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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Patients with 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 (OSAS) show variety of dysfunctions in cognitions 

including general cognitive function, attention, and frontal lobe and executive function. However, there is no consensus 

on the main features of the cognitive dysfunction in OSAS patients. So we performed neuropsychological tests and 

event-related potential (ERP) studies in patients with severe OSAS to evaluate the cognitive dysfunctions and changes 

of auditory and visual P300.

Methods: Twenty-eight men with severe OSAS (apnea hypopnea index (AHI)=63.1±17.8/hr) and 16 age, sex, education- 

matched normal controls (AHI=2.9±1.8/hr) underwent neuropsychological tests and ERP studies.

Results: Patients with severe OSAS showed deficits in corsi block forward and backward test during neuropsychological 

evaluation, and delayed latency and decreased amplitude of auditory P300.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auditory P300 amplitudes and digit span forward or corsi block forward test scores, and between visual 

P300 amplitudes and digit symbol test scores.

Conclusio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evere OSAS patients may have deficits in attention and short-term 

memory, and abnormal auditory P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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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폐쇄수면무호흡증후군(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 

OSAS)은 수면 중 상기도 폐쇄로 인해 발생하는 무호흡과 저호

흡을 특징으로 한다.1-3 무호흡과 저호흡은 수면 중 저산소증과 

빈번한 각성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주간 졸음증과 인지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인지장애의 종류와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OSAS 환자에서 주로 보고되는 인

지장애는 일반 인지능력,4,5 주의력,4,5 기억력,5 집행기능 저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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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다.

하지만 OSAS 환자의 인지장애에 대한 이전 연구들에서 연구

자마다 조금씩 다른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된 결

과는 없는 상태이다. 한 연구에서 유의하게 저하된 인지장애가 

다른 연구에서는 의미가 없는 등 연구자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

는데, 이것은 각 연구마다 환자군의 선정 방법, 환자군의 수, 사

용된 인지기능 검사 등이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되고 있다.6,7 

인지장애를 평가하기 위한 보조적인 방법으로 사건유발전위

(event related potential, ERP)가 이용되고 있다. 사건유발전

위는 1960년대부터 치매 환자의 진단을 위해 보조적으로 이용

되었다. 정상인과 비교하여 치매 환자에서 P300 잠복기(latency)

가 증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8 이후 여러 보고에서 인지장애에

서 사건유발전위의 진폭(amplitude)이 줄어들고 잠복기가 증가

하는 것으로 밝혀져, 사건유발전위는 인지능력을 검사하기 위

한 방법으로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8

사건유발전위는 주어진 자극에 대한 반응을 처리하는 과정에 

필요한 주의력과 기억력을 검사하는 데 유용하여, 신경과와 정

신과 질환 환자의 진단에 널리 쓰이고 있다.8 또한 사건유발전

위는 부분적으로 피질하 구조(subcortical structure)에서 발생

하므로 신경심리 검사로 감지되지 못하는 인지장애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9

하지만 사건유발전위는 사용 범위가 제한적인데, 그 이유는 

검사의 정상치 범위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검사실마다 검사 방

법이 다르기 때문이다.8 또한 대부분의 뇌기능 장애가 주의력과 

단기 기억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건유발전위에서 이상을 

유발하므로 진단적 특이성(specificity)이 낮다.8

OSAS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전 연구에서 사건유발전위는 대

부분 P300 잠복기가 증가하고9-15 진폭이 감소하는13 특징을 보

였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보고도 있어16 일관된 결과는 없는 

상태이다.

최근 OSAS 환자들에서 주의력이 인지장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고,1,2,17 사건유발전위는 주의력과 

단기 기억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므로,8 두 검사를 동시에 시

행하여 결과를 비교한다면 OSAS 환자의 인지장애 양상을 파악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증 OSAS 환자를 

대상으로 신경심리 검사와 사건유발전위 검사를 동시에 시행

하여 OSAS와 관련된 인지장애의 특성을 알아보고, 그 결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1. 대상

본 연구는 무호흡-저호흡 지수(apnea-hypopnea index, AHI)

가 30 이상인 중증 OSAS 환자 28명과 이들과 나이, 성별, 학력

을 맞춘 정상인 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군은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수면무호흡, 코

골이, 주간 졸음증 등의 증상으로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수면장

애클리닉을 처음으로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모든 

환자에서 수면다원 검사, 신경심리 검사 및 사건유발전위 검사

를 시행하였다.

