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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수면호흡장애의 병리기전,

진단 및 치료

박 성 근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목 적

수면호흡장애(Sleep-disordered breathing)는 수면 중 일어나는 다양한

호흡 장애 전체를 말하고, 수면 분절이 유발되는 질환 전체를 의미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지금까지 보고되어 온 많은 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양

한 수면호흡장애의 임상적 특징과 그 중에서 주된 원인인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의 병리기전, 진단 및 치료에 대해 고찰하는데 있다.

방 법

‘Sleep-disordered breathing', ‘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

‘Central sleep apnea syndrome', ‘Upper airway resistance syndrome',

‘Pathophysiology', ‘Polysomnography',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Oral appliance’, ‘Uvulopalatopharyngoplasty', ‘Treatment’ 등

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의학 논문 검색을 하였고, 관련 논문들로부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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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호흡장애의 임상적 특징과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의 병리기전, 진

단 및 치료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고찰하였다.

결 과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의 병리기전으로는 생리학적 기전, 신경학적

기전, 비만과 연관된 기전으로 나눌 수 있다. 생리학적 기전으로는 상기

도의 취약한 해부학적 구조로 인한 환기능력의 불안정성과 수면 시에 상

기도 확장근의 방어적 활성화의 약화가 상호작용함으로서 생기는 결과이

다. 신경학적 기전으로는 수면 무호흡 시에 코골이 등과 같은 진동이 발

생하며 이러한 진동손상이 상기도의 구강인후 및 후두 부위의 신경손상

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비만과 연관된 기전은 비만과 폐쇄성 수면 무호

흡 증후군의 원인, 결과에 있어서 아직 논란이 있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의 진단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수면다원검

사(Polysomnography)를 하는데 이를 통하여 신체로부터 뇌파(EEG), 안

구운동(EOG), 근전도(EMG), 심전도(ECG) 등 다양한 생리적 신호들과

코골이, 호흡 기류, 호흡 운동, 혈중산소포화도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하

게 된다. 그 밖에 기면증 등의 과다 수면증을 보이는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면잠복기반복검사(Multiple sleep latency test, MSLT)를 시

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분석하고 판독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

과 경험을 요구하기 때문에 혈중산소포화도를 이용하는 방법과 심박동

변이율을 분석해서 진단하는 방법, 그리고 손목 부착형 활동기록기와 같

은 이동형 검사기를 이용한 진단법도 활용할 수 있다. 혈중산소포화도를

이용하는 진단법은 수면 중 혈중산소포화도 자체, 단위시간당 혈중산소

포화도 변량의 평균값, 혈중산소포화도가 90% 이하인 수면 시간 비율

등을 이용해서 진단한다. 심박동 변이율을 통한 진단법은 폐쇄성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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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호흡증 환자 군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심박동 패턴을 심전도 신호

를 통해 분석하고 진단하는 방법이다. 이동형 검사기는 보통 수면다원검

사의 보조적인 진단도구로서, 수면다원검사로 얻은 호흡장애지수와 이동

형 검사기로 얻은 자료를 분석해서 나온 수면분절지수와의 상관관계 등

을 이용한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의 치료는 크게 비외과적 치료와 외과적 치

료로 나눌 수 있다. 비외과적 치료는 우선적으로 가장 경미한 증상의 환

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행동조절 요법과 약물 조절 요법을 시작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CPAP), 상기도 폐쇄를 완화시키기 위한 구강 내 장치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행동조절 요법은 체중을 감소시키거나 수면 자세

의 변화를 통해 수면 시에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감소하는 경우 효과적

이다. 약물 조절 요법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 환자에게 효과가 의

문시 되고 있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었다. 환자에 따라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차이가 나고 효과가 입증이 된 약물 또한 제

한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효과가 입증되어 현재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수면 중 상기도 부위에

지속적으로 양압을 공급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 주기적인 상기도 허탈을

막아주고, 수면 각성 억제 효과와 저산소증 예방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

킨다. 그러나 환자의 양압기 사용 순응도가 매우 낮으므로 치료 초기에

환자의 동기유발과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구강 내 장치는 여러 가지

가 있지만 하악이나 혀를 전방으로 이동시키는 장치, 연구개를 거상하는

장치 등이 있다. 이들 모두 궁극적으로는 상기도 폭경의 증가 및 상기도

폐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장치들의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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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마다 다양하고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도 많기 때문에 환자

에게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

외과적 치료로는 편도선 절제술, 고주파온열치료,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

(Uvulopalatopharyngoplasty, UPPP), 기관지 절개술, 진보 이부 성형술,

악교정 수술(Maxillomandibular advancement, MMA) 등이 있다. 이 중

편도선 절제술은 편도가 비대해져 있는 환자에서 시행하는데 대부분 폐

쇄성 수면 무호흡증 진단을 받은 어린이의 경우이다. 고주파온열치료는

심하지 않은 무호흡 환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일차 치료 술식으로서, 외

과 술식 중 침습 정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술식이

다.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은 구개 후방부, 구개수, 편도 및 후인두벽의

과도한 연조직을 제거함으로써 후구개부 기도를 확장시켜 폐쇄 부위를

없애는 술식이다. 진보 이부 성형술은 보통 이 술식만 단독으로 하지 않

고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 또는 악교정 수술과 같이 시행된다. 악교정 수

술은 상기도 부위의 연조직 폐쇄와 부정교합이 함께 있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술식이다. 이러한 외과적 수술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부학적으로 폐쇄되어 있는 부위를 찾는 것이

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의 병리기전에 있어서 비만과 같은 요인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함께 비만의 원인으로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작용하는지, 비만의 결과로서 폐쇄성 수면 무호

흡증이 발생하는지는 논란이 있다. 또한 진단에 있어서 아직 수면다원검

사를 제외한 나머지 진단 방법을 이용해서 진단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많이 존재한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의 치료 시에 많은

환자들이 증상이 호전되고 있지만 반대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순응도가 높지 않은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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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수면호흡장애(Sleep-disordered breathing)는 수면 중 일어나는 다양한

호흡 장애 전체를 의미한다. 분류로는 단순 코골이, 상기도 저항 증후군

(Upper airway resistance syndrome, UARS), 중추성 수면 무호흡 증후

군(Central sleep apnea syndrome, CSAS),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

(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 OSAS)이 있다, 이 질환들은 수면

중 상기도의 저항 증가 또는 폐쇄로 인해 수면 시 각성이 일어나고, 수

면 분절이 유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인 남자의 20% 이상, 여자의

7%이상이 만성적인 수면호흡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데,1 이

환자들은 수면호흡장애로 인한 저산소혈증, 고이산화탄소증, 잦은 수면

각성과 수면 분절로 인한 무기력함을 느낀다. 더 나아가서 고혈압, 심혈

관계질환, 뇌혈관질환에 독립적인 위험인자임도 밝혀지고 있다.2

수면호흡장애에 대한 최근 약 50년 간 논문 투고 빈도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수면호흡장애 관련 논문 투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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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호흡장애를 주제로 한 논문은 1963년부터 시작해서 약 1980년까지

는 연구 빈도가 낮았으나, 질환의 위험성이 꾸준히 제시되면서 최근에는

거의 매해 거의 2000여 편에 달하는 논문이 나오고 있다. 2014년에는 수

면호흡장애를 주제로 한 논문이 2013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이것은

아직 2014년이 다 지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보고되어 온 많은 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면호흡장애의 임상적 특징과 그 중에서 주된 원인인 폐쇄성 수

면 무호흡 증후군의 병리기전, 진단 및 치료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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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1. 수면호흡장애의 분류

