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뇨와 수면무호흡

14 

서      론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은 성인 남성의 4%, 성인 여성의 2%에

서 발생하는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Young 등 1997) 수면 중 

반복적인 상기도 폐쇄로 인하여 간헐적으로 동맥혈 산소 포

화도가 감소하고, 호흡 노력이 증가함으로써 수면을 방해하게 

된다(Redline과 Strohl 1998). 폐쇄성수면무호흡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질환으로는 고혈압 및 심혈관 질환 같은 

내과적 질환뿐만 아니라(Bixler 등 2000), 몇몇 연구를 통해

서 야간뇨가 폐쇄성수면무호흡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Oztura 등은 1,97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

구에서 밤 동안의 배뇨증상이 폐쇄성수면무호흡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하였으며, 최근 Raheem 등이 시행한 연구

에서는 폐쇄성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야간뇨의 유병률이 높

으며 이는 무호흡-저호흡 지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Raheem 등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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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Objectives: Several studies suggest that nocturia may be related to 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 (OSAS). The mecha-
nism by which OSAS develops nocturia has not been determined. The present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prevalence of noc-
turia among adults with OSAS and to identify factors that may be predictive in this regard.
Methods: Retrospective review of clinical and polysomnographic data obtained from patients evaluated at the sleep clinics of 
the St. Paul’s Hospital between 2009 and 2012. The urinary symptoms were assessed on the basis of the 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IPSS). Pathologic nocturia was defined as two or more urination events per night. OSAS was defined as ap-
nea-hypopnea index (AHI) ≥5. A multivariate analysis using logistic regression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
tween polysomnographic variables and the presence of pathologic nocturia, while controlling for confounding factor.
Results: A total of 161 men ＞18 years of age (mean age 46.7±14.1), who had been referred to a sleep laboratory, were includ-
ed in the present study. Among these, 27 patients with primary snoring and 134 patients with obstructive sleep apnea were con-
firmed by polysomnography. Nocturia was found in 53 patients with OSAS (39.6%) and 8 patients with primary snoring (29.6%). 
The AHI was higher in patients with nocturia than in those without nocturia (p=0.001). OSAS patients with nocturia had higher 
arousal index (p=0.044), and lower nadir oxyhemoglobin saturation (p=0.001).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age (β= 

0.227, p=0.003), and AHI (β=0.258, p=0.001) were associated with nocturia, and that the presence of pathologic nocturia was 
predicted by age (OR 1.04 ; p=0.004) and AHI (OR 1.02 ; p=0.001).
Conclusion: Nocturia is common among patients with OSAS. The strongest predictors of nocturia are age and AHI in patients 
with OSAS.  Sleep Medicine and Psychophysiology 2014；21(1)：14-20

Key words: Obstructive sleep apnea·Nocturia·Apnea-hypopnea index·Polysomnography.

Sleep Medicine and Psychophysiology
.........................................................

수면·정신생리 21(1): 14-20, 2014

.....................................................................................................

Received: June 9, 2014 / Revised: June 16, 2014
Accepted: June 16, 2014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Division of Pulmonary, Critical Care, and Sleep Medicin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Sang Haak Lee, Division of Pulmonary, 
Critical Care, and Sleep Medicin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t. 
Paul’s Hospita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180 Wangsan-ro, Dong-
daemun-gu, Seoul 130-709, Korea
Tel: 02) 958-2114, Fax: 02) 968-7250
E-mail: mdlee@catholic.ac.kr

원  저
http://dx.doi.org/10.14401/KASMED.2014.21.1.14

online © ML Comm



강현희 등  

15

야간뇨는 전립선비대증에 기인하여 나타나는 대표적인 하

부요로 증상의 하나이다(Bing 등 2006). 그러나, 최근 여러 연

구를 통해 야간뇨가 비뇨기과적 질환뿐 아니라 폐쇄성수면

무호흡증을 포함한 다양한 전신적인 질환의 전조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mbratt 등 2003 ; Gulur 

등 2011). 야간뇨의 정의는 International Continence Soci-
ety(ICS) 의 표준화위원회에서 정의한 바에 의하면 밤 동안

