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구강내과학회지 Vol. 38, No. 4, 2013

 313

수면장애가 구강작열감 증후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내과학 교실 및 원광치의학 연구소

임현대・이유미

수면은 외부의 자극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상태로 만성통증을 지닌 환자는 수면 장애를 겪고 있으며 수면장애는 통각과

민한 상태를 유발하고 통증인지에 영향을 미친다. 구강작열감 증후군은 구강점막에 화끈거리는 감각을 포함하는 만성 안

면통증으로 감각과 통증 역치가 변성되고 신경병증 징후를 보인다. 구강작열감 증후군은 첫 번째로 국소적, 전신적 요인

즉, 흡연, 투약 등 작열감 증상의 원인으로 가능한 요인을 제거하고, 두 번째로는 환자를 안심시키는데 있다. 수면박탈

내인성, 외인성 아편유사제의 진통효과는 수면 계속성 즉, 선택적인 렘수면 박탈은 아편유사제 진통효과를 방해 하고

opioid protein synthesis 억제를 야기하고 μ 와 δ opioid 수용체 친화력을 감소시킨다. enkephalinase-inhibitor와 MAO-B

inhibitor 적용으로 나타나는 아편유사제의 진통상승효과는 렘수면 박탈시에 무효화 된다. 렘수면 박탈후에는 5-HT 와

5-hydroxy indole acetic acid 레벨이 유의하게 감소되고, 아편유사체에 활성에 의해 유발되는 통증억제를 지지하는 세로

토닌 체계를 가능하지 않게 한다. 구강작열감 증후군은 설말단 신경섬유에서 추삭변성 변화가 있고 특히, 열자극, 냉자극

및 미각 유해수용성 자극의 인지를 포함한 감각변화가 폐경기후 생식스테로이드의 급격한 감소가 신경활성 스테로이드

생성에 변성을 일으켜며, 이것은 말초성 변성와 중추성 변성이 존재함을 제시한다. 구강작열감 증후군은 기본적으로 가능

한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구강작열감의 진행을 방지하고, 만정적인 작열감의 경감을 위하여 증상 경과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수면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주제어 : 구강작열감증후군, 렘수면박탈, 수면장애, 신경병증 통증,

Ⅰ. 서 론
1)

수면은 외부의 주위 환경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

는 잠자는 상태이며, 감각이나 반사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한다. 수면은 내적 원인에 의하며, 정신

적 및 신체적인, 주기적 생리기능으로 의식상실을

판정 조건으로 하는 의식상실이 지속적으로 저하된

상태이다.1,2) 수면현상은 내외환경의 자극,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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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즉 중추성 흥분, 심신피로 등과 밀접하게 관

련이 있다. 만성적인 통증을 지닌 환자는 때때로

불면증, 수면 장애를 겪고 있으며 이는 통증으로

인해 수면 장애가 발생하는 것인지, 수면장애로 인

해 통증이 증가하는 지 어느 상황이 먼저 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러한 만성 통증의 증가는 수면

의 개시나 지속을 방해하고, 수면이 충분히 취해지

지 않음에 따라 주간에 낮잠이나 졸리움을 유발하

며, 조각잠과 수면단절, 수면박탈 등의 수면장애는

만성 통증을 야기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만성 통증

을 악화시킨다.3) 수면박탈에 대한 인간 연구에서

장기간 수면 단절은 통증에 매우 취약한 상태를 가

져오고, 건강한 개체에서 통각과민한 상태를 유발

함을 보여주었으며, 수면박탈은 기분 변화와 졸음

과 피로에 영향을 미치고 통증인지에도 영향을 미

친다. 전체 수면 기간 감소 후에 압통역치 감소와

전체 수면 박탈후 열에 대한 통증역치 감소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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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4)

구강작열감 증후군은 구강점막에 화끈거리는 감

각을 포함하는, 구강안면영역에 만성적으로 진행

되는 통증을 보이며 임상적으로나 실험실적으로나

주목할 만한 변화를 동반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구강내 작열감은 늦은 오후나 이른 저녁