미국수면학회(AASM, American Academy of Sleep Medicine)에서 분

류한 수면호흡장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3

(1) 중추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Central sleep apnea syndromes)

1) 원발 중추성 수면 무호흡(Primary central sleep apnea)

2) 체인-스토크스 호흡에 의한 중추성 수면 무호흡(Central sleep apnea

due to Cheyne-Stokes breathing pattern)

3) 고고도주기성 호흡에 의한 중추성 수면 무호흡(Central sleep apnea

due to high altitude periodic breathing)

4) 체인-스토크스 호흡이 아닌 내과질환에 의한 중추성 수면 무호흡

(Central sleep apnea due to a medical condition, not Cheyne-Stokes)

5) 약물 혹은 기타 물질에 의한 중추성 수면 무호흡(Central sleep

apnea due to a drug or substance)

6) 유아의 원발 중추성 수면 무호흡(Primary sleep apnea of infancy)

(2)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s)

1) 성인형 폐쇄성 수면 무호흡(Obstructive sleep apnea, adult)

2) 소아형 폐쇄성 수면 무호흡(Obstructive sleep apnea, pedia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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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면 관련 환기 저하 및 저산소혈증 증후군(Sleep-related

hypoventilation and hypoxemic syndromes)

1) 특발성 수면 관련 비폐쇄성 폐포 환기 저하(Sleep-related

nonobstructive alveolar hypoventilation, idiopathic)

2) 선천적 중추성 폐포 환기 저하 증후군(Congenital central alveolar

hypoventilation syndrome)

(4) 내과 질환에 의한 수면 관련 환기 저하 및 저산소혈증(Sleep-related

hypoventilation and hypoxemia due to a medical condition)

1) 폐의 조직실질 또는 혈관병리에 의한 수면 관련 환기 저하 또는 저

산소혈증(Sleep-related hypoventilation or hypoxemia due to pulmonary

parenchymal or vascular pathology)

2) 하기도 폐쇄에 의한 수면 관련 환기 저하 또는 저산소혈증

(Sleep-related hypoventilation or hypoxemia due to lower airways

obstruction)

3) 신경근육 혹은 흉벽 장애에 의한 수면 관련 환기 저하 또는 저산소

혈증(Sleep-related hypoventilation or hypoxemia due to neuromuscular

or chest wall disorders)

(5) 기타 다른 수면호흡장애(Other sleep-related breathing disorder)

특징 지어지지 않은 수면 무호흡 또는 수면호흡장애(Sleep apnea or

sleep-related breathing disorder, unspec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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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면호흡장애의 임상적 특징

(1) 중추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Central sleep apnea syndromes)

1) 원발 중추성 수면 무호흡(Primary central sleep apnea)

원발 중추성 수면 무호흡은 수면중 호흡을 하기 위한 노력이 없고 호흡

이 반복적으로 중단되는 것이 특징이다.4 아직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다. 주간 졸림이 잦고, 불면, 수면 중 호흡 곤란 증상이 있다. 환자의

과탄산혈증(Hypercapnic) 증상은 없다. 진단 검사 시, 수면다원검사에 의

해 환자의 수면 중 무호흡 횟수가 시간당 5회 이상이어야 한다.

2) 체인-스토크스 호흡에 의한 중추성 수면 무호흡(Central sleep apnea

due to Cheyne-Stokes breathing pattern)

체인-스토크스 호흡에 의한 중추성 수면 무호흡은 호흡의 진폭이 주기

적인데, 그 변화는 크레센도(점점 세게)-데크레센도(점점 여리게)의 양상

을 나타낸다.5 또한 무호흡 혹은 호흡의 저하와 지속적인 과호흡이 교대

로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패턴을 띈다. 이러한 패턴은 렘수면에서는 관찰

되지 않고 비렘수면에서만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심부전, 뇌혈관 관련

장애, 신부전 등의 질환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6

3) 고고도주기성 호흡에 의한 중추성 수면 무호흡(Central sleep apnea

due to high altitude periodic breathing)

고고도주기성 호흡에 의한 중추성 수면 무호흡은 무호흡과 저호흡의 순

환 주기로 인해 환자가 수면에 방해를 받는 질환으로, 환자의 환기 노력

은 없다.7,8 전형적인 순환 범위는 주기로 12초와 34초의 범위이다. 진단

시에, 시간 당 5회 이상의 중추성 수면 무호흡을 나타내야 한다. 보통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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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7,600미터보다 더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호흡 양상을 나타

낸다.

4) 약물 혹은 기타 물질에 의한 중추성 수면 무호흡(Central sleep

apnea due to a drug or substance)

약물 혹은 기타 물질에 의한 중추성 수면 무호흡은 이차적으로 보통 오

피오이드(Opioid)를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한 경우와 연관이 있다.7,9 오피

오이드는 복측의 연수에 존재하는 뮤 수용기가 활성화 되면서 호흡을 방

해한다. 진단했을 때, 중추성 무호흡 지수가 5 이상이어야 한다.

5) 유아의 원발 중추성 수면 무호흡(Primary sleep apnea in infancy)

유아의 원발 중추성 수면 무호흡은 조산아에서 가끔 나타나는 미숙아

무호흡과 같은 호흡기 조절 장애이다.8,10 그러나 유아에게도 쉽게 나타날

수 있다(유아 무호흡). 유아의 신체적 발달상 나타나는 수도 있으며, 이

차적으로 다른 장애로 인해 관찰될 수도 있다. 진단 시, 무호흡이 20초

이상 나타나야 한다.

(2)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s)

1) 성인형 폐쇄성 수면 무호흡(Obstructive sleep apnea, adult)

성인형 폐쇄성 수면 무호흡은 무호흡이 계속해서 발생하거나 상기도가

부분적으로 폐쇄됨으로써 저호흡이 나타난다.11,12 이것은 때때로 혈중 산

소포화도의 감소와 연관이 있다. 전형적으로 코골이 및 수면 방해가 관

찰된다. 진단 시, 환자의 수면 중 시간당 5회 이상의 호흡 장애(무호흡,

저호흡, 상기도 저항 증후군)가 관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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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아형 폐쇄성 수면 무호흡(Obstructive sleep apnea, pediatric)

성인형 폐쇄성 수면 무호흡과 비교 시에 비슷한 증상이 관찰되지만, 각

성의 역치가 높기 때문에 피질의 각성은 나타나지 않는다.13,14 진단 시,

수면 중에 시간 당 두 회에 걸쳐 호흡기가 순환하는 동안 최소 한 번의

상기도 폐쇄가 나타나야 한다.

(3) 수면 관련 환기 저하 및 저산소혈증 증후군(Sleep-related

hypoventilation and hypoxemic syndromes)

1) 특발성 수면 관련 비폐쇄성 폐포 환기 저하(Sleep-related

nonobstructive alveolar hypoventilation, idiopathic)

특발성 수면 관련 비폐쇄성 폐포 환기 저하는 폐포의 환기 저하로 인해

수면과 연관된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환자의 폐

기능은 정상이다.

2) 선천적 중추성 폐포 환기 저하 증후군(Congenital central alveolar

hypoventilation syndrome)

선천적 중추성 폐포 환기 저하 증후군은 유아의 환자에 있어서 호흡이

중추적으로 자동 조절할 수 없는 상태이다.15,16 환자는 갑작스러운 무호

흡을 보이거나 얕고 불규칙한 호흡을 보인다. 환기 저하의 시작은 유아

기부터이고, 수면 중 증상이 각성 중인 상태보다 심하다.

