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적 양압치료와 삶의 질 

56

서      론

미국수면의학회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leep 

Disorders, Third Edition (ICSD-3)은 폐쇄성수면무호흡증

(obstructive sleep apnea, OSA)을 잠을 자는 도중에 상기

도를 통한 공기 흐름의 장애로 인하여 잦은 각성(arousal)과 

혈중산소포화농도(arterial oxygen saturation)의 저하가 반복

적으로 나타나는 수면호흡장애(sleep-related breathing dis-

order, SRBD)로 정의하고 있다(American Academy of Sleep 

Medicine, 2014). 폐쇄성 수면무호흡증(obstructive sleep 

apnea, OSA)은 전체 인구의 2~4% 정도(Epstein 등 2009)

이며, 수면호흡장애의 유병률이 40~69세의 연령에서 남자

는 27%, 여자는 16%이었으며 수면 무호흡저호흡지수(Ap-

nea Hypopnea Index, AHI) 5이상에 주간졸림증(Exces-

폐쇄성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지속적 양압치료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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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Objectives: In this study,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OSA patients and the quality of life before and after CPAP use were 
compared to determine the degree of improvement in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CPAP use.
Methods: Age, sex, height, weight, body mass index, Epworth Sleepiness Scale, Modified Mallampatti Score, Montreal Cog-
nitive Assessment-Korean, and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were compared between men and women through medical re-
cords. To understand the degree of improvement in quality of life resulting from use of CPAP, a personal telephone call was 
made to compare the VAS scores for quality of life before and after CPAP use.
Results: In height (HT) (Z = -4.525, p < 0.001), weight (BW) (Z = -2.844, p < 0.05), sleep quality (PSQI) (Z = -2.671, p < 0.05), 
and arousal index (AI) (Z = -2.105, p < 0.05),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p < 0.05). There was no differ-
ence in the remaining variables. Cross-analysis (Chi-square test) confirmed a difference between severity and sex of OSA. It 
has been found that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order in size according to level-specific severity of OSA for PreCPAP 
QOL, PostCPAP QOL, CPAPUse Months, and CPAP4Hr/d (%) (p > 0.05). The difference between AHI before and after CPAP 
was 36.48 ± 21.54 (t = 11.609, p < 0.001) and the difference between QOL before and after CPAP was –25.43 ± 22.06 (t = 

-7.901, p < 0.001), both of which were significant (p < 0.001).
Conclusion: Among OSA patients, there were differences in height (HT), weight (BW), sleep quality (PSQI), arousal index (AI), 
and severity of OSA between men and women, but the quality of life before and after CPAP was different.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in quality of life before and after CPAP. In addition, quality of life in OSA patients 
improved after using CPAP.  Sleep Medicine and Psychophysiology 2020；27(2)：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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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ve daytime sleepiness, EDS)이 동반된 경우 폐쇄성 수면무

호흡증후군(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 OSAS)의 

유병율은 남자 4.5%와 여자 3.2%이었다(Kim 등 2004). 치료

되지 않은 OSA는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Gander 등 2010 ; Hilman 2006). 구체적으로 OSA

는 수술에 관한 위험도를 증가시키고, 고혈압, 심부전, 뇌졸

중, 관상동맥질환, 부정맥, 폐고혈압, 당뇨병, 발기부전, 텔

로미어(Telomere)의 단축현상, 암 발생 등과 관련이 있음

이 알려져 있다(Choi 2015). 이러한 OSA의 다양한 합병증

은 각 개인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QOL)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Batool-Anwar 등 2016).

이러한 OSA 또는 OSAS를 진단하기 위해 수면다원검사

(Polysomnography, PSG)는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검사이다

(Armon 등 2016 ; Kapur 등 2017 ; Iba´n˜ez 등 2018 ;Rich-

ard 등 2020). PSG의 일반적 측정 지표(Parameters)는 뇌파

(Electroencephalogram, EEG), 안전도(Electrooculogram, 

EOG), 턱 근전도(Chin Electromyogram, Chin EMG), 다리 

근전도(Leg Electromyogram, Leg EMG), 공기흐름 신호

(Airflow Signals), 호흡노력 신호(Respiratory Effort Sig-

nals), 산소포화도(Oxygen Saturation), 체위(Body Posi-

tion), 심전도(Electrocardiogram, EKG), 동기화된 PSG 동

영상(Synchronized PSG Video)이다(Richard 등 2020). 

