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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수면호흡장애(sleep disordered breathing, SDB)는 수면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호흡 장애를 일컬으며, 중추성 수면 무

호흡(central sleep apnea, CSA)과 폐쇄성 수면 무호흡(ob-
structive sleep apnea, OSA)이 대표적이다(Sateia 2014). 심

부전 환자에서 관찰되는 수면호흡장애는 중추성 수면 무호

흡과 관련성이 높으며, 심부전환자의 25~40%에서 중추성 

수면 무호흡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edley 2003 ; 

Javaheri 등 1998 ; Sin 등 1999). 체인-스토크스 호흡(Cheyne-

Stokes respiration, CSR)은 호흡운동의 주기적인 증감을 동

반한 중추성 수면 무호흡의 한 형태로 주로 심부전 환자에

서 관찰되고, 이를 동반한 중추성 수면 무호흡의 경우, 교감

신경계 활성도가 증가되고 심혈관계 기능장애를 초래하여 

심부전의 나쁜 예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aughton 등 1994). 따라서 심부전 환자에서 체인-스토크

스 호흡을 동반한 중추성 수면 무호흡 환자를 정확히 진단

하고 적절히 치료하는 것은 환자의 예후에 매우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중추성 수면 무호흡이 동반된 심부전 환자의 일차 치료는 

이뇨제, 베타 차단제 및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억제제 등을 

투여하여 심부전 자체를 치료 하는 것이 핵심이며, 심부전

이 호전되면 중추성 수면 무호흡도 다소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stanzo 등 2015). 그 외 치료 방법으로는 지

속성 상기도 양압술(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CPAP)로서, 이 경우 상기도가 안정화 되고, 흉곽 내 압력이 

중추성 수면 무호흡이 동반된 심부전 환자에서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 적용 1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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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Central sleep apnea (CSA) is a highly prevalent comorbidity in patients with heart failure and may present in 25 to 40 percent 
of heart failure patients.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CPAP) is the primary therapeutic option and effective in treat-
ment of obstructive sleep apnea (OSA). In heart failure patients with CSA, several trials of CPAP showed a number of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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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stenosis at the middle of left anterior descending coronary artery. However, dyspnea was not completely improved af-
ter treatment with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The patient also experienced snoring and sleep apnea which wors-
ened with symptom of dyspnea in the recent year. We suspected CSA and the patient underwent polysomnography to con-
firm whether sleep apnea was present. During the polysomnography, CSA with Cheyne-Stokes respiration (CSR) was 
observed and apnea-hypopnea index was 45.9/hr. The patient was treated with CPAP. After CPAP treatment, hypoxemia and 
CSA were resolved and dyspnea was improved with reducing NYHA class. We report a case successfully treated with cli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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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여 흡기근의 부담이 줄어 호흡에 대한 노력이 감소

된다. 또한 좌심실 전층의 압력 감소 및 후부하와 전부하를 

감소시켜 심장박동을 낮추게 되고 결과적으로 심장이 효율

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Naughton 등 1995). 지속

성 상기도 양압술이 중추성 수면 무호흡 환자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되는 경우도 있어(Yu 등 2017) 현재까지 

중추성 수면 무호흡 환자에서 지속성 상기도 양압술의 효

과는 일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저자들은 경

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및 적절한 약물치료를 했음에도 불

구하고 호흡곤란이 해결되지 않은 심부전 환자에서 수면다

원검사를 통해 중추성 수면 무호흡을 진단하였고,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을 적용하여 수면 중 중추성 무호흡 및 호흡

곤란을 성공적으로 치료하였던 1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

는 바이다. 