(4) 내과 질환에 의한 수면 관련 환기 저하 및 저산소혈증(Sleep-related

hypoventilation and hypoxemia due to a medical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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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의 조직실질 또는 혈관병리에 의한 수면 관련 환기 저하 또는 저

산소혈증(Sleep-related hypoventilation or hypoxemia due to pulmonary

parenchymal or vascular pathology)

폐의 조직실질 또는 혈관병리에 의한 수면 관련 환기 저하 또는 저산소

혈증은 간질성 폐 질환으로 인한 장애가 원인이 되어 나타난다.17 간질성

폐 질환으로는 보통 간질성 폐렴, 겸상적혈구빈혈, 또는 기타 혈색소병증

등이 대표적이다.18

2) 하기도 폐쇄에 의한 수면 관련 환기 저하 또는 저산소혈증

(Sleep-related hypoventilation or hypoxemia due to lower airways

obstruction)

하기도 폐쇄에 의한 수면 관련 환기 저하 또는 저산소혈증은 하기도 질

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관찰된다. 일반적인 하기도 질환으로는 폐기

종,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낭성섬유증 등이 있다.

3) 신경근육 혹은 흉벽 장애에 의한 수면 관련 환기 저하 또는 저산소

혈증(Sleep-related hypoventilation or hypoxemia due to neuromuscular

or chest wall disorders)

신경근육 혹은 흉벽 장애에 의한 수면 관련 환기 저하 또는 저산소혈증

은 신경근병, 척추측만증, 또는 척추후만증과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서 나타난다.19-24202122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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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의 병리기전

(1) 생리학적 기전

상기도의 기본적인 해부학적 형태는 불안정하다. 그에 따라 환기능력이

감소되기 쉽고, 수면 시에 상기도가 폐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상기

도 확장근의 방어 작용이 약화된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은 이러한 요인

들이 상호작용함으로서 생기는 결과이다.25 과거에는 상기도 확장근이 능

동적으로 수축되면서 이러한 증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수

동적인 수축 작용으로 발생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26

폐쇄성 수면 무호흡의 환기능력 감소 기전은 다음과 같다.

1) 수면에 들면 먼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교감신경은 비활성화 된

다.

2) 숨을 참으면 인체는 그에 대한 방어 작용으로 산소를 보존하기 위해

심박수를 감소시키고 혈관들은 수축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체의 작용을

다이빙반사라고 한다.27 수면 중 상기도 확장근의 긴장도가 떨어져서 기

도 폐쇄가 일어나면 다이빙반사에 의해 심박수가 감소되고 혈관 수축이

일어난다.28 따라서 혈중 산소포화도가 감소하고 이산화탄소 포화도는 증

가하게 되고 호흡을 하기 위한 노력 또한 증가하게 되면서 수면에서 깨

는 양상을 나타낸다.

3) 수면 무호흡이 발생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 된다. 이때 수면에서 각

성이 되는 순간이 가장 교감신경이 활성화 되어있다.29 각성이 되면 상기

도 확장근 긴장도가 증가해서 기도가 확장되면서 호흡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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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흡 후에 교감신경의 활성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교감신경에서

나온 신경전달물질이 사라질 때까지 교감신경의 활성은 유지된다.29

5) 호흡이 발생한 처음 순간에는 다이빙반사에 의해 감소되어 있던 심

박수가 아주 빠르게 증가한 상태이다. 교감신경 활성화에 의해 혈관 수

축은 지속되어 혈압이 순간적으로 증가한다.29

6) 여러번 호흡이 지속되면 교감신경이 다시 비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심박수는 감소하고 혈관은 확장된다. 그에 따라 혈압이 감소되

고 혈중 산소포화도 또한 원래대로 돌아온다.

7) 호흡 지속으로 인해 각성되어 있던 뇌가 다시 수면상태로 진행된다.

수면상태에서는 상기도 확장근의 긴장도가 감소한다. 그리고 다시 기도

가 막혀 수면무호흡이 발생하는 기전이 계속된다.

또한 하지부분에 압력을 가하면 연조직의 부피가 증가해서 상기도를 압

박하게 된다.30 그 결과 상기도 부분의 표면장력이 증가하게 되고, 흡기

시 음압 증가와 베르누이 효과의 동반으로 인해 상기도의 허탈이 발생한

다.

(2) 신경학적 기전

최근 논문들에 의하면 폐쇄성 수면 무호흡의 병리기전이 신경학적 기전

에 근거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라는 견해가 늘어가고 있다.31,32 비강양

압호흡을 통해 신경 손상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상기도의 감각 신경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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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발견되었다.33 이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으로 인

해 누적된 상기도의 신경 손상이 비가역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기도 확장근은 수면 조절 뉴런과 음압반사 신경회로, 호흡 조절 뉴런

의 작용에 의해 조절되는데 이것들은 설하신경핵의 지배를 받는다. 보통

시상하부 내복측핵을 경유해서 설하신경핵에 전달되는 수면 조절 뉴런

체계는 수면 시에 약화되는데, 코골이와 같은 진동으로 인해 상기도 주

변에 신경학적 손상이 발생하면 음압반사 신경회로를 경유해서 설하신경

핵에 전달되는 메카니즘이 더욱 약화된다.25 즉, 코골이와 같은 진동, 외

인성 수축 등이 발생하면 상기도에 외상으로 작용해서 염증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상기도의 신경이 손상되고 인두 확장근 부근의 음압을 감지

하는 감각 기전에 저하가 발생하여 빠르게 각성이 일어난다. 결과적으로

상기도 확장 능력이 떨어지고 폐쇄성 수면 무호흡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모든 폐쇄성 수면 무호흡 환자에서 신경학적 기전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특정 환자 군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34

(3) 비만과 연관된 기전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의 병리기전에 있어서 비만과 같은 요인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함께 비만의 원인으로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작용하는지, 비만의 결과로서 폐쇄성 수면 무호

흡증이 발생하는지는 논란이 있다.35 폐쇄성 수면 무호흡의 결과로서 비

만이 생기는 기전은 다음과 같다. 먼저 폐쇄성 수면 무호흡으로 인해 야

간에 수면 중 잦은 각성이 일어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체 활동이 감

소되고 몸의 전반적인 대사 이상이 진행되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한다.



- 12 -

결국 비만을 초래하게 되고 심혈관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36

폐쇄성 수면 무호흡의 원인으로서 비만이 작용하는 기전은, 비만이 되

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우리 몸에 전반적으로 지방이 축적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의 축적은 상기도 확장근 내에도 적용되어 상기도 근

육의 기능이 떨어진다. 또한 복부 비만이 발생하면 흉곽이 압력을 받고

기관 견인을 감소시킨다. 이것이 또 다른 원인이 되어서 상기도를 폐쇄

시킬 수 있다.37

그 밖에 폐쇄성 수면 무호흡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전

신 상태의 변화가 있다.38,39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직접적으

로 밝혀지진 않았다. 따라서 비만이 폐쇄성 수면 무호흡에 어떤 기전으

로 작용하는지, 그 외의 전신 질환의 작용 기전 등은 좀 더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4.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의 진단

국제 수면 질환 분류(The I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leep

Disorders-2nd edition, ICSD-2)에 의한 성인의 폐쇄성 수면 무호흡 진

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40

1. 주간 졸림 및 개운하지 않은 수면 또는 불면증.

2. 수면 중 호흡 정지, 질식감.

3. 같이 자는 사람이 시끄러운 코골이 또는 호흡 장애를 느끼는 경우.

4. 수면다원검사시에 시간당 5회 이상의 무호흡(Apnea) 또는 저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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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pnea), RERA(Respiratory effort-related arousals)가 관찰됨과 동

시에 호흡 장애 기간 중 호흡 노력이 있는 경우.