OSA의 치료 중 기도양압술(Positive Airway Pressure, 

PAP)에 의한 치료는 크게 지속적 기도양압술(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CPAP), Bi-level PAP (BiPAP), 

자동형 기도양압술(Autotitrating PAP, APAP ; CPAP과 

BiPAP포함)으로 구분된다(Morgenthaler 등 2008). 이외에 

구강 내 장치(Oral Appliance), 수술적 치료, 기타 보조적 치

료(체중조절, 자세치료 등)도 포함된다. 그 중에서 지속적 기도

양얍술(CPAP)이 OSA 치료의 가장 대표적 표준이다(Becker 

등 2003). OSA에서 기타 치료는 PAP치료에 적응이 안 될 

경우와 효과가 없을 때 고려한다. 때로는 multimodal치료법

을 적용하여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다(Pavwoski와 Shelgi-

kar 2017). CPAP 치료법은 일정한 압력 흐름을 제공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기계를 사용한다. CPAP은 OSA에 가장 효과

적인 치료법으로 CPAP의 경미한 압력으로 기도(airway)가 

무너지거나 막히는 것을 방지한다. OSA의 진단과 치료에 

PSG와 CPAP 치료기가 의학적으로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18년에 이르러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Ko-

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ealth, 2018). OSA

로 고통 받는 환자의 경우 CPAP 사용으로 수면의 질 향상, 

인지기능 개선, 주간 졸음의 개선,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 향

상, 혈압의 저하, 기분의 개선 등을 기대할 수 있다(Shechter 

등 2019 ; Park 등 2018 ; Isidoro 등 2016 ). 

Batool-Anwar 등(2016)의 연구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CPAP 치료 후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삶의 질에 큰 개선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중증 및 중등도의 OSA 

환자에서 CPAP를 사용하면 QOL이 장기적으로 향상된다

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나 경도의 OSA 환자에서는 QOL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Batool-Anwar 

등(2016)의 연구에서 적용된 척도는 sleep apnea quality of 

life index (SAQLI)로 많은 문항과 복잡한 질문으로 구성되

어 있다(Flemons과 Tsai 1997 ; Flemons과 Reimer 1998). 

따라서 본 연구는 Batool-Anwar 등(2016)의 선행연구에 근

거하여 OSA환자의 CPAP 사용전후의 효과가 삶의 질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복잡한 QOL설문지

(SAQLI) 대신 전화통화와 함께 사용이 간단한 시각성 아날

로그 척도(Visual Analog Scale, VAS) (Gould 등 2001)를 

활용하여 적용하였다.

따라서 OSA는 CPAP 사용에 따른 여러 가지 개선점들과 

함께 OSA환자가 SAQLI에서 측정되는 객관적 QOL과 달리 

VAS에 의해 측정된 주관적 QOL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

으로 추정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본원 수면장애클리닉에

서 수면다원검사를 진행 후 OSA로 진단되었고 CPAP을 사

용 중인 환자들의 관련 자료를 조사한 후 본인에게 직접 전화

로 연락을 취하고 CPAP의 사용전과 후의 주관적으로 느껴지

는 QOL의 정도에 대해 VAS를 적용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 및 방법

1. 대  상

전라북도 전주시에 소재하는 예수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수면장애클리닉에 방문하여 2018년 10월 이후 진료한 만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대상

자 선정기준(inclusion criteria)은 만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2018년 10월 이후 예수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수면장애 클리

닉에 방문하여 PSG를 시행한 후 CPAP 치료기를 사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화 설문 시에 구두로 동의한 자

와 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제

외기준(exclusion criteria)은 연구계획 대상자의 조사 자료 

중 누락된 항목이 있는 경우와 전화 설문 시 구두 동의를 거

부하는 경우로 정하였다. 또한 급성 정신과적 증상이 동반

된 경우, 언어장애와 청력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제외기준

으로 설정하였다. 이 중 PSG를 시행한 후 OSA로 진단된 

환자 중 CPAP 치료기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진료기록을 조

사하였다. 그리고 해당 대상자에게 전화하여 CPAP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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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후의 VAS를 이용한 삶의 질의 변화를 조사하였고 응답

한 자료를 수집 하였다. 연구의 윤리적 수행을 위하여 소속기

관인 예수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최대 100명을 승인(IRB No. 2020-09-

046)받았으며, 연구 과정 중 대상자의 인적 사항 보호를 위

하여 노력하였다. 연구계획서와 전화 설문에 따른 동의문을 

예수병원 IRB에 제출하여 심의 신청 후 승인을 취득하였다. 

IRB에서는 연구대상에 대해 동의취득면제와 함께 전향적·

후향적 연구계획에 대해 승인하였으며 전화설문시 연구목

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강조하였다. 

