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KISEP Special Articles 
Sleep Medicine and Psychophysiology 
••••••••••••••••••••••••••••••••••••••••••••••••••••••••••••••••••••••••• 
수면수면수면수면·정신생리·정신생리·정신생리·정신생리    8888(1): (1): (1): (1): 11111111----11117777, 200, 200, 200, 20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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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In 2000, the number of people aged 65 and over increased to 3.37 million, accounting for 7.1% of the total population of South 

Korea. The elderly population will increase up to 19.3% in 2030. Sleep disordered breathing (SDB) seems to increase with age. 

More than 50-60% of old people complain of SDB-related signs and symptoms including awakening headache, excessive daytime 

sleepiness, fatigue, cognitive dysfunction, memory loss, personality changes, and depression. The influence of a mild degree of 

SDB upon the elderly is unclear, but moderate to severe SDB is well known to be associated with many diseases including 

hypertension, arrhythmia, myocardial infarction, stroke, dementia, and sudden death. Therefore, physicians should pay attention to 

elderly patients who complain of SDB related symptoms and signs that may not be normal signs of aging. Physicians need to 

become more sensitive to treat SDB in the elderly.  Sleep Medicine and Psychophysiology 2001；8(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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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간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러 가지 정신적, 신체적 

생리 변화가 생기듯 수면 생리에 있어서도 노화(aging)에 

따른 다양한 변화가 나타난다. 노인의 수면에 있어서의 이

러한 특성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수면

의 구조(structure), 둘째, 수면의 양상(pattern), 셋째, 수

면의 질(Quality)의 변화이다. 이러한 Sleep-wake cycle

과 circadian rhythm의 변화로 인해 노인들은 잠자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실제로 총 수면시간(TST：total 

sleep time)은 감소하며, 깊은 수면(SWS：slow wave 

sleep)이 줄고, 빈번한 각성(arousal)으로 인하여 수면 효

율(sleep efficiency)이 저하되어, 주간의 과도한 졸리움

(EDS：excessive daytime sleepiness)이나 기억력의 감

퇴, 집중력의 저하가 초래된다. 또한 노인의 수면 장애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수면 무호흡증에 있어서도 그 유병율이 

65세 이상 노인의 50% 이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나

이가 증가함에 따라 유병율이 더욱 더 증가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수면 중에 상기도(upper airway)의 허탈성

(collapsibility)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쇄성 수면 무

호흡(OSA：ostructive sleep apnea)은 근육의 탄력성이 

저하된 노인에 있어서 더 빈번히 발생하며, 이러한 폐쇄성 

수면 무호흡은 체내 산소 포화도의 감소를 유발함으로써 고

혈압, 혈관성 치매, 돌연사(sudden death) 등의 심혈관 질

환, 뇌질환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한편 노인에 있어

서의 수면 장애는 과거력, 약물복용, 다양한 신체적·정신

적 상태 및 생리적 상태 등과 함께 평가가 되어, 보다 신중

한 진단과 치료가 시행되어야 한다. 이에 저자는 노인의 다

양한 수면 장애 가운데 수면 중 호흡장애를 크게 세 가지

로 나누어 소개하고자 한다(그림 1). 

  

본     론 
 

1. 코골이(Snoring) 

 

1) 유병률 

코골이는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흔한 현상으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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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구 집단 내에서, 폭 넓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유

병률은 연구방법에 따른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

한 차이는 코골이의 주관적인 인식(subjective perception)

에 따른 오류, 또는 설문에 대답한 응답자의 차이(본인, bed 

partener), 단순 코골이와 습관적 코골이의 분류 여부 등에 

따른 다양한 방법적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이러한 방법적인 차이로 인한 유병률의 차이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하여 알려진 상태이다.  

San Marino에서 성인남녀 5,7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

사는 남자의 16.8%, 여자의 14.1%에서 코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고, 이러한 코골이는 심혈관계질환에 영향을 준다

고 기술하였다. 또한 나이가 들어가면서 코골이도 증가하

여, 60~65세 노인에서는 남자의 60%, 여자에서는 40% 

이상이 습관성 코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1-3). 

Gislason 등의(4) 연구에서는 4,064명의 30~69세 남자

에서 15.5%가 습관성 코골이로 나타났고, 역시 나이가 들

어가면서 코골이의 정도가 심해지며, 다수의 여러 연구들

에서 노인들의 코골이 유병율이 청·장년 층의 젊은 사람

들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표 1). 

