짧은 수면시간(objective short 

sleep duration)이 불면증의 가장 확실한 생물학적인 뿌리일 것이며, 이런 경우

가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불면증에 비해서 약물치료에 더 반응이 좋을 것이라

고 보았다. 또 흥미로운 것은 수면제의 사용과 사망률에 대한 연구로 Kripke 

등(2012)은 2002년의 본인의 연구 후속으로 대규모 전자 의료이용 자료를 활

용한 연구에서 zolpidem 등의 수면제를 복용한 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3배 이상 

사망률이 높았다고 보고했고, 대만에서 Chen(2013) 등이 65세 이상의 집단에

서 수면시간이 길고, 자주 수면제를 사용하는 집단에서 사망률이 높았다는 보고

가 있어 수면제의 사용과 사망률사이에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2.1.3.5 불면증의 치료

  불면증의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찰과 문진, 이학적 검사와 필요하다면 

수면다원검사(polysomnography)를 통해 불면증을 유발할 만한 신체질환이나, 

다른 기저의 수면장애가 있는지를 찾아 그 원인을 교정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선행하는 특별한 요인이 없는 불면증도 있지만 수면무호흡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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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불안증후군과 같이 다른 수면질환으로 인해 불면증상이 발현하거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혹은  다른 신체질환과 같은 동반질환 의한 소위 

‘이차적인 불면증’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환자가 지내고 있는 

수면환경이나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 기저질환, 음주여부, 기타 교정 가능한 

원인이 있는지를 살펴 가능하다면 이부터 먼저 교정한다. 

  치료는 크게 약물치료와 비약물치료를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치료를 

선택할 것이냐는 불면증의 증상, 그 심각도와 기간, 공존질환, 환자가 비약물 

치료에 동참하려는 의지, 환자의 약물치료의 부작용에 대한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게 된다. 비약물치료는 행동치료(Behavioral therapy)라고도 

하며, 불면증이 지속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잠과 관련된 환자의 잘못된 행동과 

믿음을 다루며, 수면제한(sleep restriction), 자극조절(stimulus control), 

인지치료(cognitive therapy), 이완(relaxation)치료, 수면위생교육(sleep 

hygiene)이라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Winkelman, 2015).

  불면증의 약물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은 크게 벤조디아제핀계열 약물과 

비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로 나뉜다.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에는 flurazepam, 

triazolam 등이 대표적이며, 비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에는 zolpidem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주로 항불안제로 사용되는  벤조디아제핀 약물인 

clonazepam, etizolam, lorazepam, alprazolam, diazepam 등도 단독으로 혹은 

타 약물과 병용하여 불면증의 치료에 사용되며, 항우울제 중 부작용으로 

진정효과를 갖고 있는 trazodone, amitriptyline, mirtazapine 등이 불면증, 

특히 우울증을 동반한 불면증의 치료에 사용된다. hydroxyzine, 

diphenhydramine 등의 항히스타민약물 외에 멜라토닌제등도 최근 불면증의 

치료에 사용되며, 적응증을 받지는 못했지만, quetiapine, olanzap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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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orpromazine 등의 진정효과가 강한 항정신병약물 등이 사용되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17). 그러나 국내의 경우 수면제의 사용의 

현황 및 그 패턴, 혹은 그 사용지침에 대한연구는 심평원 자료를 분석한 

연구(정석훈 등, 2013)외에는 드물며, 불면증의 치료에 관한 국내임상지침도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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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연구 설계

이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의 표본DB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코호트연구 (matched cohort 

study)를 수행하였다. 이 자료는 2002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 46,605,433

명을 대표하기 위해 NHIS에서 전체인구의 약 2.2%인 1,025,340명을 체계

적 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여 제작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료이다. 이 자

료에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권자 전체에 대한 

진료명세서, 진료·상병·처방내역 등 의료기관이용과 관련된 모든 청구 자

료가 청구일을 중심으로 수집되어있다. 환자군(cases)의 정의는 2003년 1

월 1일부터 2013년도 12월 31일 사이에 새로이 수면장애(F51 혹은 G47)

로 진단받은 20세 이상의 성인 환자 중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면진정제를 

1회 이상 처방받은 집단으로 하였다. 표본코호트에서 환자군과 성, 연령 등

을 매칭하여 1대 5의 비율로 무작위로 추출한 대조군과 비교하여 두 집단 

간의  사망률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는데, 사망은 최초 진단 시점으로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사망여부를 확인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해서 각 특성별

로 변수를 선정하였고, 관찰기간동안 수면장애환자군과 대조군의 누적사망

률의 관계를 주요사인(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자살, 사고, 치매)별로 

조사하기 위해 생존분석을 실시하였고, Fine and Gray 모델을 사용하여 수

면장애 집단에서 주요사망요인별 사망위험을 분석하였고, 변수에 따라 하위 

그룹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설계의 모식도는 <그림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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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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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대상 

3.2.1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DB와 수면장애의 조작적 정의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DB 자료를 이용

하였다. 이중 일정기간 동안, 즉 200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사이의 의료이용을 분석하며, 환자군은 수면장애(F51 혹은 G47)상병으로 

처음으로 1회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이를 치료하기 위해 수면진정제

(sedative-hypnotics)를 처방받은 사람(40,028명)으로 정의하였다. 