에 최고조를 이룬다. 작열감의 정도는 경미한 경우

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심한 경우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며, 만성적 전신질환으로 인한 장기적

인 약 복용 이외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명확한 원인

을 찾아보기 힘들다.5,6) Headache Classification

Sub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Headache

Society에 따르면 의학적 치과적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구강내 작열감으로 정의되었다.7) 구강작열감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감염,

알러지, 잘 맞지 않는 의치, 과민반응 등의 국소적

요인과 호르몬 및 비타민 결핍 등의 전신적 요인을

포함하며, 이러한 원인에 관계된 요인은 구강작열

감 증후군 진단시에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구강

작열감 증후군을 가능하게 한 원인은 폐경과 관련

된 호르몬 장애, 불안, 우울 스트레스, 생활 사건,

인성 질환, 공황 등의 정신학적 요인과 신경병증

요인을 포함한다. 여러 연구에서 구강작열감 증후

군에서 감각과 통증 역치가 변성됨을 보여주었으

며, 신경병증 징후를 보고하고 있다.8,9)

원발성 구강작열감 증후군은 안면통증의 중추적

인 원인으로 인한 것으로 여겨지며, 외관상 건강한

구강 점막을 지니고 정상적인 임상 소견을 보이며,

통증은 기상시에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가 늦은 오

후로 갈수록 심해지며, 중간정도에서 심한 정도까

지의 증상양상을 보인다. 이차성 구강작열감 증후

군은 그 원인 요소인 구강캔디다, 타액 감소, 약제

복용, 영양결핍, 구강 악습관, 잘 맞지 않는 의치

등의 국소적 원인을 제거하거나, 약물 복용을 재평

가하고 그에 따른 처치를 시행함으로써 증상이 점

차 경감된다. 일부의 원발성 구강작열감 증후군 환

자에게 클로나제팜이나 신경병증에 관련된 약제 투

여시에 부분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10)

구강작열감 증후군의 처치는 첫 번째로 국소적,

전신적 요인 즉, 흡연, 투약 등에 대한 평가를 포

함한 작열감 증상의 원인으로 가능한 요인을 제거

하는데 있으며, 두 번째로 중요한 구강작열감 처치

의 관점은 환자를 안심시키는데 있다. 일부의 구강

작열감 증후군 환자는 단지 작열감증상에 대한 염

려 뿐만 아니라 건강 염려증, 암공포증 등을 포함

한 본인 구강내의 상태에 대한 과도한 관심으로 인

해 정신적 불안감을 지닌 채 내원 한다.11,12) 이러

한 작열감 증상에 대한 정신적 압박 내지 스트레스

는 구강작열감 증상의 경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

더러, 환자로 하여금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불

필요한 처치를 임의적으로 행하게 할 수 있다.

구강작열감 증후군의 처치에 대한 반응은 예측하

기 힘들며, 기본적으로 가능한 요인을 제거하는 것

이 중요하므로 구강작열감의 진행을 방지하고, 만

정적인 작열감의 경감을 위하여 증상 경과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수면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수면과 통증인지

수면동안 외부의 자극에 대해 기억이 존재 하지

않는 행동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수면동안 감

각 정보 과정이 시상억제 기전 때문에 미리 혼합되

는 것을 제시한다. 이러한 관문조절 기전이 외부자

극을 조절하고 약화시켜 무해한 감각 유입에 의해

수면자가 깨는 것을 방지하고 그에 반해 유해 자극

은 행동 반응을 유발시켜 잠에서 깨게 한다. 수면

단절은 중요한 보호 기전으로 간주되어 개개인을

의식 수준을 향상시켜 항상성을 위협하는 자극에

반응하도록 한다. 체성감각 유해수용성 자극은 비

유해수용성 자극보다 수면 중 각성(arousal)에 이

르게 한다.13) 각성은 수면이 지속되는 것을 방해하

고 낮 동안 졸음과 낮잠을 유도한다.