 

2) 정  의 

코골이란 상기도의 조직들이 흡기시(inspiration)에 떨려

서 나는 소리로 정의되고, 단순 코골이(simple snoring)와 

습관성 코골이(habitual snoring)의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

어 진다. 단순 코골이란 가끔 코를 골며 그에 따른 증상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습관성 코골이란 거의 매일 코를 골며, 

주간 과도한 졸림증, 피곤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

는 증상이 동반되는 것을 말한다. 

 

3) 원  인 

코골이란 수면 중 기도의 부분 폐쇄에 의해 발생하는 현

상으로, 노인들에서는 근육의 strength와 endurance의 감

소로 인하여 코골이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고,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다. 

 

(1) 해부학적 요인(Anatomical factor) 

비인두(nasopharynx), 구인두(oropharynx), 하인두(hy-
popharynx)의 통로가 해부학적으로 좁아져있는 상태를 말

한다. 그 원인으로는 선천적으로 기도가 좁아진 상태, 즉 비 

골격의 전위, 비 조직의 비후, 소하악증 혹은 하악후퇴증, 

대설증, 설골하위증 그리고 비만으로 인한 폐용량의 감소와 

구강 주위에 과다지방의 침착으로 기도가 좁아진 경우를 예

로 들 수 있다. 

  

(2) 기능적 요인(Functional factor) 

흡기시에 상기도 확장근의 기능상실로 인하여, 소량의 음

압에도 인두 주위와 연구개 조직들이 쉽게 허탈에 빠져 기

도가 좁아지면서, 상기도 주위의 조직들의 떨림에 의해 코

골이가 유발되는 것으로, 노인에게서 수면 분열(sleep fra-
gmentation)로 인한 수면 효율(sleep efficiency)을 감소

시키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Table 1. Prevalence of habitual snoring in the eldly people 

Author Number Gender Age (Yr) Prevalence (%) 

Koskenvno et al.,1985 (5)  541 M 60-69 10.0 
  735 F 60-69  5.7 
Hyyppa and Kronholm, 1989 (6)  263 M,F 71-74  6.0 
   78 M,F 75-79  1.3 
Ancoli-Israel et al, 1991 (7)  427 M,F 65-95 22.7 
Gottlieb et al, 2000 (8) 5777 M,F 64-84 23 

Potential Age-Dependent 
Risk factors 

 
↑ Body weight  
↓ Lung capacity  
↓ Ventilatory control  
↑ Upper airway collapsibility  
↓ Muscular endurance  
↓ Thyroid function  
↑ Sleep fragmentation 
↓ Slow wave sleep 

Potential Age-dependent  
Outcomes 

 
 
Motality  
Neurobehavioral morbidity 
Cardiovascular morbidity 
Other end organ demage 
( e.g., renal ) 

 

 
Sleep Apnea 

as a  
marker of 

Physiologic  
aging 

Fig. 1. Sleep apnea in the elderly 
as an age-dependent condition 
with other potential associated 
age-dependent risk factors and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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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에 따른 요인 

일반적으로 여자 보다 남자에서 코골이가 많은 것으로 보

고되고 있으며, 코골이 뿐만 아니라 수면 무호흡도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들은 성호르몬이 상기도 근육

의 긴장에 영향을 주어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폐

경기 이후 코골이 및 수면 무호흡 증후군의 유병률이 남·

녀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일 것이다. 최근 ERT(estrogen replacement thera-
py)에 대한 상반되는 연구의 결과 및 노화에 따른 다양한 

confounding effect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어, 이에 

대한 더욱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 호르몬 장애에 따른 요인 

노인들에 있어서는 내분비 기능 및 신경계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다양한 호르몬 기능의 변화가 일어나고, 특히 당뇨

나 갑상선 기능저하증은 해부학적 구조와 근육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고, 선단 거대증에서는 대설증(macroglossia) 및 

골격의 비대, 그리고 인두 점막의 비후가 초래되어 부분적

으로 기도를 폐쇄하므로 코골이를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유전적 요인 

비록 아직까지 유전적인 원인이 과학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가족력과 관계가 있

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코골이 및 가족력의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해부학적으로 타고난 좁은 기도에 의한 것

인지, 아니면 기능적으로 횡격막과 인두의 확장근 사이에

서 오는 것인지, 신체구조 즉 비만, 짧거나 비대한 목, 대설

증 등에 의한 것인지는 앞으로 밝혀야 할 과제이다. 