여기서 무호흡이란, 입과 코와 같은 호흡 기관에서 공기 흐름이 10초 이

상 멈춘 경우를 말한다. 저호흡이란, 기류는 50% 이상 감소하지만 기도

내의 기류가 멈추지 않으면서 혈중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

다.

또한 환자가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수면다원검사 상으로 시간당 15회

이상의 무호흡, 저호흡, RERA가 있음과 동시에 호흡 장애 기간 중 호흡

노력이 있다면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다.40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의 진단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다.

(1) 수면다원검사

현재 임상에서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을 진단할 때 가장 많이 이용

하는 진단법이다. 이 진단법 이외에도 많은 연구를 통해 환자의 다양한

신체 상태와 지수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면

다원검사를 대체할만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다. 수면다원검사의

기록 방법과 종류 등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록 방법

1. 뇌파(EEG, Electro-encephalogram)

뇌파는 수면다원검사에서 수면의 단계 결정을 위한 기본적인 구성요소

이다.41,42 미국수면학회에서 새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일반적으

로 F4-M1, C4-M1, O2-M1의 세 채널을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표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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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속도는 10mm/sec이고 뇌전증파 등과 같은 뇌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30mm/sec로 변환해야 한다.

2. 안전위도(EOG, Electro-oculography)

안전위도는 관구의 운동을 기록하는 것으로 입면의 단계로 넘어갈 때나

렘수면에서의 안구 움직임 변화를 확인한다. 각막근처에 양(Positive)전

위, 망막근처에 음(Negative)전위가 발생하는데, 안구 운동에 따라 전위

차가 변한다. 전위차의 변화는 전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근전도(EMG, Electro-myography)

근전도는 일반적으로 턱, 앞정강근, 늑간의 3군데 위치에서 측정한다.

턱은 렘수면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용되고 앞정강근은 주기적 사지 운동

증(PLMS, Periodic limb movement during sleep)을 확인하는데 이용된

다. 또한 늑간은 호흡 노력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된다. 그 밖에 이

갈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근(Masseter muscle)에 추가 전극을 붙여

줄 수도 있다. 근전도 기록 시 전극의 임피던스는 최대 5K 이하로 한다.

4. 심전도(EKG, Electro-cardiography)

심전도는 수면 검사시 한 채널을 이용해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복장뼈

부위와 흉부 바깥 부위에 각각 하나씩 전극을 붙여서 확인한다. 심전도

를 통해 부정맥의 여부와 심장박동 변화를 확인한다. 만약 수면 검사 중

이상이 있으면 재빨리 깨우거나 응급 처치를 해야 한다.

5. 공기 흐름(Airflow)

공기의 흐름을 이용해 호흡의 변화를 감지하고 기록한다. 크게 두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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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으로 들숨과 날숨시의 온도 차를

측정한 뒤 측정값을 전기적인 저항으로 변환하는 서미스터(Thermistor)

장치를 이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공기 속도의 변화를 감지

해서 측정하는 비강압전환기(Nasal pressure transducer)를 이용하는 것

이다.43 두가지 방법 모두 이용 가능하나 비강압전환기를 이용하는 경우

에는 구호흡을 할 경우 무호흡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기 속도

변화를 측정하기 때문에 호흡으로 인한 것이 아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기가 쉽다. 따라서 두가지 방법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6. 산소포화도(Oxygen saturation)

산소포화도 측정 시에는 일반적으로 손가락에 센서를 끼운다. 가끔 귀

끝에 끼우는 경우도 있다. 측정 원리는 산소헤모글로빈(Oxyhemoglobin)

과 탈산소헤모글로빈(Deoxyhemoglobin)의 흡광도 차이를 이용하는 것이

다. 산소포화도는 수면 시 무호흡이 심한 환자를 가려내는 척도로 이용

되는 지표이다.

7. 호기시 이산화탄소(Expired carbon dioxide)

호기말 이산화탄소의 분압을 측정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게 된

다. 수면 중 저호흡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경우, 폐쇄성 수면 무호흡이 심

한 경우, 기저폐질환의 유무를 확인해야 할 경우에 유용하다.

8. 호흡 노력(Respiratory effort)

호흡 노력을 측정하기 위해 환자는 벨트를 두개를 착용하게 되는데 하

나는 가슴에 착용하고 남은 하나는 복부에 착용한다. 벨트는 수면 중 환

자의 호흡에 최대한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탄력성이 좋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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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 벨트에는 압전 압력측정기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것은 호흡 시

에 가슴과 배의 둘레 길이와 압력 변화등과 같은 물리적 변화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키는 장치이다.43

무호흡이나 저호흡이 중추성인지 폐쇄성인지 감별하기 위한 경우나 상

기도에 저항이 증가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할 때 식도의 압력 측정이

가능한 식도압 감시 센서를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센서를 착용한

환자는 불편감이 심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뚜렷한 목적이 있을 경우

에만 제한해서 착용하는 것이 좋다.

9. 자세(Body position)

일반적으로 환자의 흉부에 부착시켜 수면 시 환자의 자세와 위치를 파

악한다. 수면 무호흡의 경우에는 앙와위(Supine position)의 자세에서 무

호흡의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면 중 지속적인 자세 및 몸

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수면 호흡의 양상을 확인한다.

10. 환자 감시(Patient monitoring)

수면 시 환자의 모습, 사지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특히 사건수면

(Parasomnia)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 환자 감시를 위

한 장치는 적외선 촬영 장치가 동반되어 있어 어두운 곳에서도 환자의

움직임을 잘 볼 수 있어야 한다.

2) 수면다원검사의 종류

수면다원검사는 후반부에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로 압력을 조절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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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기본적 수면다원검사(Standard polysomnography)이고, 다른 하

나는 분할 수면다원검사(Split night polysomnography)이다.

1. 기본적 수면다원검사

가장 일반적인 수면다원검사 방법이다. 환자는 여러 가지 측정 장치들

을 몸에 장착하고 불을 끄고 누워서 잔다. 그리고 입면 전 단계부터 최

종 각성 후 깨어날 때까지 총 수면 과정을 단계별로 관찰하고 기록한다.

수면 단계별 차지하는 비율을 알 수 있다. 최소 6시간은 시행하도록 한

다.

2. 분할 수면다원검사

폐쇄성 수면 무호흡이나 코골이 환자의 경우 수면 전반부 약 3시간 동

안 수면 무호흡의 양상과 코골이 정도를 파악하고, 후반부에서는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을 시행해서 적당한 압력을 맞추는 과정의 검사이다. 이

검사를 통해 수면 무호흡의 진단 뿐 아니라 치료까지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본적 수면다원검사에 비해서 수면 구조를 확인하

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검사 비용 대비 효

과가 커서 최근에는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다.44,45

3) 수면 단계 결정 및 분류

수면 검사 시에는 정의된 시간 단위가 있는데, 30초 단위를 한 에포크

(Epoch)라고 한다. 그리고 이 에포크가 수면 단계 중 어디에 위치해 있

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스테이징(staging)이라고 한다.

수면의 단계는 크게 각성 상태, 비렘수면(Non-REM sleep, NREM), 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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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Rapid eye movement sleep: REM)의 3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자

세한 수면 단계를 분류해보면 아래 표 1과 같다.46

4) 수면다원검사의 적응증

미국수면학회에서 정한 수면다원검사의 적응증은 다음과 같다.47

1. 수면 관련 호흡 장애(Sleep related breathing disorders)

2. 기타 호흡기 장애(Other respiratory disorders)

각성단계
Alpha파(8～13 Hz), Beta파(13～35Hz), 총 수면 단계의

5% 이하, 안구 운동의 수의적 조절 가능.