에 배뇨를 위해 1회 이상 깨는 경우를 의미한다. 야간뇨의 중

증도는 밤 동안의 수면 시 배뇨를 위해 깬 횟수로 표현하고, 

반드시 배뇨 이전에 수면이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이후에 수

면이 뒤따라야 야간뇨로 정의 될 수 있다.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알려져 있는 코

골이는 수면 중에 발생 하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 자각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야간뇨의 경우 환자 스스로 상당한 불

편감을 느끼기 때문에 주관적인 환자의 자각 증상으로 쉽게 

활용 될 수 있고 또한, 횟수를 간편하게 평가 할 수 있으므로 

코골이 증상이 제공 할 수 없는 다양한 임상적인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Romero 등 2010). 폐쇄성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야간뇨가 선별검사로 활용할 수 있는 증상인지에 대한 연구

는 몇몇 논문에서 연구 되었으나, 이와 관련된 임상적 예측인

자에 대해서는 현재 잘 알려진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수면 클리닉을 방문한 성인 남성을 대상으

로 수면다원검사로 얻어진 결과와 환자 스스로 자각하여 대

답한 배뇨증상 설문지의 결과를 비교하여 폐쇄성수면무호흡

증 환자를 선별하는 데 있어 야간뇨의 유용성 및 이와 관련된 

예측인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9년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코골이 또는 목

격된 무호흡, 낮 동안의 졸림증 등을 주소로 본원 수면 클리

닉을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수면다원검사를 시행

한 18세 이상의 성인 남성 16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검사 

상에서 다른 수면 장애를 진단 받은 환자는 제외하였다. 이 

연구는 임상 윤리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2. 연구 방법

1) 수면다원검사

수면다원검사(Somnostar Pro 7- 3a, Somnostar/Cardinal 

Health, OH, USA)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실에서 하룻

밤 동안 시행되었으며 표준화된 방법으로 전극과 감지기를 부

착하였다. 뇌파, 안전도, 하악 근전도, 심전도, 비강 내 기류, 흉

곽운동, 복부운동, 사지 운동, 수면 시의 체위, 혈중 산소 포화

도 등을 측정하였다. 수면다원검사 기록의 판독은 국제판독

기준에 따랐으며 무호흡은 기류의 90% 이상의 감소가 최소 10

초 이상 지속될 때로 정의하였고, 저호흡은 최소 10초 이상 기

류의 50% 이상이 감소하고 동맥혈 산소 포화도가 4% 이상 떨

어질 때로 정의하였다. 무호흡-저호흡 지수(AHI)는 시간당 

발생한 무호흡 지수와 저호흡 지수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AHI

가 5 이상일 때 폐쇄성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하였으며 AHI 

5 이상 15 미만인 경우를 경도, AHI 15 이상 30 미만인 경우

를 중등도, AHI 30 이상인 경우를 중증 폐쇄성수면무호흡증

으로 분류하였다.

2) 야간뇨 설문

대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국제전립선증상점수(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으며(Bar-
ry 등 1992), 설문지 항목 중 야간뇨 점수를 바탕으로 야간뇨

의 유병률에 대해 알아보았다. 야간뇨가 2회 이상일 경우를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야간뇨(pathologic nocturia)로 정의하

였으며, 이러한 경우에 폐쇄성수면무호흡증과의 대응위험도

(odds ratio)를 알아보았다. 

3) 자료분석

대상 환자들의 연령, 성별, 과거 그리고 현재 병력, 약물 복

용력, 수면다원검사에 의한 각종 수면변인들의 값에 대한 기

본적인 분석 및 통계치를 산출하여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의 중

증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일원배치 분산분석법(analysis of 

variances, ANOVA)으로 분석하였다.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야간뇨의 유무에 따라 연령, 체질량지수, 수면구조 및 호흡 관

련 변인들이 차이가 있는지를 독립 t-검증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폐쇄성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된 환자들에서 야간뇨의 

유무에 따른 관련인자 분석은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통계는 SPSS 통계 프로그램(SPSS Windows, 19.0, SP- 
SS Inc, Chicago, IL)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p

＜0.05로 하였다. 