 

(6) 약물 및 기타요인 

약물의 복용이 일반인 보다 증가되어있는 노인들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복합적인 약물의 투여나 복용이 많은 경

우를 볼 수 있다. 약물 가운데 정신 안정제나 수면 촉진제

와 같은 약물은 중추 신경계 특히, 그 중에서도 호흡 중추

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근육의 긴장도를 떨어뜨려 코골이 

뿐만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까지 야기시킬 수 있다. 알콜 섭

취는 말초혈관을 이완시키고 상기도 점막에 부종을 유발 할 

뿐만 아니라, 근육의 긴장도를 떨어뜨리고, 중추신경계 특

히 호흡중추의 기능을 저하시켜, 코골이 및 수면 무호흡증

을 일으킬 뿐 아니라 증상의 악화를 초래한다. 특히, 담배

는 독립적 요인으로써 코골이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지만, 아직 그 기전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점막 섬포

의(cilliary mucosa) 기능에 영향을 주어 상기도 저항이 증

가함으로써 코골이가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 임상 양상 및 합병증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의 주 증상으로는 주간의 과도한 

졸리움을 들 수 있고, 그 외에 만성피로, 기억력 및 정신 

집중력 감퇴, 인지 기능의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코골이가 단순히 코골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남녀 모두

에게 있어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및 뇌혈관 질환(허혈성 

심장질환, 심장마비, 뇌졸증)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

고 있고(5,9,10), Zaninelli 등의 연구에서는 심혈관 질환

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코골이군에서 코를 골지 않는 

군보다 사망률 및 이환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11). 

Hoffstein 등의(12) 연구에서는 비만과 나이가 확장기 

혈압에 영향을 주는 주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고, 코골이는 

고혈압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발표되었다. 수

면 무호흡이나 수면 중 저산소증이 없이 단순히 코골이 자

체가 고혈압을 유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코골이의 유발요인

들 즉 비만이나 나이, 유전적 요인, 담배와 같은 다른 요인

들에 의해 고혈압이 유발되는지는 아직까지도 논쟁의 여지

가 많은 부분이고, 정확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를 도모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진  단 

모든 질병의 접근 방법과 같이 코골이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자세한 병력과 문진이 필요하다. 코골이의 유병 

기간, 강도 및 빈도, 발생 위치 및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증

상들을 파악하여야 하고, 원인을 찾기 위하여, 내부적 요인

과 외부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내부적 요인

이란, 기도의 해부학적 구조에 이상이 있는지(retrognathia, 

enlarged tongue, narrow airway space, nasal septal 

deviation 등) 아니면 비만이나 신경계 이상(Alzheimer’s 

disease, Parkinson’s disease, stroke 등)으로 오는지의 

여부가 중요하겠고, 외부적 요인으로는 습관적인 알코올 섭

취, 담배, 혹은 수면제와 같은 습관성 약물 복용을 하고 있

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인적인 분석이 

끝나면 코골이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비강, 구강 및 상기

도의 구조를 살펴보고, Cephalometry를 통해 측면에서의 

기도 흐름과 상악구조를 정확하게 살펴본 다음 수면 다원

검사를 실시하여, 코골이 이외의 다른 질병이 없는지, 확인

하여야 하며, 코골이의 강도와 빈도를 알아보고, 코골이 소

리를 들어봄으로써 코골이 위치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

고, 더 정확하게는 Cine CT나 MRI, 그리고 상기도 Tom-



 

노인에서의 수면 호흡 장애 14 

ography, Fluroscopy를 이용하여 코골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2. 수면 무호흡증(SAS：Sleep Apnea Syndrome) 

 

1) 유병율 

코골이 뿐 아니라 노인에게 발생하는 수면 무호흡증의 유

병율은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표 2).  

나이가 젊은 사람들 보다는 노인이 되면서 수면 무호흡증

이 증가하고, 여자보다는 남자에서의 유병율이 더 높은 것

으로 보고되었다(4,14,18-23). 또한, 고혈압이 없는 사람

에 비해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서 수면 무호흡증이 더 빈번

하게 발생하며, 22~30%까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고, 이외

에도 다수의 연구 결과에서 수면 무호흡증은 고혈압과 밀

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4,25). 