정상군은 삼성서울병원에 근무하는 직원과 공고를 통하여 모

집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정상군은 수면 설문지에서 수면

장애의 증상을 호소하지 않고, 휴대용 호흡감시기구(portable 

respiratory monitoring device)를 통하여 확인된 AHI가 5 미

만인 사람이었다. 사건유발전위 검사는 정상군 16명 모두에서, 

신경심리 검사는 16명 중 3명을 제외한 13명에서 하였다.

환자군과 정상군은 모두 남성이었고, 과거력에서 뇌졸중이

나 뇌출혈을 포함한 신경계 질환 및 심혈관계 질환의 병력이 

있거나, 인지능력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하였고, 검사 시행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검사에 참여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2. 방법

1) 야간수면다원 검사(overnight polysomnography)

환자군 전원에 대하여 하룻밤 동안 수면다원 검사를 시행하

였다. 검사는 평소 환자가 자고 깨는 시간에 맞추어 저녁 10시

경에서 오전 8시 사이에 이루어졌다. 검사 시작 전에 수면 설문

지 조사를 하였고, 설문지는 Epworth Sleepiness Scale (ESS)

와 평소 수면 습관 및 커피, 술, 수면제 복용 여부에 대한 질문

을 포함하였다.

수면다원 검사는 Alice-3 system (Healthdyne, USA)과

SomnologicaTM (Embla, USA) 두 가지 장비를 이용하였다. 검

사 항목은 기본적으로 4채널의 뇌파(C3-A2, C4-A1, O1-A2, 

O2-A1), 2-4채널의 눈전위도(electro-oculogram), 1채널의 

턱근전도(chin EMG) 및 호흡과 관련하여 공기흐름측정(airflow 

monitoring), 산소포화도(oxygen saturation)와 비강공기압

측정(nasal pressure monitoring), 그 외에 흉부와 복부의 움

직임 측정, 늑간근 근전도(intercostalmuscle electromyo-

gram), 코골이의 양과 크기 측정, 움직임 센서를 통한 다리의 

움직임 측정 등을 포함하였다.

무호흡은 공기 흐름이 90% 이상 감소한 상태가 10초 이상 지

속될 때로 정의하였고, 저호흡은 공기 흐름이 50% 이상 90% 미

만으로 감소한 상태가 10초 이상 지속된 경우 혹은 공기 흐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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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없이도 혈중 산소포화도가 4% 이상 감소하고 각성이 동반

된 경우로 정의하였다. AHI는 시간당 발생한 무호흡과 저호

흡의 합의 평균으로, 각성 지수(arousal index)는 시간당 뇌파

에서 각성이 발생한 횟수로 정하였다.

2) 휴대용 호흡감시기구(portable respiratory monitoring 

device, MESAM IV)

정상군 전원에 대하여 휴대용 호흡감시기구로 수면 중 AHI, 

코골이 정도, 수면 중 체위 등의 항목을 검사하였다. MESAM 

IV와 야간수면다원 검사의 일치도 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의 대

상이 된 28명의 중증 OSAS 환자를 제외한 20명의 OSAS 환자

를 대상으로 두 검사를 시행 후 AHI를 구하였다. MESAM IV의 

자체 분석 소프트웨어에 의한 AHI와 MESAM IV의 결과를 수면 

전문의가 직접 분석한 AHI, 야간수면다원 검사로 구한 AHI 간

의 일치도 평가에서 intraclass 상관계수는 0.7558 (95% CI = 

0.5671, 0.8846)으로 높은 일치도를 보여 수면무호흡의 선별 

검사(screening)로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3) 신경심리 검사(neuropsychological tests)

신경심리 검사와 사건유발전위 검사는 같은 날 시행하였으

며, 사건유발전위 검사를 먼저 시행하고 신경심리 검사를 시행

하였다. 두 검사 사이에는 3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두었다. 검사

는 외부 자극이 없는 조용한 방에서 시행하였고, 오전 8시와 

9시 사이에 시작해서 가급적 오전에 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

였다. 식사 시간 바로 이후에는 검사를 하지 않았다. 검사 시작 

전에 피검자의 Stanford Sleepiness Scale (이하, SSS)를 측정

하여 주간 졸음증 정도를 확인하였다.