결      과

1. 연구 대상의 특성 

연구 기간 동안 남성 161명이 수면무호흡증이 의심되어 본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였다. 전체 대상 환자의 연령 분포는 18

세에서 78세였으며 평균 나이는 46.7±14.1세였다. 평균 체질

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26.4±4.0(kg/m2), 평균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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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th sleepiness scale(ESS)는 9.4±4.2이었고, 평균 AHI는 

31.7±7.6이었다. 대상군을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의 유무에 따

라 분류 하였을 때 27명은 단순 코골이 환자였고 134명은 폐

쇄성수면무호흡증 환자로 진단 되었으며 폐쇄성수면무호흡

증 환자가 단순 코골이 환자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이가 더 많았고 BMI가 더 높았다(Table 1). 

2. 야간뇨 설문의 분석

전체 분석 대상자 161명 중 61명(37.9%), 폐쇄성수면무호

흡증 환자 134명 중 53명(39.6%)에서 수면 중 배뇨를 위해 2

회 이상 잠에서 깨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야간뇨를 호소한 61

명 중 단순 코골이 환자는 8명(13.1%)이었으며, 폐쇄성수면무

호흡증 환자가 53명(86.9%)이었고,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의 유

무에 따른 야간뇨 발생의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었다. 전체 분

석 대상자를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의 중등도에 따라 분류하였

을 때 경증 36명, 중등도 28명, 중증 70명의 분포를 보였고 경

증 폐쇄성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10명(27.8%), 중등도에서 8

명(28.6%), 중증 폐쇄성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34명(48.6%)

에서 야간뇨가 있다고 보고 하였으며, 중증도에 따른 야간뇨 

유병률의 차이는 없었다(p=0.054).

전체 분석 대상자를 야간뇨 유무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야

간뇨가 있다고 응답한 군이 나이가 더 많았고 AHI가 더 높았

으며, 특히 AHI가 30 이상인 중증 폐쇄성수면무호흡증 환자

의 비율이 더 높았다. 야간뇨의 유무에 따라 목둘레,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와 같은 신체계측학적인 차이는 없었다. 수면다

원검사상 야간뇨가 있다고 응답한 군에서 각성 지수, 무호흡 

지수가 높고, 최소 산소 포화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

으며, 1단계 및 2단계 수면의 비율이 높았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161 subjects

Variables Simple snorer (n=27) OSA (n=134) p value
Age, yr 41.3±14.6 47.7±12.8 0.034
BMI, kg/m2 24.2± 3.2 26.9± 4.0 0.001
AHI 2.0± 1.3 37.5±26.6 0.000
Epworth sleepiness scale 9.3± 4.2 9.45± 4.2 0.872
Hypertension, n (%) 1 ( 3.7) 46 (34.3) 0.002
Diabetes mellitus, n (%) 1 ( 3.7) 15 (11.2) 0.319
Prevalence of nocturia, n (%) 8 (29.6) 53 (39.5) 0.510
International Prostate Sx. score 5.9± 6.7 6.0± 5.1 0.864
All data are shown as mean±SD except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prevalence of nocturia. BMI : body mass index, AHI : ap-
nea-hypopnea index, Sx. : symptom

Table 2. Comparisons between nocturia and no nocturia

Variables Nocturia  (n=61) No nocturia (n=100) p value
Age, yr 50.9±14.3 44.8±13.4 0.003
BMI, kg/m2 26.9± 4.8 26.1± 3.4 0.308
Diabetes mellitus, n (%) 7 (11.5) 9 ( 9.0) 0.787
Hypertension, n (%) 22 (36.1) 25 (25.0) 0.157
Epworth sleepiness scale 10.2± 4.3 9.0± 4.0 0.087
Apnea-hypopnea index (AHI) 41.2±31.5 26.0±23.4 0.002
Patients with AHI＞5, n (%) 53 (86.9) 81 (81.0) 0.510
Patients with AHI＞15, n (%) 42 (68.9) 55 (55.0) 0.100
Patients with AHI＞30, n (%) 34 (55.7) 36 (36.0) 0.022
Arousal index 36.3±23.7 28.7±18.4 0.049
Apnea index 32.3±30.1 16.7±20.9 0.001
Minimum oxygen saturation, % 76.9±10.8 81.8± 7.8 0.003
Sleep period time, min 400.8±62.2 416.2±45.7 0.074
Total sleep time, min 339.1±68.7 352.2±64.1 0.225
Sleep efficiency, % 81.3±15.0 83.4±11.7 0.320
Stage N1, % 39.4±18.0 31.6±14.8 0.003
Stage N2, % 41.8±14.7 47.9±12.5 0.006
Stage N3, % 3.5± 9.6 4.5± 6.3 0.427
Stage R, % 14.9± 5.2 16.4±10.8 0.326
All data are shown as mean±SD except diabetes mellitus, hypertension, patients with AHI ＞5, 15, and 30. BMI :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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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성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된 환자만을 대상으로 야간