 

2) 정  의 

수면 무호흡증이란 수면시 호흡이 완전히 멈추는 상태, 혹

은 부분적으로 멈추는 현상이 10초 이상 지속되고, 산소 포

화도의 감소(4%이상)를 동반하면서, 이것이 시간당 5~10

회 이상 나타날 때 진단된다. 수면 중 1시간당 무호흡이 발

생하는 횟수를 무호흡 지수(Apnea Index)라고 하고 무호흡

과 저호흡이 시간당 일어나는 횟수를 호흡 방해지수(RDI：

Respiratory Disturbance Index)라고 정의한다. 수면 중

의 무호흡증에는 3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첫번째는 기도가 

막혀서 발생되는 폐쇄성 무호흡증, 두번째로는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호흡기능이 마비되어 나타나는 중추성 무호흡증, 

마지막 세번째로는 위 두가지가 혼합하여 형성되는 혼합형 

무호흡증으로, 중추성 무호흡증이 초기에 나타나고, 이어서 

폐쇄성 무호흡증이 유발되는 형태를 말한다. 

 

3) 원인 및 병태 생리학적 기전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원인은 앞에서 기술한 코골이의 

원인과 거의 유사하고 그 정도가 심해져서 기도의 폐쇄에 

의해 유발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겠고, 주

로 중추성 무호흡증에 대한 원인 및 병태 생리학적 기전에 

대해 다루어 보겠다. 중추성 무호흡증은 상기도 폐쇄에 의

한 폐쇄성 무호흡 증상과는 달리 신경계에서 호흡근으로부

터 자극이 없어서 생기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연수에 위

치한 신경단위에서의 호흡동인 및 결집에 장애가 발생되어 

호흡양상을 유발하지 못하게 되고, 호흡근으로의 명령이 전

달되지 못하여 생기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중추성 무

호흡증은 호흡동인 및 규칙성의 상실로 표현되어지고, 그 

원인은 어느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호흡조절에 영향

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되

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그 기전은 정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다. 

중추성 무호흡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울혈성 심부전증 

환자에서 혈류의 순환시간이 길어짐으로 호흡의 기계적 변

화(과호흡 혹은 저호흡)와 혈류에서의 저산소와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한 화학수용기의 변화에 의해 불안정한 호흡형태

를 취하게 되는 Cheyne-Stroke 호흡이 있을 수 있고, 자

율신경계 이상(Shy-Drager syndrome, familial dysauto-
nomia) 혹은 당뇨병, 뇌종양, 뇌졸증, 중추신경계 감염 등에

서 나타나며, 만성 신경-근육계 질환(muscular dystrophy 

or myasthenia gravis)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4) 수면 무호흡의 임상적 양상 

수면 무호흡의 주된 임상 양상들은 수면구조의 변화, 상

Table 2. Prevalence of sleep apnea in the elderly 

Author Number Gender Mean 
age 

Prevalence 
(%) 

Webb, 1974 (13)   12 M 54 75 
Bixler et al, 1985 (14)   68 M 74 28 
    77 F 73 28 
Hoch et al, 1986 (15)   56 M,F 69  5.6 
Ancoli-Israel et al, 1986  
(16) 

 195 
 

M 
 

72 
 

28 
 

  232 F 69 19.5 
Foley DJ et al, 1999 (17) 2905 M 72 12 

     

Table 3. 수면 무호흡과 관계된 임상적 양상 

 Central SAS* Obstructive SAS* 

① Snoring (choking, gasping) Minimal Loud 

② Body habitus Normal Obese 

③ Insomnia Yes Rarely 

④ Hypersomnolence Minimal Mild to severe 

⑤ Awakening during sleep Frequent Rarely 

⑥ Sexual dysfunction Rare Frequent 

⑦ Excessive movements Rare Frequent 

⑧ Intellectual deterioration Minimal Mild to severe 

⑨ Fatigue 
 

Mild to 
moderate 

Mild to severe 
 

⑩ Personality changes Yes Yes 

⑪ Depression Common Rare 

⑫ Cardiac arrhythmia Yes Yes 

⑬ Hypertension  
(systemic, pulmonary) 

Yes 
 

Yes 
 

⑭ Dementia Yes Yes 

⑮ Stroke Yes Yes 
SAS*：sleep apnea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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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의 폐쇄로 인해 나타나는 가스교환의 장애와 함께 수면

의 질을 떨어짐으로써 야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면 중

에 코를 골거나 숨이 막히는 질식상태(asphyxia)는 수면 무

호흡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으로, 상기도 특히 인두 

주위의 조직이 흡기시에 흉강에 형성되어지는 음압(intra-
thoraxic negative pressure)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허탈 

