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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성수면무호흡증(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 

OSAS)은 수면 중 반복적인 기도폐쇄, 호흡기류의 감소 및 

수면단절을 특징으로 하는 수면과 관련된 호흡장애로 지속

되는 경우 주간졸음, 피로, 집중력 감소, 성기능 저하 등 다양

한 증상 뿐만 아니라, 고혈압, 부정맥, 심근경색, 협심증, 뇌

졸중 등 심각한 합병증까지 유발 할 수 있다(American 

Academy of Sleep Medicine 2014 ; White 등 2012 ; Shepa-
rd 등).

비만은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의 위험인자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 체중이 10% 증가하는 

경우 중등도 이상의 폐쇄성수면무호흡증 발생 위험성이 6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Young 등 1993 ; Young 등 

2005 ; Peppard 등 2000). 역으로, 비만이 동반된 폐쇄성수

면무호흡증 환자에서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 수면 중 무호흡, 

저호흡 같은 수면호흡장애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Peppard 등 2000).

비만이 있는 폐쇄성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치료 과정 중 

체중 감소는 필수적으로 권고되고 있는 부분으로 대략 2가

지 방법으로 시행될 수 있는데, 첫째는 식이요법을 이용한 

체중감소(dietary weight loss)이며, 둘째는 비만대사수술

(bariatric surgery)을 통한 체중감소이다(Epstein 등 2009). 

현재 국내에서 식이요법을 이용한 체중감소는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비만 정도가 심하거나 병적으로 비만한 경

우에서 주로 시행되는 비만대사수술은 서양에 비해 상대적

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아직까지 비만이 있는 폐쇄성수면무호흡증환자에서 비만

대사수술을 포함한 체중감소가 수면호흡장애 개선 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국내자료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저자들은 식이요법을 이용한 체중감량에 실

패한 후 비만대사수술을 통해 수면호흡장애를 상당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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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 (OSAS) has negative effects on health, including increased mortality,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 and neurocognitive difficulties. OSAS is common in obese patients and obesity is an important risk factor of OSAS. A 
41-year-old female OSAS patient with severe obesity (body mass index [BMI] ≥ 35) who failed dietary weight loss underwent 
bariatric surgery. After surgery, there were improvements in BMI (from 36.9 to 31.7 kg/m2) and polysomnographic data, includ-
ing the apnea-hypopnea index (from 25.1 to 11.2 events/hr) and minimum SaO2 (from 69 to 82%). This case demonstrates 
that bariatric surgery may be an effective therapeutic option to reduce sleep-disordered breathing in severely obese patients 
with moderate OSAS. Bariatric surgery as a treatment option for OSAS should be considered in OSAS patients with severe 
obesity who failed dietary weight loss.  Sleep Medicine and Psychophysiology 2016；23(2)：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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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 본 증례를 통해 비만을 동반한 폐쇄성수면무호흡증 

한국인 환자에서의 체중감소 효과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41세 여자 환자가 코골이, 수면무호흡을 주소로 내원하

였다. 키 158 cm, 체중 92 kg으로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36.9(kg/m2)인 고도비만 상태였으며, 과거력상 

고혈압과 당뇨로 진단 받아 현재 약물 치료 중이었다. 주간졸

음을 심하게 호소하지는 않은 상태였으며, Epworth Sleepi-
ness scale(ESS)은 8점으로 측정되었다. 신체 검진 결과 편도

크기 1단계(tonsil size : grade 1), 구개-혀 위치 3단계(pal-
ate-tongue position : grade 3)로 프리드만 병기(Friedman 

stage)는 stage III에 해당되었다. 표준 수면다원검사상 무호

흡-저호흡 지수(apnea-hypopnea index, AHI)는 25.1(su-
pine AHI = 41.8), minimum SaO2는 69%로 나타나 중등도 

폐쇄성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되었다(Table 1). 

환자는 고혈압, 당뇨, 폐쇄성수면무호흡증 등의 비만 관

련 합병증이 동반된 병적 비만 상태로 비만대사수술의 적응

증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식이요법을 이

용한 체중감량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했었기 때문에 병적 비

만을 치료하기 위해 비만대사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이

후 외과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위소매절제술(bariatric sur-
gery : laparoscopic sleeve gastrectomy)을 시행하였다

(Sarkhosh 등 2013 ; Ashrafian 등 2015 ; Del Genio 등 

2015).

수술 후 1년째 측정한 체질량지수는 31.7(kg/m2)(키 = 158 

cm, 체중 = 80.2 kg)로 감소하였고, Epworth Sleepiness 

scale(ESS)은 8점으로 동일하였다. 술 후 표준 수면다원검사

상 무호흡-저호흡 지수는 11.2(supine AHI = 15.8), Mini-
mum SaO2는 82%로 수술 전에 비해 완치되지는 않았지만 

수면호흡장애가 크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경

도의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을 치료 또는 관리하기 위한 상담

을 한 결과 양압기 치료를 원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지

속적으로 외래 추적관찰 중이다. 본 연구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2016-12-

006).