  참고로 ICD-10의 질병분류기호에서 F51은 비기질성 수면장애’로 정서

적 원인이 주된 요인이라고 간주되는 수면장애를 지칭하며, 여기에는 비기

질성 불면증(F51.0), 비기질성 과다수면(F51.1), 수면-각성 주기의 비기

질성장애(F51.2), 몽유병(F51.3), 야경증(sleep terrors)(F51.4), 악몽

(F51.5), 기타 비기질성 수면장애(F51.8),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

(F51.9)가 포함되며 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사용하는 진단코드이다. 

G47은‘기질성 수면장애’로 여기에는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불면

증)(G47.0), 과다수면장애(과다수면증)(G47.1), 수면-각성 양상의 장애

(G47.2), 수면무호흡(sleep apnea)(G47.3), 수면발작(narcolepsy) 및 탈

력발작(cataplexy)(G47.4), 기타수면장애(G47.8),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G47.9)가 포함되며(이부영, 1994) 기타 모든 과에서 사용되는 상병코드

이다. 

  이 중 1년간의 휴약(wash out) 기간을 고려하여 2002년에 수면장애상

병을 가지고 있거나, 수면진정제를 복용한 14,384명을 제외하였고, 이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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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디아제핀 계열 수면제 (Benzodiazepine Hypnotics)
  flurazepam
  triazolam
비벤조디아베핀 계열 수면제 (Nonbenzodiazepine Hypnotics)
  zolpidem
기타 약물(Nonhypnotics sometimes used to aid sleep)
  alprazolam bromazepam
  chlordiazepoxide clobazam
  clonazepam clorazepate
  clotiazepam diazepam
  etizolam flunitrazepam
  lorazepam mexazolam

20세 미만을 제외한  25,266명 중, 일 년 이내로 추적된 환자 즉 진단 후 

1년 이내 사망하거나, 2013년에 진단을 받은 4059명을  제외한 21,207명

을 최종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최종 수면장애 환자군과  성별, 연령을 매

칭한 1: 5로 무작위로 추출된 대조군과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연세의료원 

IRB 심의를 통과하였고, 자료가 다루고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

해 비식별화 작업을 거친 2차 자료원을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3.2.2 수면진정제(sedative-hypnotics)의 정의

 이 연구에서 수면진정제로 정의한 약물은 <표3>와 같다. 통상적으로 국

내에서 수면장애의 치료를 위해 처방되고 있는 약물을 크게 벤조디아제핀 

계열 수면제, 비벤조디아제핀 계열 수면제, 기타 약물로 나누어 분류하였고, 

기타약물에는 항정신병약물과 항우울제 등이 포함되었다. 

표3. 국내에서 사용되는 수면진정제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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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lorpromazine
  quetiapine

  amitriptyline
  imipramine 
  mirtazapine
  nortriptyline
  trazodone

3. 3 변수선정 및 정의

3.3.1 종속변수

  결과변수는 일정기간(200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동안 연

구 집단에서 발생한 사망률이다. 사망률은 연구기간동안 수면장애 환자군과 

대조군 두 집단의 모든 원인 사망률(all cause mortality rate)로 정의하였

다. 연구기간동안 외래진료 또는 입원중 하나를 통해 각 환자의 처음으로 

관련된 약물을 처방받은 날을 확인하고 이후의 자료를 추적하였다.

3.3.2 독립변수

이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는 수면장애 유무로, 관찰기간이 종결된 이후 사

망군과 생존군을 수면장애유무, 성별, 연령, 소득 수준, 거주 지역, 찰슨 동

반상병지수(Charlson comorbidity index, CCI), 장애유형, 정신질환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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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 수면진정제의 처방일수에 따라 비교분석하였다. 