신경심리 검사는 modified Samsung Neuropsychological 

Screening Battery (SNSB)를 사용하였고, 일반 인지능력(general 

cognitive function), 주의력(attention), 전두엽 기능 및 실행 

능력(frontal lobe and executive function), 기억력(memory), 

기분(mood) 등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되었다. 피검자가 검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각 항목마다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항목에 따라서 예비 연습을 시행하여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

도록 격려하였다. 검사 당일에는 술, 담배, 커피 및 중추 신경계

에 영향을 주는 음식이나 약물을 복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4) 사건유발전위(event-related potential)

사건유발전위의 측정을 위해 국제 10-20 체계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32개의 전극이 붙어 있는 모자를 사용하였다. 전극은 

FP1, FP2, F7, F3, FZ, F4, F8, FC3, FCZ, FC4, T7, C3, CZ, 

C4, T8, TP7, CP3, CPZ, CP4, TP8, P7, P3, PZ, P4, P8, O1, 

OZ, O2를 활동 전극(active electrodes)으로, A1과 A2를 기준 

전극(reference electrodes)으로 사용하였다.

사건유발전위는 시각과 청각, 두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시각유발전위에서 피검자는 허리를 바로 세운 편안한 자세로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원을 보도록 하였고, 청각유발전위에서

는 이어폰을 통해 소리를 들려주었다. 청각유발전위 검사에서 

자극 강도는 청력 문턱보다 70 dB이 높도록 하였다. 눈을 감거

나 뜨는 것은 환자가 편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였지만, 검사 

중 눈의 움직임으로 인해 인공음영(artifact)이 생기는 경우 눈

을 감고 이완하도록 하였다.

자극 방법은 oddball paradigm으로 자극은 표적 자극(target 

stimuli)과 비표적 자극(non-target stimuli) 2가지로 구성되

었다. 표적 자극은 20%, 비표적 자극은 80%의 빈도로 임의적으

로 주어졌다. 청각유발전위에서는 2 KHz 음(tone)의 소리가 표

적 자극이고, 1 KHz 음의 소리가 비표적 자극이며, 시각유발전

위에서는 10 cm 크기의 원이 표적 자극이고, 4 cm 크기의 원이 

비표적 자극이었다. 피검자에게는 표적 자극이 주어진 경우 버

튼을 누르도록 지시하였다.

P300 전위는 표적 자극이 주어진 시점부터 250~600 ms 사

이의 파형 중 가장 양전위의 정점(positive peak)으로 정의하

였다. 각 전극마다 P300 전위의 잠복기와 진폭을 구하였다. 파

형이 선명하지 않거나 양전위의 정점이 잠복기 범위(latency 

window)를 벗어날 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0~30개의 인공

음영이 없는 파형을 평균하여 최종 잠복기와 진폭을 구하였다. 

반응 시간은 자극이 주어진 후 피검자가 버튼을 누르기까지의 

시간이며, 올바른 반응인 경우만 파형을 분석하였다.

3. 자료 분석

통계 분석은 SPSS 13.0 버전을 사용하였다. 변수들이 정규

분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Shapiro-wilk 검정을 시행

하였고, 환자군과 정상군의 연령과 교육 수준은 t-검정으로 

평균을 비교하였다. 신경심리 검사의 각 항목에 대하여 결과의 

평균을 구하고, Mann-Whitney U 검정으로 두 군 간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사건유발전위에서는 환자군과 정상군의 잠복기와 진폭을 

비교하기 위해 각 전극마다 잠복기와 진폭의 평균을 Mann- 

Whitney U 검정으로 비교하였다. 또한 개인마다 모든 전극의 

잠복기와 진폭의 평균을 구하였고, 각 군마다 이를 모두 더하여 

두 군의 잠복기와 진폭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평균의 비교를 위

해 Shapiro-wilk 검정을 시행하여 정규분포 여부를 확인한 후 

t-검정 혹은 Mann-Whitney U 검정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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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results of the overnight polysomnography in patients 
with OSAS (n=28)

Mean±SD
Sleep latency (min)  7.1±6.0
Sleep efficiency (%) 85.0±10.1
AHI 60.3±18.5
AHI (supine) 63.1±17.8
AI 53.4±16.7
WASO 13.1±10.1
Desaturation (%) 71.7±12.3
PLM index  5.5±15.3
MAI  0.5±1.7
Stage 1 (%) 39.9±16.0
Stage 2 (%) 45.2±14.3
Stage 3/4 (%)  2.2±3.9
REM sleep (%) 12.5±5.4
AHI; Apnea Hypopnea Index, AI; Arousal Index, MAI; Movement 
Arousal Index, OSAS; 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 PLM; 
Periodic Limb Movement, REM; Rapid Eye Movement, SD; 
standard deviation, WASO; Wakefulness After Sleep Onset.