뇨의 유무에 따른 임상적인 특징을 분석하였을 때, 야간뇨가 

있다고 응답한 폐쇄성수면무호흡증 환자군의 평균 연령이 

야간뇨가 없다고 한 폐쇄성수면무호흡증 환자군 보다 더 높

았으며, 신체계측학적으로는 두 군에서 차이는 없었다. 수면

다원검사상에서는 야간뇨가 있다고 한 폐쇄성수면무호흡증 

환자군이 AHI, 각성 지수, 1단계 및 2단계 수면비율이 유의

하게 높았으며, 최소 산소 포화도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3). 

폐쇄성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야간뇨와 관련된 인자를 알

고자 시행한 회귀분석에서 야간뇨 횟수의 증가는 연령 및 AHI

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연관성을 보였으며, 수면 중 배

뇨를 위해 2회 이상 잠을 깨는 야간뇨와 관련된 인자는 연령 

및 AHI의 증가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쇄성수면

무호흡증 환자를 50세를 기준으로 두 군으로 나누어 야간뇨

의 발생을 비교 분석하였으나, 두 군간 야간뇨 발생의 차이

는 없었으며, 또한 65세를 기준으로 구별하여 분석 시에도 야

간뇨 발생의 차이는 없었다. 폐쇄성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2회 이상의 야간뇨가 있을 대응위험도는 연령의 경우 1.4배, 

무호흡-저호흡 지수의 경우 1.0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4). 

고      찰

본 연구는 수면 클리닉을 방문한 성인 남성 환자를 대상으

로 야간뇨 관련 설문 및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하여 폐쇄성수

면무호흡증의 진단 여부에 따른 야간뇨의 유병률 및 관련인

자를 알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수면 클리닉을 방문한 남성 환자들에 있어

서 야간뇨의 유병률은 37.9%, 폐쇄성수면무호흡증 환자로 진

단된 환자에서 야간뇨의 유병률은 39.6%로 조사 되었다. 일반

적으로 야간뇨의 유병률은 연령에 비례하고, 동일한 연령일 경

우 남성 보다는 여성에서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Perry 

등은 40세 이상의 성인에서 야간뇨의 유병률은 20% 정도로 

보고 하였으며(Perry 등 1999), Kupelian 등은 20세 이상 남

성의 15.5%에서 야간뇨를 호소한다고 보고하였다(Kupelian 

등 2011). 

국내의 경우 Lee 등이 18세 이상의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 

하였을 때 야간뇨 유병률을 10.3%로 보고 하였으며(Lee 등 

2011), Choo 등은 40세 이상의 지역사회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역학 조사에서 남성의 48.2%에서 2회 이상의 야간뇨를 호소

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으나(Choo 등 2008), 이 연구의 조사 

대상 남성의 평균 연령은 59.4세로 이전의 역학 연구에 비해 

Table 3. Characteristics of OSA patients between nocturia and no nocturia

Variables Nocturia (n=53) No nocturia (n=81) p value
Age, yr 51.3±14.5 45.3±12.9 0.014
BMI, kg/m2 27.3± 4.7 26.5± 3.4 0.296
Diabetes mellitus, n (%) 7 (13.2) 8 ( 9.9) 0.584
Hypertension, n (%) 21 (39.6) 25 (30.9) 0.353
Epworth sleepiness scale 10.1± 4.3 9.0± 4.1 0.140
Neck circumference, cm 39.2± 3.4 39.0± 2.8 0.611
Abdominal circumference, cm 96.4±11.1 95.2± 9.0 0.520
Hip circumference, cm 101.2± 8.9 100.2± 6.0 0.520
AHI 47.2±29.6 31.4±22.6 0.001
Arousal index 39.4±23.8 30.9±18.9 0.044
Minimum oxygen saturation, % 74.7± 9.8 79.9± 7.2 0.001
Sleep efficiency, % 83.1± 9.8 83.1±12.5 0.982
Stage N1, % 42.0±17.4 33.5±15.2 0.003
Stage N2, % 41.2±14.0 46.9±13.0 0.017
Stage N3, % 3.4±10.1 3.4± 5.1 0.934
Stage R, % 14.6± 4.9 16.4±11.7 0.279
All data are shown as mean±SD except diabetes mellitus, hypertension. OSA : obstructive sleep apnea, BMI : body mass index