  연령집단별 수면장애 환자와 대조군사이의 사망률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연령을 7개 그룹(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으로 나누었다. 소득수준은 원자료에서 진단시점의 

평균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1구간(≤10백분위), 2구간(11-20백분위), 3구

간(21-30백분위), 4구간(31-40백분위), 5구간(41-50백분위), 6구간

(51-60백분위), 7구간(61-70백분위), 8구간(71-80백분위), 9구간

(81-90백분위), 10구간(≥91백분위)로 분류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다

시 기초생활수급자 군과 발생한 보험료에 따라 1구간-3구간을 저소득군, 4

구간-7구간을 중간소득군, 8구간-10구간을 고소득군으로 분류하였다. 거

주 지역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를 도시지역으로, 그 외 지역을 

지방으로 정의하였다. 환자의 건강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동반질환을 고

려하기 위해 동반질환의 상태를 찰슨 동반상병 지수로 점수화하여 계산하였

다(김경훈, 2016). 찰슨 동반상병 지수는 질환의 중등도에 따라 총 17개 

상병군에 1점부터 6점까지 부여하고 동반상병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이정찬 등, 2012). 장애유형은 원자료에는 정상, 지체장

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

장애인, 기타장애인의 8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를 정상, 정신장애인, 기타 장

애인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정신질환동반여부는 주상병 및 부상병의 코드

를 이용하여 유무로 구분하였다. 수면진정제의 처방일수는 상기한 약물의 

ATC 코드를 활용하여 처방받은 약물의 처방일수를 확인하여 처방받지 않

은 그룹, 30일 이내로 처방받은 군, 31-90일 이내로 약물처방을 받은 군, 

91-365일 이내로 처방받은 군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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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분석방법 

   

   먼저, 연구 집단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가 끝난 시점에서 사망

자와 생존자의 집단의 각 주요변수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구했고, 각 변

수에  따른 사망률의 분포를 조사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χ2 tests)을 실

시했다. 베이스라인에서 각 변수의 평균과 표준변차를 조사했고, 연구기간

동안 사망률에 따른 각 변수에 대한 분산분석(ANOVA)를 수행했다.  

   관찰기간동안 주요사인(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자살, 사고, 치매)에 

있어 수면장애가 있는 집단과 군과 없는 군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생존분석을 실시하였고, 콕스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관찰기간동안 수면

장애유무, 성, 연령 등 변수에 따른 전체사망률 위험비를 구하였다. 이때 잠

재적인 교란변수를 조절하고자 연령, 성비, 교육수준, 공존질환 등을 보정하

였다. 그리고 수면장애 환자에서 사인에 따른 사망위험분석을 위해 Fine 

and Gray 모델을 사용하여 하위그룹분석을 실시했다. 모든 통계 분석은 

SAS 통계 소프트웨어 9.4버전(Cary, NC)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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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DB 등록자 중 2003년 1월 1일부터 2013

년 12월 31일 새로이 수면장애로 진단받은 환자군은 40,028명이었다. 이

들을 연구 프로토콜에 따라, 1년간의 휴약 기간, 20세미만, 관찰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들을 제외한 최종적인 환자군은 총 21,207명이었고, 대조군은 

106,035명으로 전체 연구 집단은 127,242명이었다. 

   <표4>은 관찰기간이 끝난 후 사망자그룹과 생존자 그룹을 포함한 전체 

연구 집단의 각 주요변수에 대한 일반적 특성 및 사망률을 보여준다. 전체 

집단 중에서 수면장애를 가진 사람은 21,207명(16.7%)였고, 여성이 

77,130명(60.6%)이었다. 연구기간동안 수면장애가 없는 집단인 106,035

명 중 5,199명(4.9%)이 사망했고, 수면장애가 있는 집단 21,207명 중 

1,180명(5.6%)가 사망하여 통계적으로 수면장애가 있는 군에서 사망률이 

더 높았다(P<.0001).  

   성별로는 남성(7.1%)이 여성(3.7%)에 비해 유의하게 사망률이 높았다

(P<.0001). 연령별 사망자 수는 40대에 급격히 증가하여 70대가 가장 많

았고, 사망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했다(P<.0001). 연구기간동안 소

득수준 최하위에 속하는 그룹에서 사망률은 15.0%로 다른 그룹에 비해 유

의하게 높았다(P<.0001). 지역별 변수를 살펴보았을 때 지방거주자(5.7%)

가 도시거주자(4.3%)에 비해 유의하게 사망률이 높았다(P<.0001). 건강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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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동반질환을 고려하기 위한 찰슨 동반상병 지수 항

목에서는 를 보면 전체집단 중 57.4%에서 하나 이상의 동반질환을 갖고 

있었는데, 찰슨 동반질환지수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사망률을 살펴본 결과 

0점(0.6%), 1점(1.5%), 2점(4.5%), 3점 이상(17.1%)로 나와 동반질환이 

없는 집단의 사망률에 비해 동반질환지수가 높은 집단일수록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P<.0001). 동반질환 중에서 상병코드를 활용

하여 F00-F99의 정신질환을 주상병 혹은 부상병으로 갖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경우, 전체 연구집단 중 4.9%가 정신질환을 갖고 있었는데, 이 경우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집단의 사망률은 8.2%로 공존질환으로 정신질환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의 사망률인 4.9%에 비해 매우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

(P<.0001). 장애의 경우, 장애를 동반하지 않은 집단의 사망률(4.4%)보다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집단의 사망률(7.6%), 기타 장애를 갖고 있는 집단

의 사망률(12.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다(P<.0001). 