1단계
Theta파(4～7 Hz), 총 수면 단계의 2～5%, 안구 운동이

느림, 각성에 대한 역치 낮음.

2단계
Spindle(12～14 Hz), K-complex, 총 수면 단계의

45～50%, 안구 운동 거의 관찰되지 않음.

3단계

Delta파(2～4 Hz)가 20～50%(Epoch)범위 내에서 관찰,

총 수면 단계의 3～8%, 안구 운동 관찰되지 않음. 근육은

이완상태임.

4단계 Delta파가 50%(Epoch)이상, 총 수면 단계의 10～15%.

REM 수면

Beta파, Theta파, 총 수면 단계의 20～25%, 빠른 안구

운동이 특징적, 신체 근육 무력 상태, 호흡과 맥박이

불규칙, 자율신경계 활동 증가, 수면 후반기에 주로

나타남.

NREM 수면
성인 수면의 약 75～80%, 1단계～4단계까지의 수면을

총괄하여 지침.

[표 2] 수면단계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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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면 관련 발작 장애(Sleep related seizure disorders)

4. 주기성 사지 운동 장애(Periodic limb movement sleep disorders)

5. 하지불안증후군(Restless legs syndrome)

6. 기면증(Narcolepsy)

7. 사건수면(Parasomnias)

8. 일주기 리듬 수면 장애(Circadian rhythm sleep disorders)

9. 불면을 동반한 우울증(Depression with insomnia)

5) 수면다원검사를 일반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다.47

1. 만성 폐 질환을 진단할 경우

2.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고, 전형적이며, 진단이 명확할 때 무해한 사

건수면이 일어나는 경우

3. 수면 장애와 관련 있는 호소가 없는 발작 환자의 경우

4. 하지불안증후군의 진단 및 치료

5. 일주기 리듬 수면 장애의 진단

6. 우울증 진단의 확진

(2) 수면잠복기반복검사

낮 동안 각성을 일으키는 요인을 제거한 경우 주간 졸림을 측정하는 검

사이다. 이 검사를 통해서 기면증 등과 같은 과다 수면증의 질환을 진단

할 수 있다. 전날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한 후, 그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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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매 2시간마다 반복 시행한다. 일반적으로 9시나 10시에 시행하는데 9

시에 시작하는 경우에는 9시, 11시, 13시, 15시, 17시에 진행하고, 10시에

시작하는 경우에는 10시, 12시, 14시, 16시, 18시 순으로 진행한다.48,49 환

자에게 약 한달 전부터 미리 수면 일지를 작성하게 해서 검사 전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도록 한다.

야간에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수면잠복기반복검사만 할 경우

졸음의 심한 정도는 확인 가능하나, 졸음의 원인은 파악하기 힘들다. 일

반적으로 야간 수면다원검사 실시 후 수면잠복기반복검사를 시행하는데,

야간 수면다원검사를 끝내기 위해 인위적으로 깨우면 그 후에 진행하는

수면잠복기반복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하

도록 한다. 또한 심한 육체적 활동은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

므로 주의하게 한다.

수면잠복기반복검사는 뇌파, 안구운동, 턱근전도를 기록한다. 먼저 환자

를 수면에 들도록 만든 후, 수면에 들게 되면 15분 동안 관찰한다. 관찰

시에 환자가 렘수면까지 진행되는지 확인한다. 만약 수면 후 15분 이내

에 렘수면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렘수면의 첫 번째 에포크가 시작되는 경

우, 환자가 20분 이내에 잠들지 못하는 경우는 검사를 종료하도록 한다.

총 5회로 나누어 실시한 검사 결과를 모아서 각각 횟수별로 수면잠복기

(Sleep latency)와 렘잠복기(REM latency)를 구한다. 여기서 수면잠복기

란, 불을 끈 이후에 수면까지 도달한 시간이고 렘잠복기란, 수면에 도달

한 순간부터 렘수면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걸린 시간을 말한다. 이렇게

구해진 시간들을 평균 내어서 나와 있는 기준 값과 비교해 본다.50 정상

인의 경우 수면잠복기는 10분 이상이고, 렘수면까지는 도달하지 않는다.

야간 수면다원검사 시에 별다른 병적 소견이 없었고, 수면 시간도 충분

했을 경우, 평균 수면잠복기가 8분을 넘지 못했거나, 렘잠복기가 15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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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 짧은(SOREM, Sleep onset REM) 경우가 5회 중 2회 이상 해당되

면 기면증으로 진단 가능한 소견이다.51,52

(3) 혈중산소포화도검사를 이용한 진단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해 현재까지 존재하는 가장

좋은 진단법은 수면다원검사이다. 그러나 이 검사는 숙련된 전문인을 필

요로 하고 검사 비용도 상대적으로 고가이다. 게다가 하룻밤을 검사실에

서 자야 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부담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단

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 혈중산소포화도검사를 이

용한 진단은 그러한 노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진단과 관련해

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Cooper 등은 중등도와 고도의 폐쇄성 수면 무호흡 환자를 진단하는 데

에 있어서 혈중산소포화도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53 Douglas

등은 수면무호흡증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 중 약 60% 정도만 혈중산소포

화도를 이용해 선별이 가능하다고 하였다.54 Ham 등의 연구에서는 혈중

산소포화도, 구호흡과 비호흡, 심박동수의 3가지 자료를 함께 분석해서

수면무호흡 환자의 97.3%를 선별할 수 있었다.55 그밖에 혈중산소포화도

감소와 환자에게 임상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종합해서 수면무호흡증 진

단을 시도한 연구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진단 방법들은 수면다원검사

를 대체하기에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Pepin 등은 단위시간당 혈중산소포화도 변량의 평균값을 delta index라

고 정의하여 수면무호흡의 진단을 시도하였는데, 진단의 민감도가 높게

관찰되었다.56 윤탁 등의 연구에서는 더 많은 혈중산소포화도 관련 지수

를 이용하였다.57 먼저 환자 개개인의 혈중산소포화도 값이 평균 혈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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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화도 값보다 3%, 4%, 5%, 6%, 7%, 8% 이상 감소되었을 때와 그

기간이 각각 4초, 8초, 12초, 16초, 20초 이상인 경우의 발생 횟수를 저하

지수(dip index)라고 정의하였다.57 그리고 이 값들을 수면다원검사에서

나온 호흡장애지수와 연관시켜서 그 관계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는 평

균 혈중산소포화도 자체를 이용해서 수면다원검사에 의한 진단 결과와

비교하였다. 세 번째로 수면 중 혈중산소포화도가 90% 이하인 수면 시

간의 비율을 구해서 수면다원검사에 의한 진단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수면무호흡증을 진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나 수

면무호흡증의 선별 검사정도로만 활용할 수 있는 한계점을 나타내었다.57

(4) 심박동 변이율 분석을 이용한 진단

심박동 변이율을 통한 진단법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환자 군에서 특

징적으로 나타나는 심박동 패턴을 심전도 신호를 통해 분석하고 진단하

는 방법이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폐쇄성 무호흡 증후군의 생리학적

기전과 연관되어 있다. 수면 중 무호흡이나 저호흡이 진행되면서 혈중산

소포화도가 감소하게 되고, 그에 따른 자율신경계의 변화가 생긴다. 이

때 자율신경계의 변화에 따른 심박동의 변이율을 분석하면 환자의 수면

시 폐쇄성 무호흡 구간을 파악할 수 있다. Ye 등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

환자의 심박동 변이율을 시간대와 주파수대별로 분석해서 폐색 구간을

파악하였다.58 그러나 이러한 심박동 변이율을 통한 진단 역시 폐쇄성 무

호흡 증후군이라는 질환 자체를 진단하기 보다는 폐쇄성 무호흡을 확인

하기 위한 지표 정도로만 활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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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동형 검사기를 이용한 진단