상태에 빠지면서 일어나고, 완전히 막히면 무호흡까지 연결

되어지는 것이다. 이때 좁아진 기도를 통해 정상적인 기류

를 유지하기 위해 흉강압은 더욱 더 높아지고, 이로 인해 경

벽의 압력이 높아지며 심장에 걸리는 후부하(afterload)는 

증가하게 된다. 그로 인해 심근에서 요구되는 산소 요구량

이 증가하게 되면서, 특히 관상동맥질환이 많은 노인에 있

어서는 심근경색 이나 심장마비를 쉽게 유발시킬 수 있고, 

이러한 현상들이 만성적으로 지속될 경우, 비후성 심근증

(hypertrophic cardiomyopathy) 또는 Cor. Pulmonale을 

초래할 수 있다. 수면 중 나타나는 혈압의 변화를 보면, 정

상인에서 수면 중에 혈압은 떨어지는 지며(26-28), NREM 

수면중의 수축기 혈압은 각성시의 평균 혈압보다 5~14% 

낮고, REM 수면에서는 NREM 수면보다 약간 높아, 평균

적으로 잠이 깨어 있을 때의 혈압보다는 낮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12,29). 그러나 수면중 반복되는 무호흡증은 산

소의 원활한 공급을 방해하므로, 그로 인해 자극되어진 교

감 신경계 반응으로 고혈압, 부정맥, 심장마비, 급사, 뇌졸

증 등의 여러 가지 현상이 유발된다. 이로 인해 이러한 질

병의 이환율(morbidity)과 사망율(mortality)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28,30,31). 

어떠한 원인으로든 수면 중 사망률은 30% 정도로 추정되

어진다(32). Mitler 등의 연구에 의하면 주로 새벽 2~8시 

사이에 대부분의 사망이 발생되고, 그 원인의 대부분은 허

혈성 심장질환이며, 65세 이상의 노인에게서 발생된다고 보

고하고 있으며(33), 이중에 상당부분은 수면호흡장애가 원

인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He 등(34)의 연구를 

살펴보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평균 53세의 385

명의 남자 환자에서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무호흡 지수가 

20 이하인 환자보다는 20 이상인 환자에서 사망률이 현저

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무호흡증과 저산소증에 

의해 유발되는, 반복되는 미세각성(micro arousal)에 의해 

서파 수면(3~4단계)의 분열을 유발함으로서, 숙면을 취하

지 못해 주간 과도한 졸림증이 발생하고(35-37), 특히 노

인들에 있어서는 수면 무호흡 동안에 발생하는 저산소증의 

정도에 따라 신경학적 인지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된다

고 알려져 있다(5,36). 지금까지 여러 논문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치매가 있거나 인식 능력이 떨어져 있는 노인들에게

서 수면 무호흡의 유병율이 증가되어 있다고 보고 되어있

다(표 4). 또한 Frommlet 등의 case-control 연구에서는 

Alzheimer’s 병을 앓고 있는 노인 여성군에서 수면 무호

흡증이 71%, 앓고 있지 않은 노인여성군에서 10%로 나타

난 바 있다. 그러나 사실상 독립적인 관계에 있어서 통계적 

의의를 보면 수면 무호흡증이 치매보다는 나이와 더 유의

하게 관계를 보인다. 한편 몇몇의 연구에서는 수면 무호흡

이 있으면서, 저산소증을 보이는 노인의 인지 능력장애가,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서 저산소증을 보이지 않는 노인 

보다 더 심하다고 보고 하였다(표 5).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 만으로 원인과 결과(cause 

and effect)를 찾아내기란 힘들고, 앞으로 계속적인 전향적

인 연구가 되어 확실한 원인과 결과의 분석이 필요하겠고, 

분명한 것은 노인에 있어 수면 무호흡증이 치매, 인지능력 

저하등의 임상적 증상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으므로, 수면 무호흡의 조기발견과 치료에 세심한 관심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의 치료 

원인적 접근방법이 문제 해결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며, 다

음과 같이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누어 치료방법을 설명해 보

고자 한다. 