2. 연구방법

자료조사 및 전화 설문 기간은 2020년 10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었으며 의무기록 자료 조사와 전화설문은 1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가 실시하였고 1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조사된 기록을 검토 후 정리하였다. 2018년 10월 

건강보험에 CPAP이 적용된 이후의 대상자 중 2018년 10월

부터 2020년 4월까지 PSG등록대장에 나와 있는 총 환자

118명 중 CPAP 처방이 없는 18명을 제외한 100명을 IRB에 

연구대상자로 신청하였다. IRB승인 심사의견에 따라 의무

기록의 자료조사와 함께 대상자에게 전화하여 설문 동의문

(IRB 승인)의 내용을 충분히 읽고 설명한 후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설문을 시행하였다. 연구대상 100명의 의무기록의 

자료조사를 실시하였으나 CPAP의 유지 실패, 외래 중단 등

을 제외하고 해당 자료가 완벽하게 충족된 대상자는 총 58명

이었고 이중 전화설문요청에 거부 의사를 표현한 3명, 내용

을 모르겠다고 한 대상자는 2명, CPAP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

아서 거부한 경우 1명, 전화연결이 되지 않은 경우 5건은 제

외하였다(남자 3, 여자 2). 최종 47명(남자 34, 여자 13명)이 전

화 설문에 동의하였고 해당 대상자로부터 답변을 구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조사자료의 측정 변수는 진료기록부의 PSG 

전 기초 측정 자료인 나이, 성별,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 앱

워스 주간졸림척도(Epworth Sleepiness Scale, ESS) (Johns 

1991, 1992, 1997 ; Cho 등 2011), 수정된 말람파티 척도

(Modified Mallampatti Score, MMS) (Mallampati 1985),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Korean version of Montreal Cog-

nitive Assessment, MoCA-K) (Jung 2010 ; Ko 등 2013), 피

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 (Buysse와 Reynolds 1989)를 조사하였다. 또한 PSG

를 실시한 후의 기록 중 무호흡저호흡지수(Apnea-Hypop-

nea Index, AHI ; PreCPAP AHI, 지속적 양압기 사용 전 

무호흡저호흡지수), 지속적 양압기 치료 후 무호흡저호흡

지수(PostCPAP AHI ; CPAP기계의 AHI자료), 수면다원

검사 중 각성지수(Arousal Index, AI), 월 CPAP 사용기간, 

1일 4시간 이상 CPAP 사용 비율, 1일 CPAP 사용시간을 조

사하였다. 그리고 해당 환자에게 전화를 연결하여 CPAP의 

사용 전과 후의 삶의 질 지수(PreCPAP QOL, PostCPAP 

QOL)를 조사하였다. OSA의 진단기준은 ICSD-3 (Ameri-

can Academy of Sleep Medicine, 2014)과 심각도 수준은 

경도(mild, AHI 5-15), 중등도(moderate, AHI 15-30), 중

증(severe, AHI 30이상)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Ameri-

can Academy of Sleep Medicine Task Force 1999 ; Rueh-

land 등 2009). 

3. 평가도구

1) 수면다원검사(Polysomnography, PSG)

설문지 검사를 마친 후 저녁 9시부터 익일 7시까지 야간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한다(American Academy of Sleep 

Medicine, 2020). PSG는 Philips G3 PSG 장비를 이용하여 

시행하였으며, 표준화된 방법과 기기운영지침을 참조하여 

각종 전극들과 감지기들을 대상자에게 부착한다. 이를 통해 

수면의 각 단계별 시간변수, 호흡변수와 기타 변수들을 측

정한다. 전체 수면시간(Total sleep time, TST), 전체수면기

록시간(Total recording time, TRT), 침대유지시간(Time in 

bed, TIB), 수면주기시간(Sleep period time, SPT), 수면시작

시간(Sleep onset, SO), 수면시작 후 각성(Wake after sleep 

onset, WASO), 수면효율성(Sleep Efficiency, SE), 1단계 

비REM 수면 지속시간(Duration NREM1, D-N1), 2단계 

비REM수면 지속시간(Duration NREM2, D-N2), 3단계 

비REM수면 지속시간(Duration NREM 3, D-N3), 급속안구

운동수면 지속시간(Duration of rapid eye movement sleep, 

D-R)의 분율(%)과 잠복기(Latency), 무호흡-저호흡 지수

(Apnea-hypopnea index, AHI), 호흡방해지수(respiratory 

disturbance index, RDI), 혈중 산소포화도(SpO2) 각성지수

(Arousal Index, AI), 주기적 사지운동지수(Periodic leg 

movement Index, PLM Index), 평균 혈중산소포화농도

(Mean SpO2), 최소 혈중 산소포화농도(Minimum SpO2)등

을 측정한다. AHI와 RDI는 PSG에서 확인할 수 있는 데, 일

반적으로 사용되는 수면 시간 당 무호흡 저호흡을 측정한 

지수 AHI에 시간 당 호흡노력 관련 각성(Respiratory effort 

related arousal, RERA)의 횟수를 합한 수치이다. 