수면다원검사의 단점으로 앞서 여러 가지 단점들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단점들 외에 다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경우에 수

면다원검사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그에 대한 대안으

로 이동형 검사기를 이용해 진단을 시도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

동형 검사기의 가장 큰 장점은 환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59 또한 수면다원검사에 비해 경제적으로도 저

렴하고, 수면과 각성을 분별하는 정확도도 높은 편이다. Kripke 등은 정

상인 5명에게 이동형 검사기 중 하나인 활동기록기를 손목에 부착한 후

부착된 활동기록기를 통해 손목 활동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뇌파를

측정해서 얻어진 결과를 활동기록기에서 얻은 결과와 비교하였는데, 상

관계수가 0.98로서 진단으로서의 정확도와 가능성을 제시하였다.60 그 외

에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61,62 Aubert Tulkens 등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활동기록기를 통해 얻어진 수면 분절의 자료들을 분석해서 수면

분절지수(Sleep fragment index)를 도출하였고,63 Im 등의 연구에서는 수

면분절지수를 이용해서 활동기록기의 진단 가능성을 제시하였다.64

활동기록기와 같은 이동형 검사기를 이용한 진단 방법 또한 현재 다른

진단법과 마찬가지로 수면다원검사를 위한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

다. 하지만 향후에 연구가 더 진행되면 이동형 검사기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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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의 치료

(1) 비외과적 치료

1) 행동 조절 요법

일반적으로 행동 조절을 통해 치료할 수 있는 환자들의 증상은 경미한

수면 무호흡을 나타날 때이다.65 첫 번째로 체중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

는데, 체중이 많이 나가면 상기도 부위와 폐에 압박이 가해져 수면 무호

흡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66 체중 감소를 위해 음식 조절, 운동, 최면

용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된다. 특히 운동은 체중 감량 뿐만 아니라

폐활량을 증가시키고 몸에 있는 근육의 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61

Strohl 등의 연구에서는 비만 자체로서 수면 무호흡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고,67 Peppard 등은 체중이 10% 줄어듬에 따라 무호흡-저호

흡 지수(Apnea-hypopnea index, AHI)가 26% 줄어들며 1%의 체중 변화

가 무호흡-저호흡 지수를 3% 변화시킨다고 하였다.68

두 번째로 수면 자세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등을 바닥에 대고 바

로 누워자는 앙와위 자세는 혈중산소포화도를 낮추고 코골음이 커지며

수면시 더 많은 각성을 일으킬 수 있다.69 또한 중력에 의해 인후부에 있

는 구성 조직들이 후방으로 이동하여 상기도의 폭경을 감소시켜 수면 무

호흡이 심해질 수 있다.70 따라서 옆으로 자는 자세인 측와위(Lateral

decubitus position)나 상체를 좀 더 위로 올리는 반입위(Semiupright

position) 자세로 수면을 하는 것이 좋다.71,72 수면 무호흡 증후군 환자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베개, 허리띠와 같은 도구들을 이용하거나 공 넣은

주머니를 등 뒤에 부착하는 방법을 통해 앙와위를 방지할 수 있다.73 그

리고 이를 통해 폐 용적과 신경근육학적 활동, 기도의 폭경을 증가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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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크기를 유지해 기도 폐쇄를 막을 수 있다.74 그러나 일부 연구들에

서 측와위 상태로 수면 시,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단지 일부분의 증상

완화를 시켰다는 결과 보고가 있다.69 따라서 환자 군을 잘 선별하는 것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약물 조절 요법

약물에 의한 조절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 환자에게 큰 효과가 없다는 연

구 결과들이 많다. 환자에 따라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차이가 나고 효과가 입증이 된 약물 또한 제한적이다. 따라서 증상이 경

미한 환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

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75-777677

Paroxetine과 fluoxetine과 같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SSRIs)는 체내에서 세로토닌

전달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를 이용해서 폐쇄성 수면 무호흡 환자의

상기도 개방성을 증가시키고 야간 수면 호흡을 개선시켰다는 연구 결과

들이 있다.78-807980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증상 완화 효과 외에 증

상 개선 정도는 크지 않고 부작용의 위험이 클 수 있다고 하였다.73-75

노르아드레날린성 선택적 세로토닌성 항우울제(Noradrenergic and

selective serotonergic antidepressant)인 mirtazapine 약물이 폐쇄성 수

면 무호흡 증후군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도 있다.81 연구

결과는 위약을 투여한 군(Placebo group)과 비교 시, 증상 개선 정도에

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고 오히려 체중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겨 증상

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68

일반적으로 알코올, 진정제, 수면제, 항경련제, 항히스타민제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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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는 수면 중 호흡 중추를 억제하거나 몸의 근육 긴장도를 전반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61 그러나 진정제 중 하나인

eszopiclone을 처음 짧은 기간만 사용한 경우, 환자의 지속적 상기도 양

압술에 대한 순응도를 높여 폐쇄성 수면 무호흡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

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82

Protriptyline과 같은 삼환계 항우울제(Tricyclic antidepressant)는 진정

작용이 없고 렘수면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해서 렘수면시에 심해지는 수

면 무호흡의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 그 밖에 다른 삼환계 항우울제도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작용으로는 변비와 구강이

건조해 질 수 있고, 남자에게는 요축적 및 발기 부전이 발생할 수 있

다.83

Modafinil은 각성을 촉진시키는 약제로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 등의 치

료를 했는데도 주간 졸음증이 계속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약제이다. 이

약제를 사용하면 주간 졸음증은 향상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수면 무호

흡을 치료하는 효과는 없다. 따라서 수면 무호흡 치료 시에 이 약물 하

나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작용으로 비염, 두통, 혈압 상승 등이 나타

날 수 있다.84

Medroxyprogesterone은 상기도의 근육 긴장도를 높이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혈중 탄산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탄산혈증이 있는 경우 중추성 환

기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폐쇄성 수면 무호흡 환자의 생리

학적 기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혈중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다. 부작용으로 혈전색전증, 성기능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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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을 이용한 치료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은 현재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의 치료 중 효

과가 가장 좋다고 알려진 치료법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치료를 받게 되

는 환자는 코에 마스크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통해 상기도 부위에 계속해

서 양압을 공급 받는다.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수

면다원검사를 해서 공급할 적정 압력을 구해야 한다.75 여기서 적정압력

이란, 총 수면 과정 중 코골이를 포함해서 일어날 수 있는 수면 무호흡

관련 증상을 없앨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을 의미한다.

