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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ulopalatopharyngoplasty (UPPP) is one possibility for the treatment of Obstructive Sleep Apnea 
(OSA). The aim of this study was study the analysis of polysomnography of pre-UPPP and 
post-UPPP. All patients were evaluated by means of a physical examination, the epworth sleepiness 
scale (ESS),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and the nocturnal polysomnography (PSG) before 
surgery, and 6∼12 months after surgery. A total of 15 patients were investigated. All underwent 
UPPP. The patients were between 26 and 62 years old (mean±SD; 39.7±10.9) with a lean body 
mass index (BMI) of mean±SD; 26.2±3.0 kg/m2. The comparison of sleep questionnaires showed 
that after UPPP, the patients had a significantly lower BMI (26.2±3.0 kg/m2 vs 26.0±3.4 kg/m2, 
p=0.241), ESS (10.0±5.4 vs 6.9±3.2, p=0.022), BDI (9.2±8.2 vs 4.2±4.3, p=0.343) and higher 
blood pressure (127.5±12.1 vs 123.7±12.0, p=0.272) compared to before UPPP. The comparison 
of sleep parameters showed that after UPPP, patients had a significantly lower stage N1 
(108.8±53.1 vs 82.2±48.9, p=0.016), lower sleep latency (4.9±4.4 vs 2.0±1.7, p=0.083), a lower 
total arousal number (210.6±90.3 vs 147.1±87.3, p=0.019), lower oxygen desaturation index 
(ODI) (30.2±20.9 vs 10.2±15.1, p=0.006), lower apnea-hypopnea index (AHI) (31.6±22.4 vs 
10.9±15.4, p=0.005), and a lower respiratory disturbance index (RDI) (37.4±21.3 vs 18.5±16.5, 
p=0.008) compared to after UPPP. The comparison of sleep parameters showed that after UPPP, 
patients had a significantly higher stage N2 (154.0±39.9 vs 180.5±49.5, p=0.017), higher REM 
(58.5±29.7 vs 72.6±34.0, p=0.249), higher meanSaO2 (94.3±2.0 vs 95.9±0.9, p=0.043), and 
higher minSaO2 (79.3±8.5 vs 83.1±7.9, p=0.116) than before UPPP. After UPPP, 6 patients were 
cured, 2 showed marked improvement, and 7 did not improve. After surgery, the success of the 
treatment was at 53%. The subjective patient satisfaction was higher than before the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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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수면다원검사를 통하여 코골이, 무호흡-저호흡, 혈중산소포화

도, 수면구조 및 주기적사지움직임 등 다양한 수면 중 이벤트를 객

관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무호흡-저호흡 같은 폐쇄성수면무호

흡은 상기도의 완전한 또는 부분적 폐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McNicholas, 1996) 수면 중 잦은 각성을 일으키고, 이는 주간졸음

증, 고혈압, 부정맥 및 뇌졸중 등 심혈관계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비교적 흔한 질환이다(Seneviratne와 Puvanendran, 2004; 

Peker 등, 2006; Arias와 Sanchez, 2007). 폐쇄성수면무호흡의 치

료는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가 있으며, 수술적 치료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이다(Won 등, 

2008). Fujita 등에 의해 1981년 처음으로 폐쇄성수면무호흡증후

군을 가진 환자에게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이 시행되었으며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수술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은 약 50% 내외의 환자에게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oot 등, 2000; Senior 등, 2000).

이 연구의 목적은 수면다원검사를 통하여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 

전과 후의 수면과 관련된 각 파라메타들(체질량지수, 주간졸음증, 우

울감정척도, 무호흡-저호흡지수, 호흡방해지수, 총수면시간, 수면

입면기시간, 저산소포화도지수, 수면구조, 혈압)을 통하여 객관적으

로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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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at baseline

Before surgery
Mean±SD

(n=15)

After surgery
Mean±SD

(n=15)
p-value

Age (y)  39.7±10.9  40.7±10.7
Gender, % male 93 93
Height 171.6±9.0 171.5±8.9
Weight  77.4±10.7  78.2±12.7 0.397
Neck circumference (cm) 39.6±1.6 39.5±1.8 0.952
BMI (kg/m2) 26.2±3.0 26.05±3.4 0.241
ESS 10.0±5.4  6.9±3.2 0.022
BDI  9.2±8.2  4.2±4.3 0.343
PreHBP 127.5±12.1 123.7±12.0 0.272
PreLBP 82.8±6.3 80.2±7.9 0.505
PostHBP 126.5±10.5 128.4±11.6 0.503
PostLBP 83.0±7.9 84.7±9.2 0.656

SD, standard deviation; BMI, body mass index; ESS, epworth 
sleepiness scale;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PreHBP, pre- 
uvulopharyngopalatoplasty highest blood pressure; PreLBP, 
pre-uvulopharyngopalatoplasty lowest blood pressure; PostHBP, 
post-uvulopharyngopalatoplasty highest blood pressure; PostLBP,
post-uvulopharyngopalatoplasty lowest blood pressure.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2008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으로 

서울아산병원 수면다원검사실에 내원하여 수면다원검사를 시행

한 환자 중 코골이 및 무호흡-저호흡지수가 시간당 5 이상이면서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을 시행한 15명의 환자를 연구대상으로 하

였다.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 후의 수면다원검사는 수술 후 6∼12

개월 내에 시행하였다. 전체 환자 15명 중 남자 14명, 여자 1명이었

다. 나이는 25세에서 61세까지 다양하였다. 