Table 2. The results of the neuropsychological tests in patients with OSAS (n=28) and controls (n=13)

Control OSAS p-value
General
cognitive
function

K-MMSE  29.4±0.7  29.1±1.3 0.91
FSIQ short form 117.7±9.7 117.4±12.3 0.98
Raven’s colored progressive matrics  32.5±4.7  33.1±2.8 0.98

Attention
and
frontal lobe
function

Digit span forward   9.2±1.7   8.6±2.5 0.52
Digit span backward   7.9±1.4   7.8±2.0 0.75
Corsi block forward   9.9±1.6   8.5±2.2 0.03a

Corsi block backward  10.2±0.6   8.4±1.7 <0.001a

Trail making test A (sec)  31.2±8.6  35.3±10.6 0.13
Trail making test B (sec)  69.5±18.8  78.1±24.5 0.35
Digit symbol test  62.4±10.6  57.6±13.0 0.33
WCST category   5.0±1.8   5.3±1.7 0.56
WCST correct  68.2±8.2  68.7±8.2 0.91
WCST perseverative responses  15.7±14.4  16.0±17.7 0.81
WCST perseverative errors  14.6±13.5  14.2±14.3 0.88
Stroop word correct responses 112.0±0.0 112.0±0.0 1.00
Stroop color correct responses 105.8±12.5 104.1±13.3 0.50
COWAT phonemic word fluency  33.4±10.4  29.7±11.7 0.35
COWAT semantic word fluency  36.7±8.0  33.1±6.7 0.13

Memory K-CVLT total  53.8±8.5  49.6±9.0 0.25
K-CVLT short delay free recall  10.9±2.7  10.5±2.9 0.71
K-CVLT long delay free recall  11.5±2.7  11.2±2.6 0.84
K-CVLT recognition  14.7±1.4  14.6±1.4 0.95
Rey figure copy  35.6±0.7  34.9±2.1 0.62
Rey figure immediate recall  25.7±5.5  22.2±6.0 0.11
Rey figure delayed recall  23.9±5.4  22.1±5.7 0.48
Rey figure recognition  20.8±1.6  19.4±2.0 0.051

Mood Beck depression inventory   7.1±7.4   6.3±5.3 0.82
COWAT; Controlled Oral Word Association Test, FSIQ; Full Scale IQ, K-CVLT; Korean version of California Verbal Learning Test, 
K-MMSE; Korean version of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OSAS; 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 WCST; Wisconsin Card Sorting Test. 
ap<0.05

신경심리 검사와 사건유발전위의 연관성을 보기 위해 개인별

로 구한 모든 전극의 청각 및 시각 P300의 평균 잠복기와 진폭

의 값을 수면다원 검사 및 신경심리 검사 결과와 Spearman 상

관분석을 시행하였다. p<0.05인 경우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  과

1. 연구 대상의 특성

환자군과 정상군은 모두 남성이었다. 환자군의 연령은 44.4± 

5.6세, 정상군의 연령은 44.9±5.5세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p=0.89). 교육 수준에서는 환자군의 학력이 15.0± 

2.5년으로 15.8±2.4년인 정상군의 학력보다 약간 낮았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40).

수면다원 검사 전 시행한 수면 설문지에서 환자군의 ESS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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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results of event-related potential studies in OSAS patients (n=28) and controls (n=16)

Control OSAS p-value
Auditory P300 latency (msec) 356.5±24.8 375.5±24.5 0.02a*

Auditory P300 amplitude (μV)   9.0±2.4   7.1±2.5 0.02b*

Visual P300 latency (msec) 375.7±26.1 386.9±27.1 0.32b

Visual P300 amplitude (μV)   9.6±2.9   8.0±3.0 0.09a

Each value indicates the mean value of P300 latency or amplitude at all electrodes. OSAS; 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 aIndependent 
T test, bMann-Whitney U test. *p<0.05