증      례

51세 남자환자가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내원 2

달 전부터 호흡곤란 및 기침이 시작되었고, 운동시 악화되었

으며 흉부 불편감이 동반되었다. 과거력에서 20년 전 당뇨와 

고혈압을 진단받아 약물 복용 중이었으며, 내원 4년전 양 하

지의 말초동맥질환(peripheral artery disease)으로 피부경유

혈관경유혈관성형(percutaneous transluminal angioplasty)

를 시행 받았다. 30갑년의 흡연력 및 주 2회 소주 1병의 음주

력이 있었다. 내원 당시 혈압은 150/80 mm Hg이었고 맥박

수는 분당 93회, 호흡수는 분당 20회, 체온은 36.9도였다. 의

식은 명료하였고, 심음은 규칙적으로 심잡음은 들리지 않았

으며, 양 폐야에서 악설음이 청진되었고 천명음은 청진 되지 

않았다. 신체 진찰상 복부팽만은 없었고, 경도의 하지부종이 

관찰되었다.

검사실 소견으로 말초혈액검사에서 백혈구수 6,900/

mm3, 헤모글로빈 16.0 g/dl, 혈소판 194,000/mm3이였고, 

생화학검사에서 혈액 질소 및 크레아티닌, 간기능검사, 전

해질은 정상 범위였다. D-dimer는 1.1 ug/ml로 약간 상승하

여 있었으며, CK-MB 3.71 ng/mL, Troponin-I 0.027 ng/

mL로 정상범위를 보였으나 BNP(brain natriuretic peptide)

는 522.30 pg/mL로 상승되어 있었다. 대기 공기하에서 시

행한 동맥혈가스검사에서 pH 7.43, PaCO2 40.0 mm Hg, 

PaO2 57.0 mm Hg, HCO3 26.5 mmol/L, 산소포화도 90.0%

이었다. 갑상선 기능검사는 정상이었으며, 심전도는 심박수 

91회/분의 정상 동성 리듬이었으나 Q-T 간격이 연장되어 있

었고, 좌심실비대 소견을 보였다. 단순 흉부 촬영 및 흉부 단

층 컴퓨터촬영에서 심비대와 경도의 양측성 흉수가 관찰되

었다.

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forced vital capacity, 

FVC) 2.98 L(예측치의 68%), 1초간 노력성호기량(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FEV1) 2.51 L(예측치의 

77%), 1초간 노력성 호기량/노력성 폐활량(FEV1/FVC) 

84%, 전폐용량(total lung capacity, TLC) 4.17 L(예측치의 

69%)로 폐쇄성 호흡장애는 보이지 않았으나, 경도의 제한

성 호흡장애가 관찰되었으며,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기관

지 확장 반응은 없었다. 경흉부심장초음파검사에서 좌심실 

박출률(ejection fraction)은 14.5%로 매우 감소되어 있었으

며, 중등도에서 중증의 좌심실 비대 및 중증 좌심방 확장 소

견 있었고, 전 벽의 운동 감소 소견을 보였다. 심부전의 원

인을 감별하기 위하여 내원 3일째에 관상동맥조영술을 시

행하였고, 좌전 하행지의 중간부위에 60%의 협착 소견 보

여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였다. 이후에 이뇨제, 

베타차단제, 안지오텐신전환효소 억제제를 투여한 후 시행

한 심초음파에서 심실 박출률은 28%로 다소 호전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관상동맥중재술 및 추적 시행한 심초

음파 결과에 비해 환자의 주관적인 호흡곤란 및 낮 동안의 

피로감은 지속되었다. 환자 보호자의 말에 따르면 평소 수

면 중에 무호흡이 있고 코골이도 심하다고 하여 이를 평가

하기 위하여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하였다. 수면다원검사에

서 심한 코골이가 관찰되었으며 수면효율은 86.8%, 1단계 

수면은 24.9%, 2단계 수면은 43%, 3단계 수면은 11%, 램수

면은 21.2%였고 무호흡-저호흡 지수는 45.9회/시간으로 대

부분은 호흡노력이 없는 체인-스토크스 호흡양상의 중추

성 수면 무호흡 형태를 보였다(Figure 1A, B). 반복되는 체

인-스토크스 호흡이 길게는 44초까지 관찰되었고, 이 때 산

소 포화도는 75%까지 감소하는 소견을 보였다. 저자들은 

환자에게 심부전에 대한 약물치료를 병행하면서 중추성 수

면 무호흡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지속적 상기도 양압기의 압력 적정(titration)은 4 