수면과 수면에서 깨는 것의 조절은 일반적으로 신

경생물학적인 체계 특히 중추성 세로토닌성 신경전

달체계에 의해 조절된다. 통증과 수면 단절은 신경생

물학적 기능이상의 이차적 현상이다. 수면박탈은 세

로토닌의 중추성 통증억제 효과 즉, 통증 진행에 관

계있는 신경화학 물질인 5-hydroxytryptamine

(5-HT) 전환, 등쪽솔기핵에 세로토닌 뉴런의 발화

율, 5-HT 수용체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9,14,15)

수면박탈 후 통각과민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내인

성, 외인성 아편유사제의 진통효과는 수면 계속성에

좌우된다고 하였다. 즉 선택적인 렘수면 박탈은 아편

유사제 진통효과를 방해 한다. 수면 박탈은 opioid

protein synthesis 억제를 야기하고 μ 와 δ opioid

수용체 친화력을 감소시킨다. enkephalinase-



수면장애가 구강작열감 증후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315

inhibitor와 MAO-B inhibitor 적용으로 나타나는

아편유사제의 진통상승효과는 렘수면 박탈로 무효화

된다. MAO-B inhibitor deprenyl은 도파민은 활

성 시키나 수면과 통증 조절에 특별한 관점이 있는

세로토닌 활성은 자극하지 못한다. tryptophan 고

갈은 아편유사체와 세로토닌성, 노르아드레날린성

등의 모노아민성 링크를 포함한 descending pain

inhibitory control system 으로 진통효과를 가져

오는 모르핀의 효능 소실을 가져온다. 게다가 렘수면

박탈후에는 5-HT 와 5-hydroxy indole acetic

acid 레벨이 유의하게 감소됨을 보여주었다. 렘수면

박탈이나 수면지속성의 차단은 아편유사체에 활성에

의해 유발되는 통증억제를 지지하는 세로토닌 체계

를 기능적으로 가능하지 않게 한다.4,16)

2. 구강 작열감 증후군

구강작열감 증후군은 임상적인 구강내 점막의 변

화 없이 전신질환 또는 투약으로 인한 주관적인 구강

건조와 미각변화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구강작열감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폐경과

관련된 호르몬 불규형, 걱정 우울 스트레스 공포증

등의 정신적 요인과 신경병증을 포함하고 있다. 많

은 연구에서 구강작열감 증후군을 가진 환자가 신경

병증 징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신경병증 요인은 구

강작열감 증후군 환자에서 감각과 통증역치 변성을

나타나 지지되고 있다.8)

구강작열감 증후군은 다인성 요인에 의해 발생하

며 설말단 신경섬유에서 추삭변성 변화가 있고 특히,

열자극, 냉자극 및 미각 유해수용성 자극의 인지를

포함한 감각변화가 나타났다. 구강작열감 증후군에

서 구심성 감각신경의 가는 섬유에서 기능장애를 나

타내고 영상연구에서 중추신경계 변화가 나타나 삼

차신경의 체성감각에 비정상 가능성도 존재함을 제

시 하였다.

최근 연구에서는 구강작열감증군이 생신 부신 신

경활성 스테로이드 레벨 변성과 관련 있다는 가설이

제시되었다. Woda 등은 만성 불안 스트레스가 부신

스테로이드 조절장애로 결국 부신 스테로이드의 감

소를 가져오고 이것은 피부, 점막 신경계에 신경활성

스테로이드 생산에 변성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폐경

기후 구강작열감 증후군에 대한 관계는 생식스테로

이드의 급격한 감소가 결국 신경활성 스테로이드 생

성에 변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가는

신경 섬유와 체성 감각과 관련된 뇌영역에 신경 퇴행

성 변성을 초래하며, 말초성 변성와 중추성 변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5,6)

구강작열감 증후군의 처치는 신경병증 통증 질환

의 주요 처치로 오랫동안 항우울제가 고려되어왔다.