 

1) 생활적 요법 

코골이 및 수면 무호흡의 중요한 유발 인자인 비만은 다

Table 4. Prevalence of Sleep Apnea (SA) in Patients with De-
mentia 

Author Number Mean Age Sleep Apnea (%) 

Ancoli-Israel et al (38) 235 82 42 
Smirne et al (39)  23 61 37.5 (men) 
   33 (women) 
Frommlet et al (40)  17 71.5 44 (men) 
   71 (women) 
Hoch et al (15)  34 72 41.7 
Reynolds et al (41)  21 70 42.9 
Mant A et al (42)  29 75 18.5 (women) 
Erkinjuntti T et al (43)  21 65- 47.5 

    

Table 5. Cogintive impairment in Patients with and without 
Sleep Apnea 

Author Number Mean 
age 

Association of 
SA-dementia 

Moldofsky et al (44)  6 73 Positive 
Yesavage et al (45,46) 41 70 Positive 
Findleyetal (47) 26 53 Positive 
Berry et al (48) 46 60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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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트 및 운동을 통한 체중 감량을 통하여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중추 신경계와 근육 긴장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습

관성 약물이나 알코올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수

면 체위 교정 요법 또한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러한 치료

는 증상이 경한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2) 내과적 치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말단 거대증 등에서는 호르몬 

치료법이 적용될 수 있고, 호흡을 촉진하는 progesterone

과 protriptyline와 같은 약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아직까

지는 그 효율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에

도 구강 보조기(oral appliance)를 이용하여 기도의 개존성

(patency)를 유지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요즈음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으로는 지속적 양압 보조기(CPAP：contin-
uous positive airway pressure)를 이용한 치료이다. 지속

적 양압기는 주로 경증, 중증에서는 그 자체만으로 코골이

나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에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내지만, 

상기도의 폐쇄가 심한 경우에는 높은 양압이 필요하므로, 

환자의 순응도가 저하되고, 나아가서는 기흉 혹은 높은 경

벽의 압력(Transmural pressure)이 형성되어 심막 혈량 

감소와 다른 심혈관계 장애를 초래하게 되어 부작용이 유

발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요법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양압 보조기구는 사용하기가 

귀찮은 단점이 있고, 특히 인지능력이 떨어진 노인들에 있

어서 순응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발달이 선행되어

야 하겠고, 임상적 적용 후 주기적 follow-up이 요구된다. 

 

3) 외과적 치료 

어린 소아에서는 주로 코골이의 원인이 tonsil과 adenoid 

비후로 오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술적 방법으로 치료될 수 

있겠지만, 노인에 있어서는 상황이 다르다. 즉 코골이의 원

인적인 요소들 중 상당수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

로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UPPP(Uvulopalatophar-
yngoplasty)나 maxillo-facial surgery로 치료가 되지 않

으므로, 가능한 앞서 언급한 보수적인 방법, 즉 생활적 요

법이나 내과적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4. 상기도 저항증후군(Upper airway resistance syndrome) 

정상적으로 호흡을 할 때는 비강, 입 그리고 상기도를 통

해 기류의 저항이 거의 없는 상태이어서 폐로 환기가 잘 되

지만, 어떤 원인으로든 상기도가 좁아져서 환기에 저항을 받

게 되는 것을 상기도 저항이라 하고, 이로 인한 잦은 각성

으로 수면 분열을 유발해 야기되는 주간 졸림증 등의 임상

적 증상이 나타나면 상기도 저항 증후군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다. UARS 진단에는 2가지 요소가 필요로 되는데, 

첫번째로 수면중 상기도 저항이 있다는 객관적인 지표가 필

요하고, 이로 인한 임상적 증상이 있어야 한다. 아직까지는 

UARS의 상기도 저항을 증명하는 유일하고, 학계에서 인정

되는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는 침습적이기는 하지만, 비강

이나 구강을 통해 호흡시 식도의 압력을 간접적으로 측정

하는 방법으로, 기도저항이 있을 때 식도의 음압이 증가하

는 것을 보고 진단한다. 이렇게 증가한 상기도 저항은 미세 

각성을 유발하여, 빈번한 alpha파가 4~14초 가량 지속되

는 것을 반복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식도를 

이용해서 흉막내압(intrathoraxic negative pressure)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정확하기는 하지만, 일반 수면

센터에서는 환자에 대한 침습적인 방법으로 적용하기에 어려

움이 있다. 대신에 Arousal Index, Flow Volume Loops 

during Sleep, Empirical Nasal CPAP 등을 종합하여 진단

하기도 한다. 

 

결     론 
 

수면 중 호흡장애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이 사

실이다. 노인들에서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의 여부와 그에 

따른 증상들 특히 주간 졸림증, 다뇨증, 만성피료, 인지능

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수면시간, 양상과 

형태를 정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고, 정상적인 노화 현상

이라고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현

실에 비추어볼 때 노인 인구의 의료 수요는 점차 증가하게

되고, 특히 그 가운데 수면은 다양한 질병과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노인성 수면장애에 접근할 필요

가 있겠다. 
 

중심 단어：수면무호흡증·노인·수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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