cmH2O의 압력에서 시작하였고, 무호흡과 저호흡이 개선되

지 않아 점진적으로 압력을 높였으며, 무호흡과 저호흡이 

호전되는 최소 압력으로 11 cmH2O이 결정되었다. 압력 11 

cmH2O로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을 적용 시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13.6회/시간으로 감소하였고, 수면 중 평균 산소 포화

도는 94%로 호전되었으며, 체인-스토크스 호흡은 관찰되지 

않았다(Figure 2A, B).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 적용 후 환자의 

주관적인 호흡곤란 정도는 NYHA (New York Heart Asso-
ciation) class 3에서 class 2로 감소하였으며, 낮 동안의 졸

림증도 호전됨을 관찰 할 수 있었다. 환자는 퇴원 후 순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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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에서 약물치료와 병행하여 지속적 상기도 양압치료를 

적용하고 있으며 퇴원 후 6개월째 악화 없이 통원 중이다.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

의 승인을 받았다(PC17ZESI0065).

고      찰

중추성 수면 무호흡은 수면 중 환자의 상기도는 유지되나, 

호흡하고자 하는 노력 자체가 없어 무호흡이 발생하는 것으

로, 수면다원검사에서 호흡 노력이 없고 흉부와 복부의 움직

임이 없으면서, 공기의 출입이 없는 것이 관찰되고, 측정된 

수면 중 무호흡의 50% 이상이 중추성으로 나타날 때 중추성 

수면 무호흡으로 진단 할 수 있다(Cho 2009). 일반적으로 폐

쇄성 수면 무호흡이 중추성 수면 무호흡 보다 발생 비율이 

높지만, 심부전 환자에서는 체인-스토크스 호흡이 동반된 

중추성 무호흡이 비교적 흔하게 관찰된다(Bredley 2003 ; 

Javaheri 등 1998 ; Sin 등 1999). 심부전 환자에서 중추성 

수면 무호흡이 동반된 경우, 불면증, 피로감, 주간 졸림증 

등과 같은 수면 무호흡의 일반적인 증상이 심부전 자체로 

인한 증상으로 오인되어 중추성 수면 무호흡의 진단이 늦

어 질 수 있다. 본 증례의 환자의 경우, 심부전에 대한 적절

한 중재 시술 및 약물치료 후 환자의 심장 기능은 다소 회복 

되었으나, 피로감 및 주관적인 호흡곤란 증상은 지속되었

다. 본 증례는 의료진의 자세한 병력 청취를 통해 평소 환자

가 수면 중 무호흡이 심하다는 소견을 바탕으로 심부전 환

자에 동반되는 중추성 수면 무호흡의 가능성을 의심하여 

조기에 수면다원검사를 통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지

속적 상기도 양압술로 치료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심부전 환자에서 중추성 수면 무호흡이 발생하는 기전은 

복잡하며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다. 심부전 환자는 상

기도 호흡의 불안정성을 보이는데, 이를 야기하는 원인은 

과호흡(hyperventilation) 및 순환 지연(circulatory delay)

이 있다. 과호흡이 발생하는 기전은 심부전 환자가 수면 중 

반듯이 누운 자세를 취할 때, 하지에 있던 혈액이 가슴 및 

폐 쪽으로 이동하면서 폐울혈이 발생하고 폐 신전 수용체

(pulmonary stretch receptor)를 자극하여 호흡을 촉진시키

기 때문으로 보고된다(White와 Bradley 2013). 또한 기저 

심질환이 있는 경우 말초 화학 수용체가 과도하게 활성화

되어 이산화탄소의 감소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보상적으로 

중추성 무호흡이 발생하며, 무호흡 발생으로 증가된 이산화

Figure 1. Before application of con-
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A : 
Polysomnography shows central 
apnea with Cheyne-stoked respi-
ration and decreased oxygen-
ation to 81% during NREM sleep 
period. B : Hypnogram shows cen-
tral apnea event with severe de-
saturation during sleep.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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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를 제거 하기 위해 다시 과호흡을 유발하면서 결과적