Table 4. Variables associated with the presence of nocturia among 
patients with OSA

Multiple regression
Variables B (S.E.) p value 95% CI

Age 0.227 (0.003) 0.003 0.003-0.013
AHI 0.258 (0.001) 0.001 0.002-0.007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Variables OR p value 95% CI

Age 1.04 0.004 1.014-1.075
AHI 1.02 0.001 1.009-1.035
Multiple regression that adjust for BMI. OSA : obstructive sleep 
apnea, AHI : apnea-hypopnea index, CI : confidence interval 
Multivariate regression that adjust for BMI, OR :odds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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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군이 많이 포함되어 유병률이 상대적

으로 높게 평가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18세 이상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된 야간뇨의 유병률 37.9%는 통상적으로 알려진 국내 

18세 이상 성인 남성의 유병률 10% 내외 보다 매우 높은 수

치이다. 또한 폐쇄성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야간뇨의 유병

률 39.6% 역시 지역사회 인구의 기준치 보다 휠씬 높은 수치

이다. 이러한 결과는 폐쇄성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야간뇨

의 유병률을 조사한 이전의 다른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Moriyama 등은 50세 이하의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41%에서 야간뇨가 동반되는 것으로 보고 하였고(Moriyama 

등 2008), Hajduk 등은 수면 클리닉을 방문한 평균 연령 48.7

세의 남성 88명을 조사한 연구에서 2회 이상의 야간뇨 유병

률을 40.9%로 보고 하였다(Hajduk 등 2003). Romero 등의 

연구에서는 폐쇄성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야간뇨가 매우 흔

하게 동반되며, 폐쇄성수면무호흡증 진단에 있어서 야간뇨

가 코골이 보다 민감도 및 양성 예측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

고 하였다(Romero 등 2010). 또한,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로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을 성공적으로 치료 하면 야간뇨가 감소

하거나 없어진 경우도 보고 되었다(Margel 등 2006). 그러나, 

야간뇨는 전립성 비대증, 당뇨, 배뇨근의 장애, 이뇨제와 같은 

약물의 효과 등 여러 가지 다른 질환과의 감별 진단을 반드시 

필요로 하며, 폐쇄성수면무호흡증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증

가할수록 야간뇨의 유병률도 증가한다. 즉, 본 연구를 포함한 

몇몇의 연구에서 야간뇨가 지역사회 인구에서 보다 폐쇄성수

면무호흡증 환자들에서 더 흔하게 관찰되는 소견을 보였지

만, 이를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의 선별검사로 이용하기 위해서

는 야간뇨를 유발하는 여러 다른 질환과 동시에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다양한 환자간에 어떠한 상호작용이 있는 지를 밝

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분석 대상자들의 수면다원검사 결과상 야간뇨가 동반된 경

우,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의 여부와 상관 없이 각성지수, 무호

흡 지수 및 1, 2단계 수면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 이러한 경향은 폐쇄성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되고 동시

에 야간뇨를 호소하는 환자의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

었다. 이는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의 여부에 관련 없이 야간뇨

가 수면의 분절 및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한

다. Sleep Heart Health Study (Parthasarathy 등 2012)에서는 

6,342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야간뇨가 있을 

경우 수면다원검사상 전체 수면 시간(total sleep time), 수면 

효율(sleep efficiency), rapid eye movement의 비율이 현저

히 감소하고, 각성 지수는 증가하며, 저산소증이 더 심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야간뇨가 동반된 경우 ESS가 더 높아 주

간 졸림도 심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Parthasarathy 등 2012). 

이러한 수면 관련 지표의 변화로 인해 야간뇨를 호소하는 환

자의 경우 삶의 질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6

년 타이완에서 시행한 조사에서는 야간뇨의 횟수가 증가할수

록 삶의 질은 감소하고 이러한 경향은 노인들 보다는 젊은 연

령대에서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Hunskaar 2005). 