   수면진정제처방 항목을 살펴보면, 전체집단에서 수면진정제를 처방받지 

않은 집단은 85,742명으로 67.4%를 차지했고, 수면진정제류를 하루 이상 

처방받은 집단은 41,500명으로 32.6%였다. 약물을 처방받은 기간에 따라 

그룹을 나누어 사망률을 조사했을 때, 1-30일(4.3%), 31-90일(7.0%), 

91-365일(9.8%)로 나와 수면진정제를 처방받지 않은 군의 사망률(4.7%)

과 비교하여 특히 31일 이상 장기 처방을 받았을 경우의 사망률이 유의하

게 높았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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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전체 사망 생존

P-값
　 (%) N (%) N (%)

불면증

무 106,035 (83.3) 5,199 (4.9) 100,836 (95.1) <.0001

유 21,207 (16.7) 1,180 (5.6) 20,027 (94.4)

성별

남성 50,112 (39.4) 3,537 (7.1) 46,575 (92.9) <.0001

여성 77,130 (60.6) 2,842 (3.7) 74,288 (96.3)

연령

20-29 13,704 (10.8) 37 (0.3) 13,667 (99.7) <.0001

30-39 19,098 (15.0) 70 (0.4) 19,028 (99.6)

40-49 25,992 (20.4) 263 (1.0) 25,729 (99.0)

50-59 25,242 (19.8) 472 (1.9) 24,770 (98.1)

60-69 20,166 (15.9) 1,080 (5.4) 19,086 (94.6)

70-79 16,434 (12.9) 2,277 (13.9) 14,157 (86.1)

80- 6,606 (5.2) 2,180 (33.0) 4,426 (67.0)

소득수준

0-30 백분위 6,408 (5.0) 961 (15.0) 5,447 (85.0) <.0001

31-60 백분위 17,766 (14.0) 937 (5.3) 16,829 (94.7)

61-90 백분위 67,319 (52.9) 2,695 (4.0) 64,624 (96.0)

91-100 백분위 35,749 (28.1) 1,786 (5.0) 33,963 (95.0)

거주지역

도시 60,213 (47.3) 2,574 (4.3) 57,639 (95.7) <.0001

지방 67,029 (52.7) 3,805 (5.7) 63,224 (94.3)

표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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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슨동반이환지수

(CCI)

0 54,185 (42.6) 319 (0.6) 53,866 (99.4) <.0001

1 25,473 (20.0) 380 (1.5) 25,093 (98.5)

2 19,441 (15.3) 867 (4.5) 18,574 (95.5)

3+ 28,143 (22.1) 4,813 (17.1) 23,330 (82.9)

장애

없음 117,561 (92.4) 5,217 (4.4) 112,344 (95.6) <.0001

정신장애 289 (0.2) 22 (7.6) 267 (92.4)

기타장애 9,392 (7.4) 1,140 (12.1) 8,252 (87.9)

정신과질환동반 

무 120,971 (95.1) 5,862 (4.9) 115,109 (95.2) <.0001

유 6,271 (4.9) 517 (8.2) 5,754 (91.8)

수면진정제처방일수

처방받지 않음 85,742 (67.4) 4,028 (4.7) 81,714 (95.3) <.0001

1-30일 27,852 (21.9) 1,193 (4.3) 26,659 (95.7)

31-90일 6,471 (5.1) 455 (7.0) 6,016 (93.0)

91-365일 7,177 (5.6) 703 (9.8) 6,474 (90.2)

전체 127,242 (100.0) 6,379 (5.0) 120,863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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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면장애와 사망위험

<그림 2>는 수면장애를 진단받은 환자군과 대조군의 누적사망률을 분석

한 결과로, 수면장애가 있는 환자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사망률이 높았으며

(P<.0001) 이외에 주요사인인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자살, 사고, 치

매별로 분석한 결과 자살(P<.0001), 사고(P<.0001), 치매(P<.0051)가 사

인인 집단에서 수면장애환자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사망률이 높았다

(부록1).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의 경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2. 수면장애환자군 누적사망률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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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5>는 전체집단에서 주요 변수들과 사망률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콕스비례위험모델을 사용한 생존분석 결과이다. 수면장애가 없는 집단

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면장애환자 집단의 경우 95% 신뢰구간에서 보정위

험비가 1.34로 환자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사망위험이 더 높았다(수면장애 

환자군 AHR〔adjusted hazard ratio〕=1.34, 95% CI [confidence 

interval]: 1.24-1.46, P<.0001).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성의 보정위험비가 0.56(95% CI: 

0.53-0.59, P<.0001)으로 남성에 비해 사망위험이 낮았고, 나이가 많은 

환자일수록 사망위험이 높았다. 소득 수준 1-3구간의 저소득군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그룹에서는 다른 소득수준 그룹에 비해 사망위험이 높았고

(저소득군:AHR=1.44, 95% CI: 1.31-1.58, P<.0001), 기준소득보다 높

은 소득구간, 특히 고소득군에서는 사망위험이 유의하게 낮았다

(AHR=0.83, 95% CI: 0.76-0.90, P<.0001). 