으로 체인-스토크스 양상의 주기적인 중추성 수면 무호흡

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Rowley와 Badr 2017). 심부전 환

자는 심박출량이 감소하여 혈액의 순환시간이 길어져 있어 

말초 화학 수용체와 중추 화학 수용체 사이의 혈액 가스 차

이가 늦게 감지되며, 이로 인해 말초 화학 수용체에서 중추

로의 되먹임 정보를 연장시켜서 결국 호흡 양상을 변화시

키게 된다(Hall 등 1996). 

중추성 수면 무호흡이 동반된 심부전 환자에서 심부전이 

악화되는 병리생태학적 기전은, 수면 중 반복적인 각성이 

심혈관계의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교감신경계가 활성화 되

며, 이로 인해 빈맥, 말초 혈관 수축, 나트륨 저류가 초래되

고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 계통이 활성화 된다. 또

한, 심근의 산소요구량이 증가하고, 혈압 상승 및 혈장량 증

가로 심근 허혈이 초래되며, 심장의 전부하, 후부하 모두 증

가하여 심부전을 더욱 더 악화시키게 된다. 이로 인해 심근 

비후와 심근의 세포 자멸사, 국소적인 심근 괴사로 심장의 

재형성을 초래하여 심실부정맥과 같은 심실의 불안정성도 

초래하게 된다(Costanzo 등 2015). 또한 무호흡 자체가 저

산소-재산소화를 유발하여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여러 사이토카인의 분비로 인해 혈관내 염증반응을 초래하

여 혈관 내피 세포의 장애로 인한 혈관수축 및 혈전형성에 

기여하여, 관상동맥질환 및 전신적인 관류장애를 일으키게 

된다(Kim 2005). 따라서 심부전이 있는 환자에서 중추성 

수면 무호흡이 있다는 것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이를 치료

하는 것이 심부전의 악화를 예방하고 환자의 예후를 호전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다. 

중추성 수면 무호흡이 동반된 심부전 환자에서는 약물치

료를 통해 심부전 자체를 치료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치료

이나, 심부전 자체가 호전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추성 수

면 무호흡으로 인한 주관적 증상 및 저산소증이 지속되는 경

우도 있어 이 경우 비침습적 환기 치료, 야간산소공급, 가슴

막신경 자극 등이 시도되고 있다(Khayat와 Abrahan 2016). 

비침습적 환기 치료 중에서 가장 흔하고 효과적이라고 알려

진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은 적정압력을 결정하여 흡기 시 일

정한 압력을 전달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 적용 시 분당 환기량이 

감소 되면 혈액내 이산화탄소가 증가되어 과호흡과 저탄산

혈증(hypocapnia)을 줄여주어 심부전 환자의 상기도 불안정

성을 보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Bradley 등 2005). 그 

Figure 2. After application of con-
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A : 
Polysomnography shows improved 
oxygen saturation to average of 
94% and no central sleep apnea 
with cheyne-stokes respiration. B : 
Hypnogram shows the decreased 
respiratory events and improved 
hypoxemi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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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이단 상기도 양압술(bilevel positive airway pres-

sure)을 통해 흡기압력과 호기압력, 흡기-호기 압력차를 설

정 하여 호흡을 자연스럽게 유지하게 도와주는 치료법을 적

용할 수도 있다. 또한, 자동적응형 양압기(adaptive servo-
ventilation)는 기계 스스로 환자의 목표 환기량을 계산하여 

압력 조절을 통해 과호흡 단계에서는 추가적인 환기압력을 

가하지 않아 과호흡의 악화를 예방하고, 무호흡 단계에서는 

환기 보조를 통해 혈액내 이산화탄소의 증가를 예방하여 체

인-스토크스 호흡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준다. 이는 체인-

스토크스 호흡을 동반한 중추성 수면 무호흡 환자에서 가장 

효과적인 환기 방법이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아직 국내에 

상용화되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중추성 수면 무호흡이 동반된 심부전환자에서 지속적 상