고      찰

폐쇄성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발생하는 상기도 폐쇄는 

인두기도의 내경감소, 상기도근의 긴장도감소, 흉곽내 음압

에 의한 기도수축력과 인두의 기도확장력의 불균형 등 다양

한 기전으로 설명되고 있다(White 등 2012 ; Shepard 등 ; 

Epstein 등 2009). 비만은 다른 심각한 질환에 대한 위험 인

자 일뿐만 아니라 폐쇄성수면무호흡증에서도 중요한 위험

인자로 보고되고 있으며, 비만이 있는 사람은 표준체중의 

사람보다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위험성이 높게 나타난다

(Young 등 1993 ; Young 등 2005 ; Peppard 등 2000). 특히, 

비만은 인두기도의 내경 감소와 같은 상기도의 구조적 이

상을 일으키고, 흡기시 흉곽의 높은 음압을 유발하며, 상기

도 확장근의 긴장도를 감소시키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수면 

중 상기도 폐쇄를 일으키게 된다(Young 등 1993 ; Young 

등 2005 ; Peppard 등 2000). 이러한 수면 중 상기도 폐쇄가 

반복되는 경우 주간 졸음, 집중력 감소 등과 같은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는 폐쇄성수면무호흡증으로 연결된다. 또한, 비

만은 폐쇄성수면무호흡증 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심혈

관 질환 등 여러 질환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비만이 있는 경우, 동반된 질환으로 인하여 사망률도 증가하

게 된다(Flegal 등 2013).

비만에 대한 치료는 식이요법, 운동, 약물치료 등의 일차

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에 실패하였을 

경우 장기적으로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대안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된다(Epstein 등 2009 ; Sarkhosh 등 2013 ; 

Ashrafian 등 2015 ; Del Genio 등 2015). 비만대사 수술의 

적응증은 체질량지수가 35 kg/m2이상이면서 비만 관련 합

병증이 있거나, 합병증과 상관없이 체질량지수가 40 kg/m2

이상인 경우로 알려져 있다(Sarkhosh 등 2013 ; Ashrafian 

등 2015 ; Del Genio 등 2015). 본 증례에서도 체중 감소를 

위해 여러 번 식이요법, 운동, 약물치료 등 비수술적 방법을 

먼저 시도하였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하여 이차적 방법으로 

비만대사수술을 시행한 경우였다.

Table 1.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polysomnographic 
data

Preoperative 
data

Postoperative 
data

Body weight (kg) 0920. 080.2
BMI (kg/m2) 036.9 031.7
TST (min) 426.0 445.0
AI (events/hr) 015.2 010.4
AHI (events/hr) 025.1 011.2
Supine AHI (events/hr) 041.8 015.8
RDI (events/hr) 029.2 015.4
Arousal index (events/hr) 018.3 012.5
Min SaO2 (%) 0690. 0820.
Snoring (%) 041.0 026.3
BMI : body mass index, TST : total sleep time, AI : apnea index, 
AHI : apnea-hypopnea index, RDI : respiratory disturbance in-
dex, Min SaO2 : minimum oxygen sat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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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체

중이 5%, 10%, 20% 감소하는 경우 무호흡-저호흡 지수는 

14%, 26%, 48% 개선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역으로 체

중이 5%, 10%, 20% 증가하는 경우 무호흡-저호흡 지수는 

15%, 32%, 70%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eppard 등 

2000). 이번 증례에서는 비만대사수술 후 체중이 92 kg에서 

80.2kg으로 약 13% 감소하였으며, 무호흡-저호흡 지수는 

25.1(supine AHI = 41.8)에서 11.2(supine AHI = 15.8)로 약 

55%(supine AHI는 약 62%) 개선되었다. 상대적으로 적은 

체중감소에도 불구하고 수면호흡장애 개선 정도는 매우 높

게 나타났는데, 성별, 개인적 또는 인종간 특성의 차이 때문

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수면의학회(American academy of sleep medicine, 

AASM)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폐쇄성수면무호흡증 치료방

법 중 행동요법(behavioral treatment)에 속하는 체중감소

는 모든 과체중, 비만 환자들에게 권유되고 있다(Epstein 

등 2009). 하지만, 체중감소만으로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을 

완치시키는 비율이 낮고 식이요법을 이용한 체중감소의 성

공률이 보통 높지 않지 않기 때문에 양압기, 구강장치, 수술 

등과 같은 주치료(primary treatment)와 함께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Epstein 등 2009). 본 증례에서도 비만대사

수술을 통해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상당히 많이 호전되었

지만 경도의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이 남아있어 양압기 치료

를 함께 시행한 경우였다.

외국에서는 고도비만이 동반된 폐쇄성수면무호흡증 환

자에서 비만대사수술에 대한 증례가 어느 정도 보고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환자에서 비만대사수

술을 비롯한 체중 감소와 수면호흡장애의 호전 정도와의 관

계를 알아 본 연구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Sarkhosh 등 

2013 ; Ashrafian 등 2015 ; Del Genio 등 2015). 특히, 대다

수 비만 환자에서 폐쇄성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아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또는 진단 받는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비만 환자에서 코골이, 주간

졸음 등과 같은 폐쇄성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의심 소견 또는 

증상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면다원검사와 같은 객관적 

검사를 통해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며, 폐쇄성수면무호흡증

을 가진 비만 환자에서 비만대사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

술 전후로 객관적인 검사를 시행하여 수면호흡장애의 개선 

정도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상기도 수술, 양압기 등의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라도 비

만이 동반된 폐쇄성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는 지속적으로 

체중 감량을 해야 한다(Epstein 등 2009). 수술 적응증이 되

어 구인두 수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여도 체중감량이 

동반되지 않으면 수술 후 수면호흡장애 증상이 호전되지 않

거나 재발할 수 있다. 또한, 양압기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체중이 어느 정도 감소하게 되면 치료 압력이 낮아지거나 

증상이 개선되는 등의 효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pstein 등 2009).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에 수술부위 유출, 출혈, 감염, 

폐색전 등의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술적 치

료가 필요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환자에게서만 시행해야 한

다(Richards 등 2012).

본 증례를 통해 병적 비만이 동반된 폐쇄성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비만대사수술이 무호흡, 저호흡 등의 수면호흡장

애를 상당히 호전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이러

한 환자에서 비만대사수술이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의 중증

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본 증례와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중심 단어：폐쇄성수면무호흡증·비만·비만대사수술·

수면다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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