    찰슨 동반이환지수에 따른 구분을 보면 동반이환지수가 있는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사망위험이 높았고, 동반이환지수가 높을수록 위험비

도 유의하게 높았다(1점-AHR=1.37, 95% CI: 1.01-1.86,P=.0415, 2점

-AHR=2.53, 95% CI: 1.83-3.50, P<.0001, 3점이상-AHR=4.33, 95% 

CI: 3.11-6.01, P<.0001). 거주지역의 경우 도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

방의 사망위험이 더 높았다(AHR=1.06, 95% CI: 1.01-1.12, P=.0222). 

장애에 따라 사망위험을 보았을 때 장애가 없는 군에 비해서 장애가 있는 

군에서 사망위험이 더 높았다(정신장애-AHR=2.21, 95% CI: 1.44-3.40, 

P=.0003, 기타장애- AHR=1.46, 95% CI: 1.37-1.56, P<.0001).

   수면진정제처방일수에 따른 사망위험을 살펴보았을 때 수면진정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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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전체사망률

보정위험비 95%신뢰구간 P-값

불면증

무 1.00 -

유 1.34 1.24 - 1.46 <.0001

성별

남성 1.00 -

여성 0.56 0.53 - 0.59 <.0001

연령

20-29 1.00 -

30-39 1.20 0.81 - 1.79 0.3722

40-49 3.26 2.30 - 4.61 <.0001

50-59 4.39 2.85 - 6.77 <.0001

60-69 6.40 4.10 - 9.99 <.0001

70-79 12.84 8.20 - 20.12 <.0001

80- 39.41
25.1

4
- 61.75 <.0001

소득수준

0-30백분위 1.44 1.31 - 1.58 <.0001

처방받지 않는 집단과 비교하여, 30일 이하 처방을 받은 집단(AHR=0.86, 

95% CI: 0.80-0.93, P<.0001)에서는 오히려 사망위험이 유의하게 낮았

고, 91일 이상 장기처방을 받은 집단(AHR=1.12, 95% CI: 1.01-1.23, 

P=.0272)에서 사망위험이 높았다. 31일 이상 90일이하의 집단에서도 사

망위험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AHR=0.99, 95% CI: 

0.89-1.11, P=.8717).

표5. 연구대상자의 변수별 사망위험



- 35 -

31-60백분위 1.00 -

61-90백분위 0.97 0.90 - 1.05 0.4684

91-100백분위 0.83 0.76 - 0.90 <.0001

거주지역

도시 1.00 -

지방 1.06 1.01 - 1.12 0.0222

찰슨동반이환지수(

CCI)

0 1.00 -

1 1.37 1.01 - 1.86 0.0415

2 2.53 1.83 - 3.50 <.0001

3+ 4.33 3.11 - 6.01 <.0001

장애

없음 1.00 -

정신장애 2.21 1.44 - 3.40 0.0003

기타장애 1.46 1.37 - 1.56 <.0001

정신질환동반

무 1.00 -

유 1.36 1.24 - 1.50 <.0001

수면진정제처방일수

처방받지 않음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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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일 0.86 0.80 - 0.93 <.0001

31-90일 0.99 0.89 - 1.11 0.8717

91-365일 1.12 1.01 - 1.23 0.0272

　 보정위험비 95%신뢰구간 P-값

원인별사망률

정신질환 1.31 0.71 - 2.45 0.3885

자살 2.87 1.97 - 4.19 <.0001

치매 1.62 1.02 - 2.59 0.0429

사고 1.81 1.40 - 2.34 <.0001

암 1.21 1.03 - 1.42 0.0206

심혈관계질환 1.17 0.80 - 1.71 0.4217

뇌혈관질환 1.18 0.89 - 1.55 0.2526

*기준:불면증이 없는군

<표6>는 전체집단에서 수면장애가 있는 집단을 Fine and Gray 모형을 

이용하여 주요사망원인별 사망위험을 비교한 것이다. 이 분석에 의하면, 수

면장애가 없는 군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수면장애가 있는 군에서 주요사인 

중 자살(AHR=2.87, 95% CI: 1.97-4.19, P<.0001),사고(AHR=1.81, 

95% CI: 1.40-2.34, P<.0001), 치매(AHR=1.62, 95% CI: 1.02-2.59, 

P=.0429), 암(AHR=1.21, 95% CI: 1.03-1.42, P=.0206)의 사망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표6. 수면장애환자군의 주요사인별 사망위험분석