치료 시에 마스크에서 공기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최근에

는 마스크의 물성이 좋아져서 이러한 경우는 많이 감소하였다.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을 이용하면 비강의 점막과 목 부분이 건조해질 수 있고,

비울혈 등의 자극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86 실제로 양압기에서 공급되는

압력이 점막들을 자극해서 혈관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

다.87 이러한 증상의 환자들에게는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 장치에 따로 부착하거나, 항히스타민제, 부신피질 호르몬

제를 국소적으로 투여할 수 있다.75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 치료는 환자들의 순응도가 다른 치료에 비해서

떨어지는 편이다. Han 등의 연구에서는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 치료 초

기 1개월 이내에 중단하는 비율이 51.2%로 매우 높았다.88 순응도가 떨

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장치 착용의 불편감을 들 수 있고, 그 외에 비용

또한 수술 비용 보다도 높기 때문에 환자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거부하

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치료 효과가 매우 좋다는 것을 잘 상기시켜서

환자의 동기 유발을 끌어올리고, 수반되는 어려움들을 잘 이해시키는 등

미리 환자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89-919091

환자의 동기 유발 및 교육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 치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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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적응하지 못하는 환자의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흡기 압력과

호기 압력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Bilevel positive airway

pressure(BiPAP)와 같은 장치92나 Autotitrating positive airway

pressure(Auto PAP) 라는 압력 변동 장치를 사용해 볼 수 있다.93

한번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 치료를 할 때에는 최소 4시간 이상은 시행

해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94 울혈성 심질환 또는 허혈성

심부전증을 같이 앓고 있는 환자에게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되었다.95

그 밖에 상기도 저항 증후군, 고혈압, 뇌졸중, 불면 및 우울증 등이 있는

환자들에게도 시행할 수 있다.45

4) 구강 내 장치를 이용한 치료

구강 내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하악 재위치 또는 전방 이동

장치, 혀 전방 유지 장치, 연구개 거상 장치,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 장치

와 결합된 구강 내 장치로 나눌 수 있다.96 이 장치들은 모두 수면 시에

상기도를 넓히기 위해 하악이나 혀를 재위치 시키는 작용을 한다. 일반

적으로 하악 전방 이동 장치와 혀 전방 유지 장치가 많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코골이와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에 모두 효과가 있는

하악 전방 이동 장치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97 하악 전방 이동 장치

를 사용한 연구 결과에서 경미하거나 중등도의 폐쇄성 수면 무호흡 환자

는 약 70% 내지 80%의 치료 성공률을 나타냈고, 중증의 폐쇄성 수면

무호흡 환자에게는 약 40%의 치료 성공률을 나타내었다.97

구강 내 장치가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에 비해서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

는 연구 보고들이 있다.98-10199100101그러나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은 환자들의

순응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그 외 비용 등의 여러 요인들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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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으로 비교했을 때 환자의 만족도는 더 높다고 한다.102 그리고 경도

또는 중등도 폐쇄성 수면 무호흡 환자에게 수술과 구강 내 장치의 효과

를 비교한 연구도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구강 내 장치가 더 좋다는 결과

가 나왔다.103

구강 내 장치가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에 비해서 순응도가 좋다고 하지

만, 32명의 남자 환자를 대상으로 4년간 추적조사를 한 연구에서는 부정

적인 결과 또한 보고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1년이 지났을 때 환자의 구

강 내 장치 사용 비율은 82%였는데 4년이 지난 후 62%까지 사용 비율

이 떨어졌다.104 또한 구강 내 장치의 부작용으로 과도한 타액 분비, 구

역질, 혀와 목의 건조함, 교합 이상, 치아와 악관절 통증, 불면증 그리고

극단적으로 하악의 위치 변화 등이 있다.105 따라서 구강 내 장치의 적응

증에 해당하는 환자의 선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각 환자 별로 적용

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강 내 장치의 일반적인

적응증으로는 경도, 중등도의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 환자 또는 지

속적 상기도 양압술 치료에 부적합한 환자의 경우이다.106 나이가 젊고,

비만하지 않으며 목 둘레와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작을수록 치료의 예

후가 좋다.75

(2) 외과적 치료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 환자들 중 앞선 비외과적 치료에 효과가 없

거나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 외과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외과적 치료에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의 치료 술식으로 많이 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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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과 그 밖에 편도선 절제술, 고주파온열치료, 기

관지 절개술, 진보 이부 성형술, 악교정 수술 등 여러 가지 술식이 있

다.107 환자의 상황 별로 다양한 술식들을 적용할 수 있지만, 모든 수술

법의 공통점은 기도가 폐쇄된 부위를 잘 찾아내야 한다는 점이다.108 악

교정 수술을 제외한 나머지 수술들은 모두 폐쇄된 특정 부위를 넓히는

수술이다. 기도 폐쇄 부위를 찾아낸 후 폐쇄된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 내

는 것이 이러한 수술의 공통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술 전 환

자는 수술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몸 상태를 가져야 하고, 해부학적으로

어느 부분이 폐쇄되어 있는지 확인 가능해야 한다.108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은 구개 후방부, 구개수, 편도 및 후인두벽의 과도

한 연조직을 제거함으로써 후구개부 기도를 확장시켜 폐쇄 부위를 없애

는 술식이다.109,110 일반적으로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 치료 부적응 환자

의 경우, 구인두 부위가 해부학적으로 막혀있는 경우, 그리고 무호흡지수

가 20 이상이거나, 혈중 산소포화도가 80% 이하인 중등도 이상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에 적용한다.108 경도 및 중등도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 환자에게 50% 내외의 성공률이 보고되었는데,111 수술 중 조직을

과도하게 절단 시 구개인두폐쇄부전증(Velopharyngeal insufficiency,

VPI)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111 그 외에 연하 작용의 어려움, 수술

부위의 건조감, 비인두협착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112,113 He 등의 연

구114와 Keenan 등의 연구115에서는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의 효과가 지

속적 상기도 양압술에 비해서 차이가 없다고 하였고, 초기에는 치료가

잘 되었으나 후에 재발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보고가 있다.116 이러한 합

병증을 최소화 하기 위해 Powell 등의 연구에서는 구개수구개피판술

(uvulopalatal flap, UPF)을 만들었다.117 그 이후 Li 등은 좀 더 변형시킨

확대 구개수구개피판술(extended uvulopalatal flap, EUPF)를 만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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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8 Kim 등은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의 합병증 예방을 위해 고안된 확

대 구개수구개피판술을 통해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동안에 특별한 합병

증 없이 치료가 잘 된 증례를 보고하였다.119

편도선 절제술은 편도가 비대해져 있는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데, 이 술식을 할 정도로 편도가 비대해져 있는 환자는 대부분의 경우

어린 아이가 많다. 따라서 이 술식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 진단을

받은 어린 아이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고주파온열치료는 100,000Hz 이상의 고주파를 이용한다. 이 고주파를

연조직에 가하면 열을 받은 연조직은 수축하게 된다. 따라서 비대해져

있는 연조직을 수축 시킬 수 있고 무호흡이 개선될 수 있다.120 이 술식

은 외과적 술식 중 침습 정도가 낮은 편이므로 다른 술식에 비해 안전하

다.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연구개의 건조감, 이물감 등이 있

을 수 있다. 또한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과 같은 술식보다는 효과가 떨어

질 수 있다.107

기관지 절개술은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과 같은 비외과적 치료법과 구개

수구개인두성형술 등 여러 가지 수술법의 발달로 인해 최근에는 거의 하

지 않는 술식으로, 역사적으로는 수면 무호흡에 대한 최초의 수술법이

다.108 심한 비만 환자이거나 얼굴에 기형이 심한 경우, 수면 시에 최저

혈중 산소포화도가 50% 이하로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증상이 심한 경우

는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술 후 생활에 제약을 많이 받고, 수술

자체의 위험성과 합병증 등 부작용도 클 수 있어서 일차적 수술 치료로

시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108

진보 이부 성형술은 턱설근(genioglossus muscle)을 앞으로 꺼내 하악

과 혀의 위치를 변화시켜주는 술식이다.107 보통 이 술식만 단독으로 하

진 않고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이나 악교정 수술과 같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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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교정 수술은 상기도 부위의 연조직 폐쇄와 치아의 부정교합이 동반된

경우 적용할 수 있다.107 상, 하악을 모두 앞으로 꺼내 상기도 전체를 확

장시키는 술식으로 최근에 그 증례가 늘어나고 있다. 양악을 전진시킴으

로써, 구개인두근육들의 긴장성을 높이고, 인두벽이 협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수술 자체는 위험할 수 있고 매우 침습적이나, 치료 효과가 좋