트라조돈과 위약군과의 비교 실험에서 가시상척도에

8주간 기록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17) 삼환성

항우울제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가 효과

가 있기는 하나 대조군과의 연구에서는 그다지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18) 게다가 항우울제는 졸음, 심혈

관련 문제, 구강건조증등의 부작용이 존재한다. 인지

행동 요법은 아무런 부작용 없이 증상의 감소를 보였

고 게다가 인지 행동요법과 함께 약물 투여 즉, 알파

리포산 복용을 병행할 경우 증상감소에 효과를 보였

다.19,20)

3. 구강 작열감 증후군과 수면

구강작열감 증후군은 혀와 다른 구강 점막에 작열

감을 보이는 임상적으로나 실험실 소견상 이상이 없

고 많은 경우에 구강 건조와 함께 나타난다. 구강작

열감 증후군은 연령증가, 여자, 갱년기와 관련이 깊

고 구강건조, 다양한 투약과 근심과 관련이 있으나

많은 경우에 원인을 알 수 없다. 이러한 구강내 작열

감을 지닌 안면통증은 수면장애에 의해 증상을 야기

하거나 악화시킨다. 수면장애가 구강작열감 증후군

을 초래하거나 악화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N. chainani 등21)의 연구에서

그 전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을 때 구강내 작

열감의 증상이 더 악화됨을 보고하였다. 또한 구강작

열감 증후군을 치료하는 일부의 약제가 수면을 촉진

시킬 수 있으며, 수면과 관련된 변수들이 구강작열감

증후군과 연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에게서 야뇨증은 흔한 문제이며 야뇨증과 수

면장애는 음의 상호작용 관계이다. 야뇨증은 수면

에 영향을 미쳐 수면 장애 증상을 증가시키고 주간

과 야간에 갈증을 유발하여 이것은 특히 노령자에

게 밤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야뇨증을 가진 노

령자에서 구안과 안구 점막에 증상이 증가하고 있

다. 구강 건조증은 야뇨증이 없는 남성군이

15.7%인데 비해 야뇨증이 있는 남성군은 3.7%

여성에서는 야뇨증이 없는 군이 17% 야뇨증이 있

는 군이 56.7%을 보였다.22)

점막과 야간 배뇨 사이의 관계에서 야간배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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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가 증가하는 것은 항이뇨호르몬 체계에 있어

장애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구강작열감 증

후군은 남녀 모두에서 이뇨제복용자에서 증가하고

이것은 야간 다뇨증을 초래하는 negative fluid

balance를 나타내며, 노령자에게서 구강작열감 증

후군 발생에 병인론적 기전 평가에 간과 되어서는

안된다.23)

환자의 거의 절반에서 구강작열감으로 인한 통증

으로 수면에 드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약 15%의 환자는 실험기간의 절반정도에

서 구강작열감으로 인한 통증으로 인해 잠들기 어

렵다고 보고하였다.5,12)

Ⅲ. 고찰 및 결론

구강작열감 증후군은 증상 정도와 경과에 영향을

치치는 여러 요인 중 수면의 기능장애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수면 기능 장애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구강작열감의 증상을 악화시킨다.

만성 통증을 겪는 환자의 2/3가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고 보고되었다.13)

구강 작열감증후군은 구강점막에 나타나는 만성

작열감으로 신경병증 통증으로 여겨지며 정확한 원

인은 알려져 있지 않다. 구강 작열감 증후군은 구

강내 국소적 원인이 존재하는 이차성 구강작열감

증후군은 원인 제거에 따라 증상이 경감되나 많은

경우에서는 임상적으로 구강내 특이 소견이 존재

하지 않는다. 원발성 구강작열감 증후군은 안면통

증의 중추적 원인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육안

적으로 구강점막에 정상 소견을 나타낸다.