- 37 -

　 정신질환동반여부

없음 있음
보정
위험
비*

95%신뢰구간 p-값
보정
위험
비*

95%신뢰구간 p-값

누적사망률 1.36 1.241 - 1.49 <.0001 1.25 0.985 - 1.60 0.0666
사인별사망률

  정신질환 1.84 0.89 - 3.82 0.1021 0.53 0.17 - 1.62 0.2626

  자살 3.42 2.24 - 5.21 <.0001 1.03 0.41 - 2.57 0.9488

  치매 2.73 1.59 - 4.71 0.0003 0.30 0.10 - 0.88 0.0277

  사고 1.88 1.42 - 2.49 <.0001 1.39 0.73 - 2.64 0.3137

<표7>는 수면장애가 있는 집단 중 정신질환동반여부에 따른 하위그룹분

석의 결과이다. 이 분석에 의하면 수면장애가 있는 집단에서 정신질환이 동

반되어있지 않을 때 사망률이 유의하게 높았고(AHR=1.36, 95% CI: 

1.241-1.49, P<.0001), 정신질환이 동반된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이 집단은 정신장애로 등록될 만큼 심각한 주요정신질환(조현

병, 조현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주요우울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지적장애)은 보정된 집단으로 심각한 정신질환을 제외한 상대적으로 경증의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집단에서는 수면장애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음을 추측

해 볼 수 있겠다. 사인별 분류를 봤을 때, 수면장애환자들에서 정신질환이 

동반되어있지 않을 때 자살, 사고, 치매, 암으로 인한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

고, 정신질환이 동반되어있는 경우 치매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

나지 않았다. 

표7. 정신질환동반여부에 따른 하위그룹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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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1.20 1.01 - 1.41 0.0340 1.34 0.71 - 2.50 0.3641

  심혈관계질환 1.06 0.71 - 1.60 0.7655 4.45 0.89 - 22.18 0.0687

  뇌혈관질환 1.10 0.81 - 1.50 0.5407 1.86 0.85 - 4.04 0.1192

*성,연령, 소득, 거주, 동반질환지수, 장애, 수면진정제처방일수를 보정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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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찰　

5.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장점은 수면장애를 갖는 집단과 수면장애가 없는 집단을 비교

하여 사망률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국민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를 활

용하여 연구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이 자료는 5천만 전 국민건강정보 DB에

서 2.2%를 추출(약 100만 명)하여 이들의 2002년부터 2010년의 자격 및 

보험료, 건강검진결과 및 병·의원내역 등을 코호트 형식으로 구축한 우리

나라의 자료로서 대표성과 신뢰성을 갖고 있는 자료다(Lee et al.,2017).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국민건강과 관련된 각종 정책수립 시 수면이 건강

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최근 높은 유병률에 비해 저평가되어 온 수면장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각 국가별로 수면장애와 사망과의 관계에 대해 조사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

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불면증, 수면무호흡증, 하지불안증후

군, 렘수면행동장애 등 임상적으로 주요한 개별질환별로 공존질환(정신질환 

및 각종 대사성질환 및 심혈관계 질환)과 연관성을 조사한 경우가 많았다.  

   또, 각 개별질환의 치료방법이나 치료약제 간의 우월성 비교, 혹은 수면

진정제 사용 후 각종 부작용을 다루는 내용들이었다. 이 연구들에서는 같은 

수면장애라 하더라도 그 정의방법이 개인의 기억에 의존해 후향적으로 보고

하는 설문을 이용하여 그 유무를 정의하거나, 간접적으로 수면장애의 치료

에 흔히 사용되는 수면진정제류의 처방을 의료기록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수면장애의 진단체계

를 검토하고, 국민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라는 국가 대표 자료를 통해 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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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와 수면진정제류의 처방을 확인하여 전체 수면장애환자군의  사망위험

에 대해 알아본 최초의 연구다. 