기도 양압술의 효과에 대해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그 효과에 대한 보고는 현재까지 매우 다양하다. Bradley 등

은 중추성 수면 무호흡이 동반된 심부전 환자에서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을 적용하여 무호흡-저호흡 발생을 감소시키

고, 야간 산소포화도 호전, 좌심실 박출률의 향상, 노르에피

네프린 수치의 감소, 그리고 6분 보행 거리가 증가됨을 보고 

하였다(Bradley 등 2005). 그러나, Javahei 등의 연구에 따

르면 심부전 환자에서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을 적용 시 흉

곽내 압력을 증가시켜 우심실과 좌심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전부하 및 후부하를 증가시켜 결국 심기능의 악화

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Javaheri 2006). 최근 발표

된 연구에 따르면 7266명의 수면 무호흡증을 앓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 결과를 메타 분석하였을 때, 지속적 상

기도 양압술을 적용 시 수면 무호흡으로 인한 증상은 호전

되지만, 심혈관 부작용으로 인한 위험성과 사망률을 낮추지

는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심혈관 질환 및 사망을 예방할 

목적으로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강

조한 바 있다(Yu 등 2017). 

중추성 수면 무호흡을 동반한 심부전 환자에서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의 효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본 증례는 중추성 수면 무호흡을 동반한 심부전 환자

에서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을 적용 하여 무호흡-저호흡 지

수 호전, 체인-스토크스 호흡의 감소, 수면 중 산소포화도 

증가를 확인하였고, 주관적인 호흡곤란 및 피로감 등이 치

료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저자들은 심부전 환자에서 심장

기능의 호전에도 불구 하고 주관적인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중추성 수면 무호흡의 동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

세한 병력 청취 및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중추성 수면 무호

흡을 의심하는 것이 환자의 증상 호전 및 추후 예후에도 영

향을 끼치는 것을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요      약

일반적으로 폐쇄성 수면 무호흡이 중추성 수면 무호흡보

다 발생 비율이 높지만 심부전 환자에서는 체인-스토크스 

호흡이 동반된 중추성 수면 무호흡이 흔하며, 실제로 심부전 

환자에서 25~40%까지 중추성 수면 무호흡이 발생한다고 

한다. 저자들은 호흡곤란으로 내원하여 심부전으로 진단된 

환자가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고 난 이후 추적 시행한 

심초음파 결과에 비해 주관적인 호흡곤란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의료진의 자세한 병력 청취를 통해 환자가 평소 코골

이와 수면 무호흡이 심하다는 소견을 바탕으로 조기에 수면

다원검사를 시행했다. 환자는 체인-스토크스 호흡을 동반한 

중추성 수면 무호흡으로 진단 되어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을 

적용 후 호흡곤란 및 주간 졸림증이 호전 되었다. 심부전 환

자에서 중추성 수면 무호흡이 동반된 경우, 피로감, 주간 졸

림증 등과 같은 수면 무호흡의 일반적인 증상이 심부전 자

체로 인한 증상으로 오인되어 중추성 수면 무호흡의 진단이 

늦어 질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자의 예후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본 증례의 경우와 같이 심부전 환자의 치료 시 수면 

무호흡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는 경우 중추성 수면 무호

흡의 동반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중추

성 수면 무호흡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증상 호전 및 예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중심 단어：중추성 무호흡·양압기·체인-스토크스 호흡 

심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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