2. 연구방법

1) 수면다원검사

수면단계 측정을 위해 6개 채널의 뇌파, 2개 채널의 안전도, 2개 

채널의 턱밑 근전도를 시행하였다. 무호흡-저호흡 측정을 위한 호

흡센서로는 온도감지센서와 비강공기압센서를 동시에 사용하였

고, 호흡에 따른 흉복부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서 흉부 및 복부

에 호흡벨트를 착용하였다. 심전도, 하지 근전도, 산소포화도, 코골

이 및 교류 자세감지기(body position sensor) 등을 동시에 기록하

였다. 

2)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 효과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은 Fujita법을 기본으로 하였다. 양쪽 편

도를 제거 후 뒤쪽 편도기둥을 목젖에서부터 편도오목 상극까지 수

직으로 절개 후 회전하여 앞쪽 편도 기둥에 맞추며, 동시에 목젖과 

후연구개를 편도오목 상극부 위에서 가로 절단한 뒤, 뒤쪽 편도기

둥이 편도오목의 중앙부 위에 맞도록 하여 봉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Sher, 2002). 2007년 미국수면의학회의 가이드라인

(Iber 등, 2007)에 따라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의 효과는 수술 후 6

∼12개월 후에 수면다원검사를 통하여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5 이

하일 경우 치료가 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수

술 전과 비교했을 때 50% 이상 감소했을 경우 수술 후 개선된 것으

로 구분하였고, 그 이외에는 수술 후 효과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실패한 것으로 구분하였다.

3) 무호흡 및 저호흡 판독

무호흡 및 저호흡 판독은 미국수면학회 수면다원검사 및 판독자

격이 있는 숙련된 2명의 임상병리사가 담당하였다. 무호흡, 저호흡 

판독 기준은 개정된 2007년 미국수면의학회 권장기준을 사용하였

다. 무호흡은 온도감지센서에서 최소 10초 이상, 공기의 흐름이 

90% 이상 감소된 경우로 정의하였다. 저호흡은 비강공기압센서에

서 최소 10초 이상, 호흡량이 30% 이상 감소하고 동시에 4% 이상 

혈중산소포화도가 감소된 경우로 정의하였다(Iber 등, 2007).

4) 수면 설문지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 전과 후의 주간졸음증(Epworth Sleepiness 

Scale, ESS), 우울감정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차이점

을 분석하였다.

5) 통계분석 

폐쇄성수면무호흡증후군으로 진단된 1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 전과 후의 수면다원검사 결과를 토대로 수

술 후의 효과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 시행 

전과 후의 수면설문지 및 수면관련 파라메타들(체질량지수, 주간

졸음증, 우울감척도, 무호흡-저호흡지수, 호흡방해지수, 총수면시

간, 수면입면기시간, 저산소포화도지수, 수면구조, 혈압)을 비모수 

검정의 윌콕스 부호 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 test)으로 비

교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version 13.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을 시행한 환자 중 수술 시행 전과 후에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한 환자 15명 중 1명은 여자 환자였다. 나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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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s of treatment after UPPP

Cure (%) Marked improvement (%) Failure (%)

UPPP 6 (40) 2 (13.3) 7 (46.6)

UPPP, uvulopharyngopalatoplasty.

Table 2. Comparison of sleep structures and parameters of before 
and after UPPP

Before surgery
Mean±SD

(n=15)

After surgery
Mean±SD

(n=15)
p-value

N1 108.8±53.1 82.2±48.9 0.016
N2 154.0±39.9 180.5±49.5 0.017
N3 29.3±29.3 25.3±15.1 0.727
REM 58.5±29.7 72.6±34.0 0.249
WASO (min) 30.4±35.3 32.7±47.4 0.695
SL (min) 4.9±6.4 2.0±1.7 0.083
TST (min) 351.1±54.8 360.6±46.6 0.507
Seff (%) 90.7±10.4 91.6±10.7 0.875
Total arousal number 210.6±90.3 147.1±87.3 0.019
ODI 30.2±20.9 10.2±15.1 0.006
AHI 31.6±22.4 10.9±15.3 0.005
RDI 37.4±21.3 18.5±16.5 0.008
MeanSaO2 94.3±2.0 95.9±0.9 0.043
MinSaO2 79.3±8.5 83.1±7.9 0.116

UPPP, uvulopharyngopalatoplasty; SD, standard deviation; REM, 
rapid eye movement; WASO, wake after sleep onset; SL, sleep 
latency; TST, total sleep time; Seff, sleep efficacy; ODI, oxygen 
desaturation index; AHI, apnea-hypopnea index; RDI, respiratory 
disturbance index; meanSaO2, mean desaturation; minSaO2, 
minimum desaturation.