  그리고, 수면장애환자들 중 사망자의 사인을 분석하여, 수면장애가 없는 

군에 비해 주요사인 중 자살, 치매, 사고, 암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높은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최근 문제되고 있는 자살, 치매, 암과 같은 국

가 주요 보건문제 대책 수립시 적극적으로 수면장애를 다루는 것이 중요함

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 41 -

 5.2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이 논문에서는 수면장애로 진단받은 환자들의 건강결과 중 사망률에 대

해서 분석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주요개별 수면질환별로 우

울증 등의 정신질환이나 고혈압, 당뇨,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질환 등의 신

체질환과의 관계를 본 연구들로 인해 건강결과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본 연구는 많았으나 중요한 건강지표인 사망률과의 위험성을 직접적으

로 살펴본 연구는 없었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 관찰기간동안 수면장애가 없었던 대조군과 비교시 수면장애환

군에서 사망위험이 1.34배 높았다. 이는 공존질환, 연령 등을 고려한 결과

로 단순히 일상생활에 있어 괴로운 점을 넘어서 보건학적으로도 수면장애의 

중요성을 간과하면 안 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 전체 집단 중 32.6%에서 하루 이상 수면진정제를 처방을 받았는데, 

수면진정제를 처방받지 않은 집단의 사망률(4.7%)에 비해 장기간 수면진정

제를 처방받은 군(31-90일: 7.0%, 91-365일: 9.8%)에서 유의하게 사망

률이 높았으며, 특히 91일 이상 수면진정제를 처방받은 집단에서 수면진정

제를 처방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1.12배의 사망위험을 보였다. 흥미로운 것

은 수면진정제처방일수에 따른 사망위험을 살펴보았을 때 예측과는 달리, 

수면제를 처방받지 않은 집단과 비교했을 때, 30일 이하 처방을 받은 집단

에서는 사망위험이 유의하게 낮았고, 91일 이상 장기처방을 받은 집단에서 

사망위험이 높았던 결과였다. 아마도 이는 수면제를 사용하더라도 의사의 

진단에 의해 비교적 단기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오히려 수면장애치료에 도

움이 되어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을 하는 반면 장기적으로 수면진정제를 처

방받은 집단에서는 연령, 성, 공존질환, 경제상황, 지역 등 혼란변수를 보정

하더라도 건강에 좋지 않은 결과를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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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수면장애집단의 주요사인별 사망위험을 분석한 결과 자살

(2.87배), 사고(1.81배), 치매(1.62배), 암(1.21배)로 인한 사망위험이 수

면장애가 없는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 

   이를 종합하면, 임상가들이 수면장애와 흔히 동반되는 신체질환이나 정

신질환과는 별도의 주의를 기울여 수면장애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환

자의 사망률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정책입안자들이 향후 자살관련

대책, 최근 정부의 주요시책으로 등장한 치매관리대책 및 기존의 암관리 대

책 등 국가의 주요 질환관련 보건정책을 입안할 때,  반드시 각 사안별로  

수면질환과의 관련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뜻한다.   

  이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수면장애에는 80여 가지가 넘

는 다양한 개별 수면질환이 있으며, 질환에 따라 다양한 진단체계를 갖고 

있다. 연구에 따라서도 수면장애의 유병률을 다양하게 보고하고 있는 것도 

수면장애의 정의와 진단내리는 방식에 따라 일관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상병코드와 수면장애, 그 중에서도 불면증상을 치료할 때 주

로 사용하는 약재의 사용유무를 가지고 환자집단을 유추해내어 연구 집단의 

객관성을 입증하려고 하였으나 이에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태생적으로 한계

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결과에서는  수면장

애의 약 90%가  불면증에 해당한다(최정원 등, 2015)고 하였다.  

   또 수면장애는 사망이라는 중요한 건강결과의 단일요인이 아니며, 사망

이라는 결과에는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놓고 수면장애를 사망의 원인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러한 한

계에도 불구하고 수면장애로 진단된 환자의 사망위험이 수면장애가 없는 집

단에 비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그 사인을 살펴보았을 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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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치매, 사고, 암이 수면장애가 없는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는데, 특

히 자살의 경우에 수면장애가 있는 집단의 사망위험이 수면장애가 없는 집

단에 비해 2.87 배나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Kripke 등(2002)이 수면제의 사용이 사망률을 높인다는 

보고한 이래, 캐나다에서 발표된 수면진정제류의 사용이 사망위험을 높인다

는 연구(Belleville, 2010), 영국의 수면진정제류의 사용이 잠재적인 교란

변수를 보정한 이후에도 유의하게 사망률을 높인다(Weich et al., 2014)는 

일련의 연구와 일치하며, Kao 등(2012)이 수면제중 대표적인 졸피뎀이 암

의 발생과 상관이 있다는 연구, Chen 등(2012)이 수면제를 장기간 사용한 

노인들에서 치매의 위험이 높다는 연구와도 통하는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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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제언

   6.25 전쟁이후 전염병의 시대를 거쳐 현재 우리는 만성질환의 시대로 접

어들었다. 여기에는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급격한 경제성장과 산업화, 도시

화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변화가 우리의 건강행태에 미친 영향을 무

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 이전에 없었던 질환들이 공중보건학적 의제에서 대두되

는데 그중의 대표적인 것이 수면건강이다. 경쟁이 치열한 현대사회에서 아

동시기부터 잠을 줄여가며 공부를 하거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3교대 혹

은 2교대근무를 당연시 하는 풍토, 교통수단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대중화 

등으로 인해 국가별 시차가 없어지면서 이전에 없었던 잠과 수면부족의 문

제가 건강의 여러 영역에서 문제를 제기되고 있다. 수면의학(sleep 

medicine)은 Kleitman과 Aserinsky가 1953년 렘수면을 보고하면서 시작

된  비교적 신생학문의 영역으로 그 역사가 길지 않으나, 이러한 사회의 변

화와 맞물려 최근 가장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다. 