A B

C D

Figure. Comparison of P300 latency and amplitude between patients with OSAS and controls at each electrodes. A; Auditory P300 
latency, B; Auditory P300 amplitude, C; Visual P300 latency, D; Visual P300 amplitude. *p<0.05

수는 13.4±5.0점으로 평균적으로 중등도의 주간 졸음증을 호

소한 반면 정상군의 ESS 점수는 평균 6.4±3.2점으로 정상 범

위에 속해 두 군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신경심

리 검사와 사건유발전위 검사 전에 시행한 환자군의 SSS 점수

는 2.58±1.1점으로 정상군의 SSS 점수인 2.31±1.75점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p=0.26).

비만 정도는 body mass index (BMI)로 비교하였고, 환자군의 

BMI는 27.1±2.5 kg/m2로 정상군의 BMI인 23.4±2.2 kg/m2

보다 높아 환자군은 정상군보다 비만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p<0.001).

2. 수면다원 검사

환자군의 평균 AHI는 60.3±18.5/hr로 높았고, 모두 중증 

OSAS로 진단되었다. 또한 환자군 모두 중등도 혹은 중증의 코

골이를 동반하였고, 수면 중 최저 산소포화도는 71.7±12.3%로 

감소되어 있었다. 1단계 수면이 정상에 비해 증가하였고, 3, 4

단계 수면은 감소하였다. 반면 정상군의 AHI는 2.9±1.8/hr로 

정상 범위였다(Table 1).

3. 신경심리 검사

신경심리 검사 결과 corsi block forward 검사와 corsi 

block backward 검사 점수가 OSAS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감소

하였다. 전두엽 기능 및 실행능력, 기억력에서 전반적으로 OSAS 

환자군이 정상군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일반 인지능력에 있어서는 두 군에서 비슷한 점수를 보

여주었다.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점수는 정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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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s between event-related potentials and neuropsychological tests in patients with OSAS (n=28)

AP latency AP amplitude VP latency VP amplitude
General
cognitive
function

K-MMSE -0.15 0.08 0.17 0.17
FSIQ short form 0.06 0.06 0.17 0.15
Raven’s colored progressive matrics 0.01 -0.09 0.22 0.15

Attention
and
frontal lobe
function

Digit span forward -0.10 0.42* 0.04 0.33
Digit span backward 0.11 0.20 0.23 0.14
Corsi block forward 0.21 0.41* 0.22 0.30
Corsi block backward 0.02 0.30 0.21 0.31
Trail making test A (sec) 0.20 -0.11 0.01 0.03
Trail making test B (sec) 0.25 -0.32 -0.15 -0.29
Digit symbol test -0.24 0.30 0.01 0.42*

WCST category -0.12 -0.11 0.29 0.05
WCST correct -0.27 -0.17 -0.18 -0.16
WCST perseverative responses -0.02 0.08 -0.17 -0.04
WCST perseverative errors 0.01 0.11 -0.17 -0.03
Stroop word correct responses 0 0 0 0
Stroop color correct responses 0.25 0.11 0.21 0.18
COWAT phonemic word fluency 0.01 0.36 -0.04 0.30
COWAT semantic word fluency -0.13 0.22 0.10 0.23

Memory K-CVLT total 0.15 0.36 0.29 0.30
K-CVLT short delay free recall 0.22 0.19 0.15 0.21
K-CVLT long delay free recall 0.03 0.32 0.10 0.33
K-CVLT recognition 0.15 0.00 0.15 0.06
Rey figure copy 0.05 0.03 0.05 -0.07
Rey figure immediate recall 0.15 -0.08 0.15 0.02
Rey figure delayed recall 0.04 -0.10 0.24 -0.02
Rey figure recognition 0.08 0.26 0.28 0.13

Each value means correlation coefficient r. AP; Auditory P300, COWAT; Controlled Oral Word Association Test, FSIQ; Full Scale IQ, 
K-CVLT; Korean version of California Verbal Learning Test, K-MMSE; Korean version of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OSAS; 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 VP; Visual P300, WCST; Wisconsin Card Sorting Test. *p<0.05

및 환자군 모두 정상 소견을 보여 우울증은 관찰되지 않았다

(Table 2).