26세부터 62세까지 다양하였다(mean±SD; 39.7±10.9). 수술 

전과 후의 평균 체질량지수(26.2±3.0 kg/m2 vs 26.0±3.4 kg/m2, 

p=0.241), 주간졸음증(10.0±5.4 vs 6.9±3.2, p=0.022), 우울감

정척도(9.2±8.2 vs 4.2±4.3, p=0.343)와 최고혈압(127.5±12.1 

vs 123.7±12.0, p=0.272)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1). 

2. 수면다원검사의 특징

수술 전과 후의 수면다원검사의 변수 비교 시 경수면기(stage 

N1) (108.8±53.1 vs 82.2±48.9, p=0.016), 수면입면기(4.9±4.4 

vs 2.0±1.7, p=0.083), 총 수면각성 개수(210.6±90.3 vs 147.1 

±87.3, p=0.019), 저산소포화도지수(30.2±20.9 vs 10.2±15.1, 

p=0.006), 무호흡-저호흡지수(31.6±22.4 vs 10.9±15.4, p=0.005)

와 호흡방해지수(37.4±21.3 vs 18.5±16.5, p=0.008)는 수술 전

과 비교 시 감소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2). 

경수면기(stage N2) (154.0±39.9 vs 180.5±49.5, p=0.017), 

렘수면(58.5±29.7 vs 72.6±34.0, p=0.249), 평균산소포화도

(94.3±2.0 vs 95.9±0.9, p=0.043)와 최저 산소포화도(79.3±8.5 

vs 83.1±7.9, p=0.116)는 수술 전과 비교 시 증가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2).

3. 수면설문지 비교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 전과 후의 수면 설문지를 통한 주간졸음

증, 우울감정척도를 비교했을 때 수술 후에 주간졸음증과 우울감정

척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1).

4.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 후 효과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을 시행한 15명의 환자 중 6명은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5 이하로 수술 후 치료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났으

며, 2명은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수술 전과 비교 시 50% 이하로 감

소하여 무호흡-저호흡이 수술 전보다 개선되어 수술의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3).

고  찰

수면다원검사 결과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5 이상으로 폐쇄성수

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되어 지속적기도양압술(continuous pos-

itive airway pressure therapy)을 권유하였으나 마스크의 부적응 

및 불편감 등으로 적용을 거절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구

개수구개인두성형술을 시행하였다. Fujita 등에 의해 1981년 처음

으로 폐쇄성수면무호흡증후군을 가진 환자에게 구개수구개인두

성형술이 시행되었으며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수술 치료

법으로 알려져 있지만(Arias와 Sanchez, 2007), 수술 성공률이 

50% 미만으로 높지 않다는 보고들이 있다(Sher 등, 1996). Senior 

등(2000)과 Caldarelli 등(1986)에 의하면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

이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중증인 환자군에서 더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5명의 환자 중 경증과 중증도 환자

가 각각 4명, 중증 7명이었다. 중증환자 7명 중 4명(57.1%)이 수술 

후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5 이하로 나타났으며, 중증도 환자 4명 중 

1명, 경증 환자는 수술 전보다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오히려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성공 및 개선의 효과가 있는 환자는 

53.3%로 Sher 등이 1996년 발표한 연구와 비슷하였다.

수면다원검사를 통한 수면 파라메타들 중 수면 중 잠을 깨워 주

간졸음증을 동반하는 총 수면각성 개수(210.6±90.3 vs 147.1± 

87.3, p=0.019), 무호흡-저호흡지수(31.6±22.4 vs 10.9±15.4, 

p=0.005)와 호흡방해지수(37.4±21.3 vs 18.5±16.5, p=0.008)

는 수술 전과 비교 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

였으며, 이는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이 연구개 일부, 목젖, 편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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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거하여 후두개의 공간을 넓혀주므로 수면 중 각성 빈도나 무

호흡-저호흡 지수가 감소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후설 부분이 제

거되지 않아 코골이 및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

는 것으로 생각된다. 평균산소포화도(94.3±2.0 vs 95.9±0.9, 

p=0.043)와 최저 산소포화도(79.3±8.5 vs 83.1±7.9, p=0.116)

는 수술 전과 비교 시 수술 후에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이는 

수술을 통하여 상기도의 부분적 및 완전한 폐쇄의 감소로 체내 산

소전달 능력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면설문지를 통한 수술 후 환자의 주간졸음증, 우울감정척도가 

정상적으로 개선되었으며, 특히 낮에 직장에서 주간졸음증으로 인

해 불이익을 받거나 머리가 명료하지 않음이 개선됨으로 인해 환자

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우울감정척도는 정상 수준으로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은 무호흡-저호흡 지수를 기

준으로 하였을 경우 53%의 치료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수면 

파라메타나 환자가 인지하는 주간졸음증 및 우울감정척도의 개선

효과 등으로 볼 때 환자의 수술 후 만족도는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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