  우리나라는 Ohayon과 Hong의 불면증 유병율 조사(2002년) 이래 결과 

성인인구 5명 중 한명의 비율(17%)로 일주일중 3일 이상을 불면증상을 경

험하며, 이들 중 오직 6.8%만이 의학적 도움을 찾는다는 결과를 보이는 

‘수면부족’국가이다. 이는 성인뿐 아니라 아동에게도 나타나 학령기아동

의 평균수면시간은 8.8시간으로 평균수면시간이 10.15시간인 미국아동이나 

같은 아시아권인 중국아동의 9.25시간에 비해서도 작다(김유라, 이경숙, 

2011). 고무적인 것은 국내에서도 잠과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수

면건강에 대한 연구들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전과 달리 수면장

애로 치료를 받는 비율이 늘어나 수면장애(G47)로 진료를 받은 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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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5만 8천명에서 2014년 41만 4천명으로 2년 사이 15.8%가 증가

하고 있다는 것이다(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5).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면

장애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우리사회가 건강을 위해 가장 기

본적으로 필요한 ‘충분히 수면을 취할 시간’마저도 박탈을 당하는 숨가쁜 

사회라는 것이다. 치료적인 면에서도 현재 수면장애의 치료의 주류는 즉효

성의 약물치료 위주이고, 환자의 수면행태를 분석하여 잘못된 습관을 개선

하고, 올바른 수면습관을 훈련시켜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비약물학적인 치

료는 그 필요성에 비해서 널리 확산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수면장애로 진단받고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사람들

의 사망과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

다. 보건의료전문가들은 일선에서 진료시 특히 자살사고군, 치매환자군, 암

환자군에서 환자가 호소하는 주 증상 외에도 불면증 등 수면장애유무를 확

인해야 할 것이며, 이는 “밤에 잠은 잘 주무시고 있나요?”라는 단순한 문

진만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증상의 조절을 위해  수면제를 처

방할 때 의학적 필요도에 따라 꼭 필요한 양을 적절한 기간 동안 처방하며, 

장기간 수면제의 사용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관련 학회에서는 

의료인용 수면제처방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확산과 보급에 힘써야 할 것이

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한 수면과 적절한 수면진정제류 사용에 대

한 보도 자료 및 교육자료를 배포하여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차원에서도도 이러한 유관학회와 협업하여 이러한 대중홍보활

동을 돕고,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자살, 치매, 암등 주요 보건정책입안 시

에도 이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수면건강의 중요성이 반영된 기획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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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수면장애 환자군과 대조군 주요사인에 따른 사망률 비교>

그림 1-1. 자살에 의한 사망률 그림 1-2. 사고에 의한 사망률

그림 1-3. 치매에 의한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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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tality among patients with sleep disorders in South 

Korea

MINAH S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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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bout 10% of the world's population suffer from sleep 

disorders and the most common sleep disorder is insomnia.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growing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sleep health, with evidences supporting the link 

between insomnia and other major comorbid diseases, for example, 

diabetes, hypertension, cardiovascular diseases, and mental diseases. 

Sleep disorders are also increasing in Korea and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mortality and sleep disorders. 

Methods: We used data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National Sample Cohort 2003–2013, to compare the 21,207 

sleep disorder patients with the control group (106,035) extracted 

by one-to-five matched cohort. We performed survival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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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a Cox profortional hazards model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groups.

Results: The mortality rat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patients with 

sleep disorders compared with the patients without sleep disorders 

(5.6% vs 4.9%), and HR [hazard ratio] (95% CI: 1.24-1.46) was 

1.34. Patient  prescribed sedative-hypnotics, especially who was 

taking medications more than 91days, had elevated hazards of death 

compared  to those prescribed no hypnotics(HR: 1.12, 95% CI: 

1.01-1.23). 

Conclusions: Clinicians can contribute to reducing mortality by 

actively treating sleep disorders separately from comorbidities and 

should be careful when he prescribes  sedative-hypnotics for a 

long time.

Keywords: sleep disorders; insomnia; mortality; sedative-hypnotics 

; survival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