4. 사건유발전위

OSAS 환자군이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청각 P300의 평균 

잠복기는 연장되고, 평균 진폭은 감소된 소견을 보였다(Table 

3). 시각 P300에서도 평균 잠복기 연장 및 진폭 감소 소견을 보

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두 군의 개별 전극 간 

비교에서 청각 P300의 잠복기는 FZ, FC3, FCZ, C3, CZ, CP3, 

CPZ, CP4, P3, PZ, P4 전극에서, 진폭은 CPZ, PZ 전극에서, 

시각 P300의 잠복기는 FC4 전극에서, 진폭은 T7 전극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여 전반적으로 중심-마루엽 부위의 전극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ig.).

5. 신경심리 검사와 사건유발전위의 상관관계

P300 잠복기 및 진폭은 AHI, 각성 지수, 산소포화도 90% 

미만 시간/전체 수면 시간(%), 최저 산소포화도, 수면 3/4 단계

의 비율 및 렘수면(rapid eye movement sleep, REM sleep)의 

비율 등 수면다원 검사상의 임상 지표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

었다. 신경심리 검사와의 비교에서는 청각 P300의 진폭과 digit 

span forward (r=0.42), corsi block forward (r=0.41) 검사 

점수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시각 P300의 진폭과 

digit symbol 검사(r=0.42) 점수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었다(Table 4). 즉, digit span forward, corsi block forward, 

digit symbol 검사들에서 낮은 점수를 가진 환자일수록 P300

의 진폭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고  찰

본 연구에서 OSAS 환자는 정상군에 비해 신경심리 검사에서 

corsi block forward/backward 검사상 낮은 점수를 보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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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유발전위에서 청각 P300의 잠복기가 증가되고 진폭이 감

소된 소견을 보였다. 또한, P300 진폭의 감소는 digit span 

forward, corsi block forward, digit symbol 검사상 낮은 점

수와 연관성이 있었다.

이전의 연구에 비해 본 연구에서 신경심리 검사상 corsi block 

forward/backward 검사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환자

군의 수가 적고, 상대적으로 정상군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일 가

능성이 있다.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환자군이 비교적 지능이 높

은 집단이어서 경도의 인지장애는 잘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

이 있다. 높은 지능은 OSAS와 관련된 인지장애에 방어적인 효

과가 있기 때문이다.18

Digit span forward/backward 검사는 corsi block forward/ 

backward 검사와 비슷하지만 본 연구에서 의미가 없었던 것은 

검사의 난이도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Digit span forward/ 

backward 검사는 corsi block forward/backward 검사와 달

리 시공감각적인 요소가 없고, 일반적으로 corsi block forward/ 

backward 검사로 평가하는 것보다 1~2개 정도 높은 성적을 보

인다. Corsi block forward/backward 검사가 인지장애 평가

에 있어 좀 더 민감한 도구일 가능성이 있다.

신경심리 검사상 OSAS 환자군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던 

corsi block forward/backward 검사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른 해석을 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단기기억(short-term 

memory),19,20 작업기억(working memory),19 시공간(visuo-

spatial) 단기기억, 기억효율(memory efficiency), 시공간주의

력(visuospatial attention)을 검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 OSAS 환자는 다른 인지기능에 비해서 상

대적으로 주의력 및 단기기억이 저하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

었다.

청각유발전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시각유발전위에

서 차이가 없었던 이유는 시각유발전위가 청각유발전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기 때문이거나, 심한 OSAS 환자에서 시

각인지(visual perception)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심한 OSAS 환자라고 

해도 시각인지는 비교적 잘 유지되기 때문이다.21

사건유발전위에서 청각 자극 시 자극의 특성, 크기, 지속 시

간, 주파수 등은 뇌에서 인지된 후 단기기억으로 저장된다. 

P300은 새로운 자극과 기억된 이전 자극을 비교하기 위해 주의

를 집중할 때 발생한다.8 OSAS 환자에서는 주의력과 관련된 

과정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300 ms 근처에서 영향이 나타나며, 

그 이전의 과정인 자동인지과정(automatic detection proce-

ssing)은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100-200 ms 근처의 파형에는 

영향이 없다.2 P300 진폭은 주의력 및 기억력과 관련된 뇌의 활

성도(brain activity)를 반영하며, 잠복기는 주어진 자극을 처

리하는 속도(stimulus classification speed)를 반영한다.8 즉, 

주의력과 단기 기억력이 좋을수록 P300의 잠복기가 감소하고 

진폭은 커진다.8

본 연구에서 P300의 진폭과 digit span forward, corsi 

block forward, digit symbol test 점수 사이에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세 가지 검사는 주의력 및 