을 뿐만 아니라, 합병증 및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기관지 절개술

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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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의 병리기전으로는 생리학적 기전, 신경학적

기전, 비만과 연관된 기전 등이 있다. 다양한 가능성 있는 병리기전들의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비만과 같은 요인이 직접적인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는지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와 함께 비

만의 원인으로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작용하는지, 비만의 결과로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하는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향후에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면 이것과 관련된 기전에 대해서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 유추해 봤을 때, 어느 한 병리 기

전으로만 진행될 것이라기보다는 가능한 병리 기전들이 유기적으로 작용

해서 질환이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의 진단으로는 수면다원검사, 수면잠복기반

복검사, 혈중 산소포화도를 이용한 진단, 심박동 변이율 분석을 이용한

진단, 이동형 검사기를 이용한 진단 등이 있다. 수면다원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진단 방법들은 그 자체만 가지고 진단을 하기에는 아직 한계점이

많이 있다. 하지만 수면다원검사보다 간단하면서도 환자가 편하게 검사

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최근에는 이동형

수면다원검사법이 나오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진단적으로 의미가 있다

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치료에 있어서는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을 비롯한 여러 가지 비외과적

치료법들과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 이외에 여러 가지 외과적 치료법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비외과적 치료를 시도해보고 안되는 경우 외과적 치료

를 시행하게 된다. 최근에는 미적인 관심이 대두되면서 악교정 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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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한 폐쇄성 수면 무호흡 치료의 증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어떠한 치료에 있어서든지 치료 후 증상의 별다른 변화가 없거나 오히

려 부작용이나 합병증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 비외과적

치료 중 가장 많이 시행되고 효과 또한 탁월하다는 지속적 상기도 양압

술 치료는 환자의 순응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고, 외과적 치료 중 대

표적 수술인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은 대부분의 연구 결과 수술 성공률이

50% 내외였다. 전반적으로 수술에 대한 장기적 추적 조사(follow-up)의

연구 결과도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먼저 환자 군 선별을 잘 하고,

환자의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 그에 알맞은 치료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거기서 그치지 말고 환자의 예후를 오랜 시간동안 관찰하는 것이 치료의

장기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필수 요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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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Sleep-disordered breathing refers to the various respiratory disorders

that occur during sleep, and it means the whole diseases that cause

sleep fragment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into the divers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leep-disordered breathing based on many studies.

Furthermore it contains the study of the pathophysiology,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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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reatment of 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 the main causes

of sleep-disoredered breathing.

Materials and methods

This paper was carried out by searching medical papers, focused on

the keywords including ‘Sleep-disordered breathing', ‘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 ‘Central sleep apnea syndrome', ‘Upper airway

resistance syndrome', ‘Pathophysiology', ‘Polysomnography',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Oral appliance’,

‘Uvulopalatopharyngoplasty', ‘Treatment’. and performing to review

overall studies. They are involved in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leep-disordered breathing and the pathophysiology, diagnosis, and

treatment of 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

Results

Pathophysiology of 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 can be divided

into mechanisms associated with the physiological, neurological

mechanisms, obesity. Physiological mechanism is the result of

interaction with instability of the ventilation ability caused by the

vulnerable anatomy of upper respiratory tract and weakening of the

defensive activation of the extension muscles to upper respiratory

tract during sleep. Neurological mechanism is that the vibration is

occurred when sleep apnea and it is caused in the damage to larynx

and pharynx of upper respiratory tract. Consequently, it generates the

nerve damage. Mechanisms associated with obesity are st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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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versial in the cause-and-effect of obesity and 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

For the diagnosis of 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

polysomnography is conducted generally. Through this, various

physiological signals, such as electroencephalogram,

electrooculography, electromyography, Electro-cardiography, and

snoring, respiratory airflow, respiratory movement and blood oxygen

saturation are overall recorded. If other cases that exhibit excessive

sleep disorders such as narcolepsy symptoms are high possibility,

multiple sleep latency test can be also performed. However, in order

to analysis and translate them, it requires expert skills and

experience. As a result, using a blood oxygen saturation, analysis of

heartbeat rate changes and using a portable tester such as

wrist-mounted activity record device can be utilized for diagnosis.

The diagnosis method of using a blood oxygen saturation is utilized

by the blood oxygen saturation itself, the average value of the

variance in the blood oxygen saturation and sleep time ratio of 90%

or less the blood oxygen saturation. The diagnosis method of

analyzing heartbeat rate changes is applied for analyzing

characterized heartbeat patterns in obstructive sleep apnea patient

groups. The method of using a portable tester can be utilized usually

as adjunctive diagnostic tool for polysomnography. It is applied for

correlation between respiratory disturbance index obtained by analysis

of polysomnography and sleep fragmentation index obtained by

analyzing portable tester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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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eatments of 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 can be divided

into non-surgical treatments and surgical treatments. Behavior

adjustment therapy and regulating drug therapy of non-surgical

treatments can be applied to patients in the slightest symptoms.

Using the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method is most

commonly used. The intra-oral device can also be used for alleviation

of upper airway closure. Behavior adjustment therapy is effective if

apnea-hypopnea index decreased through reducing the weight or the

change in the sleeping position. The result of study has been reported

that the effect of regulating drug therapy is questionable to

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 patients. Even if it is effective in

some patients, it depends on the patient's status. And the drugs

being proven effective are limited. Thus, it should be always careful.

The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method is demonstrated for

the effectiveness and it is currently the most widely used. This

method is supplied to positive airway pressure in the upper

respiratory tract areas. It lead to prevent the periodic upper airway

collapse and alleviate the symptoms of sleep arousal and hypoxia.

However, the patients' compliance of a positive airway pressure

device is very low, the motivation and education should be

essentially.

There are many different types of Intra-oral devices. The devices

that moves the position of mandible or tongue forward and soft

palate upward. All of these ultimately serves to increase the width of

upper airway tract and reduce the collapse of it. But, th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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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se devices has to be careful when applying to the patient,

because the effects of them are diverse and many variables can

affect the status of patients up to now.

There are several kinds of surgical treatments such as tonsillectomy,

high frequency heat treatment, uvulopalatopharyngoplasty,

tracheostomy, advance genioplasty, maxillomandibular advancement

and so on. Among them, tonsillectomy is operated in case of

hypertrophy of tonsil. In most cases, they are correspond to the

children received the diagnosis of obstructive sleep apnea. The high

frequency heat treatment is an ideal primary treatment technique for

mild apnea patients. This procedure is relatively low degree of

invasiveness of surgical procedures, so it can be safely.

Uvulopalatopharyngoplasty is the operation that eliminates the excess

soft tissue of areas at the posterior palate, uvula, tonsil and the wall

of posterior pharynx. Consequently, it expands the posterior palatal

airway and eliminates the collapsed area. Advancement genioplasty is

the procedure that is not only performed alone, but

uvulopalatopharyngoplasty or orthognathic surgery are performed as

follows. Maxillomandibular advancement is a procedure that can be

applied to patients with 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 suffering

from soft tissue closure and malocclusion together. The most

important thing in such surgical operations is to find the areas that

are anatomically close.

In the pathophysiology of 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 whether

the factor such as obesity is the direct factor or not is controvers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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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 to now. In addition, it is also controversial whether 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 works as a cause of obesity or occurs as a

result of obesity.

In the diagnosis, using other diagnostic methods except

polysomnography, there are a lot of existence of limitations.

In cases of the treatment of 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

symptoms of many patients have been improved, but conversely there

are some cases that the symptoms get worse. The portion of

patients' compliance is also important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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