핀란드에서 시행된 대규모 연구도 2회 이상의 야간뇨가 동반

되는 경우 15개의 삶의 질 관련 항목 중 총 14개의 항목에서 

삶의 질이 현저하게 감소 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Tikkinen 

등 2010).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이 야간뇨를 유발하는 기전은 현재까

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몇몇 연구를 통해 atrial na-
triuretic peptide (ANP)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in 

등 1993). 즉, 폐쇄성수면무호흡증으로 상부 기도의 폐쇄가 

일어나면 흉강 내 음압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한 저산소증 

및 정맥 환류의 감소로 인해 폐동맥은 수축하게 된다. 이 때 

우심방에서는 강력한 혈관 확장 물질인 ANP를 분비하게 되

는데, ANP는 신장의 사구체 여과를 증가 시킬 뿐만 아니라, 

aldosterone과 arginine vasopressin의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배뇨를 촉진하여 야간뇨가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된다(Ander-
son 등 1989). 본 연구에서는 야간뇨를 호소한 환자에서 그렇

지 않은 환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AHI가 증가 되어 있

었으며, 이는 무호흡 혹은 저호흡으로 인한 생리학적 변화가 

야간뇨의 발생에 관여함을 시사한다. 정확한 기전을 알기 위

해서는 연구 대상자에서 ANP의 측정뿐 아니라, 지속적 상기

도양압술과 같은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의 치료 후 ANP의 변

화 여부를 확인하는 전향적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야간뇨의 횟수의 증가와 연령 및 AHI

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폐쇄성수면무호흡

증 환자에서 야간뇨를 동반한 경우 연령 및 AHI가 유의한 관

련 인자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폐쇄성수면

무호흡증의 중등도에 따른 야간뇨의 유병률을 평가하였을 때

는 통계적으로 관련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4). 이

는 전체 조사 대상수가 많지 않고, 수면무호흡증이 의심되어 

수면 클리닉을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중증 폐쇄성수면무호흡증군의 비율이 우세하여 중

등도에 따른 야간뇨의 유병률 차이를 확인 할 수 없었던 것으

로 여겨진다. 이를 대해서는 더 많은 수의 대상자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야간뇨를 동반한 폐쇄성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연령 및 

AHI와의 연관성은 여러 논문을 통해 보고 되었으나, 중년의 

환자군과 노년의 환자군에서 다르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Moriyama 등의 연구에서는 폐쇄성수면무호흡증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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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50세를 기준으로 야간뇨를 동반한 경우와 동반하지 않

는 경우를 나누어 분석을 하였을 때, 50세 미만인 환자의 경

우에서는 야간뇨를 동반한 경우 야간뇨를 호소하지 않는 폐

쇄성수면무호흡증 환자에 비하여 AHI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0세 이상인 환자에서는 야간뇨

의 동반 여부와 AHI는 관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

세 미만의 환자군의 경우 야간뇨의 동반 여부는 배뇨증상점

수와 관련성이 없었으나, 50세 이상의 환자군에서는 야간뇨

를 동반한 경우 다른 배뇨증상도 같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

다. 이는 50세 이상의 환자에서는 야간뇨가 주로 배뇨장애와 

관련된 경우가 많으나, 50세 미만의 환자에서 호소하는 야간

뇨는 비뇨기과적인 문제로 발생한다기 것보다는 폐쇄성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다른 질환과 연관되어 발생할 가능성이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Moriyama 등 2008). 국내에서는 Kang 

등이 65세를 기준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고

하였다. Kang 등의 연구에 의하면, 수면무호흡증이 의심되어 

수면 클리닉을 방문한 남성 환자 1,7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

였을 때, 65세 미만인 남성에서 야간뇨의 횟수는 연령 및 AHI

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으나, 65세 이상인 경우

에서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Kang 등 2012). 그러

나, 몇몇의 연구에서는 상반된 결과를 보고 하였다. 한 연구

에서는 총 30명(평균 연령 65.5세)의 야간뇨를 호소하는 지역

사회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 20명에서 폐쇄성수면

무호흡증을 진단하였으며(Umlauf 등 2004), 72명(평균 연령 

77.7세) 의 지역사회 인구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중증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된 환자에서 야간뇨의 횟수가 증가하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Endeshaw 등 2004). 본 연구에서는 야