구강 작열감 증후군을 평가할 때는 구강외적인

요소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감염이나 알러지 과민

반응 등의 국소적 원인이외에 비티민 결핍여부 폐

경여부와 관련된 호르몬 기능 장애, 정신학적 요인

즉 스트레스 불안 우울에 때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구강작열감 증후군은 혀의 말단에서 감각과 통증

역치 변성이 보이는 신경병증 양태를 나타낸다. 또

한 폐경후에 생식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스테로이드 생성에 변성을 일으켜 작은 신경 섬유

와 체성감각을 담당하는 뇌영역에 신경퇴행성 변성

을 가져온다, 이것은 말초와 중추 신경 모두에 변

성을 초래함을 의미한다.8,15)

만성 통증이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지 수면이 만성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느 쪽이 먼저인지 의미

를 찾을 수는 없지만 만성통증을 지닌 환자에게 수

면에 대한 평가는 간과할 수 없다. 안면영역의 만

성 통증이며 치료에 대한 반응을 예측하기 힘든 구

강작열감 증후군을 평가함에 있어 수면의 평가가

이루어져야한다. 구강작열감을 지닌 일부의 환자들

은 구강내 증상으로 인하여 수면이 힘들다고 하였

다.

구강작열감 증후군에 대한 정신학적 측면의 연구

는 다각적으로 이루워져 왔으며, 구강작열감 환자

들은 건강 염려증, 암공포증과 함께 불안, 우울,

걱정, 근심 등과 만성피로, 수면장애와 다른 부위

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향이 다수 존재한다.11)

구강작열감 증후군의 연구에 있어 생리적, 병리

적 및 정신학적 측면에서 접근이 많이 시도 되었으

나, 수면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현 시점에서 미

약한 편이다.

R. Asplund는 야뇨증이 있는 노령자에게서 구

강작열감 증후군이 증가하는 양상에 대해 보고 하

였으며, 야뇨증은 수면중에 문제를 발생시켜 갈증

을 유발하여 다뇨증을 초래하여 구강작열감을 증가

시킨다고 하였다.23) Wagner J 등은 구강작열감

증후군의 치료에 사용하는 약제가 불면증 처치시에

도 사용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수면을 향상시키는

것이 구강작열감 증후군의 증상 경감에 부분적으로

작용하는 기전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24,25)

Nita Chainani 등은 구강작열감 증후군의 원인

과 처치에 있어 수면의 역할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

며, 구강작열감 증후군 처치에 있어 약물과 더불어

특히 부작용이 미약하게 발생하는 비약물적 접근이

같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제시 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구강작열감 증후군

처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21)

구강작열감 증후군은 주로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

며 60~69세 여성에서 4~12% 발생 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구강작열감 증후군 환자의 약 50% 는 6~7

년 이내에 구강내 작열감 증상이 부분적으로 저절로

감소되었다고 보고되었다. 구강작열감 증후군 환자

의 약 11% 에서는 아무런 처치 없이 완전한 구강내

증상 해소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약 30%의 경우에서

만 처치 여부와 관계없이 증상 차도를 보였다.26) 반면

에 일부의 구강작열감 환자는 가능한 원인요소의 제

거, 투약 및 행동요법 등의 처치에 반응하지 않거나

재발을 초래하여 재내원 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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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심혈관계, 순환계

등의 전신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가 활발

히 이루어지는 지고 여러 결과가 발표된 반면, 수

면이 구강내 질환과 구강작열감 증후군을 포함한

안면통증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각적인 면

에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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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view about effects of sleep disturbances on Burning mouth syndrome.

Hyun-Dae Lim, D.D.S.,Ph.D, You-Mee Lee, D.D.S.,M.S.D.,Ph.D.

Department of Oral medicine, School of Dentistry, Wonkwang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sleep disturbances and Burning mouth syndrome(BMS). BMS

presents as a chronic burning sensation in the oral mucous membrane that is frequently associated with sleep

disturbances. BMS is considered neuropathic pain condition with dysfunction of small diameter afferent sensory fiber.

A review of the studies reveals, BMS suggested peripheral and cental nervous system changes. Sleep disruption or

Rem sleep deprivation cause an inhibition of opioid protein synthesis and a reduced affinity of μ and δ opioid receptors.

Let me say that sleep disturbances suggest a risk factor For BMS and support to evaluate as a part of BMS

treatment. Further study will be required to ascertain the relationship between distruption of sleep continuity or Rem

sleep deprivation and BMS and the evidence of altered neurochemical degeneration of 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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