단기 기억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신경심리 검사 결과 심한 

OSAS 환자들에서 주의력과 단기 기억력의 장애가 관찰되고, 

사건유발전위의 이상 소견은 주의력과 단기 기억력의 장애와 

연관성이 있으며, P300 잠복기와 주의력 검사와의 유의한 상관

관계 등의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심한 OSAS 환자들에서 주의

력과 단기 기억력이 주요한 인지장애의 요소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인지장애를 검사하는 데 있어 피검자의 주의력 결핍은 검사 

방법을 숙지하는 과정부터 수행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검사 결

과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주의력 장애가 심할

수록 인지장애의 정도는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인지 검

사 항목이나 방법에 따라서 주의력 장애가 다른 인지기능에 의

해 극복(compensation)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OSAS 

환자의 인지장애와 관련이 없는 분야는 지능(intelligence), 

언어능력(verbal functioning), 시각인지 등인데,21 상기 분야

들은 대부분 주의력과는 관련이 적은 것들이고, 이것은 심한 

OSAS 환자들에 있어 주의력 저하가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또 

다른 근거가 될 수 있다.

OSAS와 관련된 인지장애에 대한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대부

분 신경심리 검사만을 시행하거나 혹은 사건유발전위만을 시행

하여 두 검사 간의 연관성을 알 수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동

시에 두 검사를 시행하여 그 연관성을 파악하려고 했던 점에서 

이전 연구와는 다른 장점이 있다. 하지만 환자군에 비해 정상군

의 수가 적은 것과 정상군에서 야간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휴대용 호흡감시기구를 시행한 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

이라고 할 수 있다.

인지장애의 원인에 대해 수면 중 저산소증과 주간 졸음증이 

거론되는데, 이 두 가지 중 아직 확실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

다. 저산소증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연구는 P300 잠복기의 연

장이나 인지 검사상 비정상 소견이 90% 미만의 수면 저산소증

의 시간11 혹은 최저 저산소증 수치와 비례한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P300 잠복기와 수면

다원 검사의 지표들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어서 의미 있

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건유발전위는 oddball paradigm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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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되었으며, 표적 자극 시에는 주로 마루엽에서 큰 유발전위

가 발생되는데, 이것이 P300 (P3b) 전위이다. 3가지 자극을 사

용하여 시행하는 패러다임의 경우 새로운 자극(robust stimuli)

에 대해 P3a 전위가 발생한다. P3a가 전두엽 주의력(frontal 

lobe attention)과 연관이 있는 반면, P3b는 연속적인 자극을 

서로 비교하는 데 필요한 주의력 및 기억력과 관련이 있다.8 따

라서 P3a 전위를 추후 연구에서 사용한다면 전두엽 기능 및 

주의력을 평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REFERENCES

 1. Mazza S, Pepin JL, Naegele B, Plante J, Deschaux C, Levy P. 

Most obstructive sleep apnoea patients exhibit vigilance and 

attention deficits on an extended battery of tests. Eur Respir J 

2005;25:75-80.

 2. Gosselin N, Mathieu A, Mazza S, Petit D, Malo J, Montplaisir J. 

Attentional deficits in patients with 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 an event-related potential study. Clin Neurophysiol 2006; 

117:2228-2235.

 3. Saunamaki T, Jehkonen M. A review of executive functions in 

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 Acta Neurol Scand 2007;115:1-11.

 4. Findley LJ, Barth JT, Powers DC, Wilhoit SC, Boyd DG, Suratt 

PM. Cognitive impairment in patients with obstructive sleep apnea 

and associated hypoxemia. Chest 1986;90:686-690.

 5. Bedard MA, Montplaisir J, Richer F, Rouleau I, Malo J. 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 pathogenesis of neuropsychological deficits. J 

Clin Exp Neuropsychol 1991;13:950-964.

 6. Wong KK, Grunstein RR, Bartlett DJ, Gordon E. Brain function in 

obstructive sleep apnea: results from the Brain Resource International 

Database. J Integr Neurosci 2006;5:111-121.

 7. Decary A, Rouleau I, Montplaisir J. Cognitive deficits associated 

with sleep apnea syndrome: a proposed neuropsychological test 

battery. Sleep 2000;23:369-381.