간뇨의 횟수가 증가할 수록 연령 및 AHI가 증가 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지만, 50세 및 65세의 연령 기준으로 분류 후에는 야

간뇨의 유무에 따라서 AHI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46세로 비교적 젊은 연령이 많이 

포함되었으며, 야간뇨가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의 영향인지, 혹

은 다른 비뇨기과적 질환의 영향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50대 

이상의 비율이 많지 않아 통계적인 차이를 확인 할 수 없는 것

으로 여겨지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다양한 연령층 및 더 많은 

연구 대상자의 수를 확보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요망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대상이 지역 사회 내 하나의 

수면 센터로 직접 내원하거나 의뢰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루어졌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전체 환자로 일반화하기 어렵

다. 야간뇨를 유발할 수 있는 전립성 비대증, 당뇨 등과 같은 

동반 질환을 환자의 병력 만으로 진단하였기 때문에 온전히 

폐쇄성수면무호흡증으로 유발된 야간뇨 인지는 확실하지 않

다. 또한, 본 연구는 일정한 시점에서 연구 대상자들의 배뇨 

증상을 평가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한 시점의 일시적인 문제

인지 혹은 장기간의 노출로 인한 인과관계에 의해 발생한 질

환 때문인지 확실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장기간의 추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수면 클리닉을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

로 야간뇨의 유병률을 조사하고,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의 진

단에 있어서 야간뇨와 관련된 인자를 평가한 연구라는 점에

서 그 의의가 있다. 저자들의 연구에서 야간뇨는 폐쇄성수면

무호흡증 환자에서 매우 흔한 증상이며, 연령 및 AHI가 증가

할수록 두 질환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야간뇨를 호소하는 환자는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을 동시에 가

지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 및 임상

의사들은 이러한 증상과 수면질환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거

의 아는 바가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그러므로, 수면 전

문 의료진과 비뇨기과 의료진이 상호 협력하여 장기간의 추

적관찰 연구를 통해 야간뇨와 폐쇄성수면무호흡증 사이의 

관계 및 향후 잠재적으로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을 선별할 수 

있는 증상으로 야간뇨가 활용 될 수 있는지를 규명하려는 노

력이 필요로 된다. 

요      약

목  적：본 연구는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되어 수면 클리닉

을 내원한 남성 환자를 대상으로 야간뇨의 유병률 및 이를 예

측할 수 있는 인자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수면무호흡증이 의심이 

되어 수면 클리닉을 방문한 남성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적 소

견 및 수면다원검사 결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배뇨 증

상은 국제전립선증상점수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임상적으

로 유의한 야간뇨은 밤 동안에 2회 이상 배뇨를 하기 위해 깨

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은 무호흡-저호

흡 지수가 5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결  과 : 전체 161명의 분석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6.7±

14.1세였다. 이 중 27명은 단순 코골이 환자였으며 134명은 

폐쇄성수면무호흡증 환자로 진단 되었다. 야간뇨는 53명의 폐

쇄성수면무호흡증 환자, 8명의 단순 코골이 환자에서 관찰되

었다. 전체 분석 대상환자에서 야간뇨의 유병률은 37.9%, 폐

쇄성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야간뇨의 유병률은 39.6%였으

나,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의 유무에 따른 야간뇨 발생의 통계

학적 차이는 없었다. 야간뇨를 호소한 환자가 야간뇨가 없는 

환자보다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

았다(p=0.001). 야간뇨를 동반한 폐쇄성수면무호흡증 환자

는 야간뇨를 호소하지 않은 폐쇄성수면무호흡증 환자에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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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각성 지수가 더 높았고, 혈중 산소 포화도는 더 낮은 것으

로 분석 되었다. 다중회귀분석에서 나이와 무호흡-저호흡 지

수가 야간뇨의 유무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로 분석 되었으며, 

나이에 따른 야간뇨의 위험도는 1.4, 무호흡-저호흡 지수에 

따른 위험도는 1.02로 나타났다. 

결  론 : 본 연구에서 폐쇄성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야간

뇨의 빈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쇄성수면무호흡증 환

자에서 야간뇨의 동반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인자는 

나이와 무호흡-저호흡 지수였다.

중심 단어：폐쇄성수면무호흡증·야간뇨·무호흡-저호흡 

지수·수면다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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