 8. Polich J. Clinical application of the P300 event-related brain 

potential. Phys Med Rehabil Clin N Am 2004;15:133-161.

 9. Kotterba S, Widdig W, Duscha C, Rasche K. [Event related 

potentials and neuropsychological studies in sleep apnea patients]. 

Pneumologie 1997;51 Suppl 3:712-715.

10. Kotterba S, Rasche K, Widdig W, Duscha C, Blombach S, 

Schultze-Werninghaus G, et al. Neuropsychological investigations 

and event-related potentials in 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 

before and during CPAP-therapy. J Neurol Sci 1998;159:45-50.

11. Inoue Y, Nanba K, Kojima K, Mitani H, Arai AH. P300 

abnormalities in patients with severe sleep apnea syndrome. Psychiatry 

Clin Neurosci 2001;55:247-248.

12. Sangal RB, Sangal JM. Obstructive sleep apnea and abnormal 

P300 latency topography. Clin Electroencephalogr 1997;28:16-25.

13. Rumbach L, Krieger J, Kurtz D. Auditory event-related potentials 

in obstructive sleep apnea: effects of treatment with nasal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Electroencephalogr Clin Neurophysiol 1991; 

80:454-457.

14. Walsleben JA, Squires NK, Rothenberger VL. Auditory event-related 

potentials and brain dysfunction in sleep apnea. Electroencephalogr 

Clin Neurophysiol 1989;74:297-311.

15. Sangal RB, Sangal JM. Abnormal visual P300 latency in obstructive 

sleep apnea does not change acutely upon treatment with CPAP. 

Sleep 1997;20:702-704.

16. Afifi L, Guilleminault C, Colrain IM. Sleep and respiratory stimulus 

specific dampening of cortical responsiveness in OSAS. Respir 

Physiol Neurobiol 2003;136:221-234.

17. Verstraeten E, Cluydts R, Pevernagie D, Hoffmann G. Executive 

function in sleep apnea: controlling for attentional capacity in 

assessing executive attention. Sleep 2004;27:685-693.

18. Alchanatis M, Zias N, Deligiorgis N, Amfilochiou A, Dionellis G, 

Orphanidou D. Sleep apnea-related cognitive deficits and intelligence: 

an implication of cognitive reserve theory. J Sleep Res 2005;14:69-75.

19. Naegele B, Pepin JL, Levy P, Bonnet C, Pellat J, Feuerstein C. 

Cognitive executive dysfunction in patients with 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 (OSAS) after CPAP treatment. Sleep 1998;21:392- 

397.

20. Ferini-Strambi L, Baietto C, Di Gioia MR, Castaldi P, Castronovo 

C, Zucconi M, et al. Cognitive dysfunction in patients with 

obstructive sleep apnea (OSA): partial reversibility after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CPAP). Brain Res Bull 2003;61:87-92.

21. Beebe DW, Groesz L, Wells C, Nichols A, McGee K. The neuro-

psychological effects of obstructive sleep apnea: a meta-analysis of 

norm-referenced and case-controlled data. Sleep 2003;26:298-307.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CMYK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tru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53705237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370523786557406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c0020006400650072002000620065006400730074002000650067006e006500720020007300690067002000740069006c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6800f8006a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5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61006400650063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7000720065002d0065006400690074006f007200690061006c00200064006500200061006c0074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70007200e900700072006500730073006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900f900200061006400610074007400690020006100200075006e00610020007000720065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61006c0074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306a30d730ea30d730ec30b9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die zijn geoptimaliseerd voor prepress-afdrukken van hoge kwaliteit.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3006f006d00200065007200200062006500730074002000650067006e0065007400200066006f00720020006600f80072007400720079006b006b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d00610069007300200061006400650071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70007200e9002d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1006c0074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6c00e400680069006e006e00e4002000760061006100740069007600610061006e0020007000610069006e006100740075006b00730065006e002000760061006c006d0069007300740065006c00750074007900f6006800f6006e00200073006f0070006900760069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e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73006f006d002000e400720020006c00e4006d0070006c0069006700610020006600f60072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best suited for high-quality prepress printing.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ace0d488c9c80020c2dcd5d80020c778c1c4c5d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ConvertToCMYK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DocumentCMYK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fals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fals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DocumentCMYK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UseDocumentProfile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1200 12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