2) 엡워스 주간졸림척도(Epworth Sleepiness Scale, ESS)

Johns(1991, 1992, 1997)는 호주 멜버른의 Epworth 병원

에서 성인을 위한 ESS를 1990년에 처음 개발하였고,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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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약간 수정하였다. Cho 등(2011)은 한글판을 표준화하였

다. ESS는 주간졸림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이다. 이는 전 세

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자가진단표이다. ESS에서 졸리움

의 정도는 최근의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졸리운 지를 평가

하는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상황에 대해 ‘전혀 

졸리지 않다’는 0점에서부터 ‘매우 많이 졸리다’는 3점으로 

하여 합계 24점으로 총점을 계산한다. 11점이상이면 비정

상적 과다 졸림으로 평가한다.

3)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Montreal Cognitive 

Assessment-Korean, MoCA-K) 

MoCA-K는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MoCA) 

문항들을 한국어로 번안한 검사로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을 

선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 간이정신상태검사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SE) (Folstein 등 

1975)에서 취약한 항목을 포함하여, 주의력, 집중력, 실행

력, 기억력, 어휘력, 시각공간력, 추상력, 계산, 지남력등을 

평가한다. 경도인지장애를 더 잘 선별하는 인지기능 평가도

구로써 30점 만점에 23점 이상이면 정상으로 간주한다.

4)   수정된 말람파티 척도(Modified Mallampatti Score, 

MSS)

전신마취의 유도 시 기관 내 삽관이 용이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도평가 방법들이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다. Mallam-

patti 등이 경구로 혀와 인두의 구조물을 관찰하여 상기도를 

3단계로 분류한 것을 바탕으로, Samsoon과 Young(1987)이 

다시 4단계로 분류한 modified Mallampatti test가 가장 널

리 사용되는 기도 평가법이다. MMS의 등급(Class) I은 연

구개(입천장 뒤쪽), 목구멍, 목젖, 전방 및 후방 편도 기둥이 

보이는 상태이다. 등급(Class) II는 편도 기둥을 제외한 모

든 것이 보이는 상태인데, 목구멍 기둥과 연구개는 보이지

만 목젖은 혀의 밑면에 의해 가린다, 등급(Class) III은 목젖

의 밑면이 보이거나 단지 연구개만 보이는 상태이다. 등급

(Class) IV는 딱딱한 구개((입천장 높은 곳)만 보이며 연구

개는 보이지 않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5)   피츠버그 수면의 질 설문지(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 

수면의 질은 지난 한달 간의 수면의 질을 측정하는 PSQI

로 평가하였다. 이는 주관적 수면의 질(subjective sleep qual-

ity), 수면잠복기(sleep latency), 수면시간(sleep duration), 

습관적 수면효율(habitual sleep efficiency), 수면장애(sleep 

disturbances), 수면제 사용(use of sleeping medication), 주

간기능장애(daytime dysfunction)의 7개의 범주로 이루어진 

총 19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설문이다. 각 문항을 합산

하거나 지수화 하여 총 수면지수가 5점 초과하는 경우 “낮은 

수면의 질”, 5점 이하일 경우 “좋은 수면의 질”로 평가한다.

6) 시각형 아날로그 척도(Visual Analog scale, VAS)

Keele(1948)은 VAS를 이용하여 처음으로 통증의 정도를 

측정하였는데 10 cm의 직선을 그은 후 한쪽 끝에는 ‘전혀 통

증 없음’, 다른 쪽 끝에는 ‘참을 수 없는 통증’이라는 글을 써

주고 그 사이에 통증정도를 표시하게 하였는데 이를 시각

형 아날로그 척도(visual analog scale, VAS)라고 한다. 이

는 Gould 등(2001)에 의해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국내에서

는 Ryoo와 Park(2011)의 연구에서 VAS의 타당도(피어슨 

상관계수 0.449, p ＜ 0.001)와 신뢰도(피어슨 상관계수 

0.782, p ＜ 0.001)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QOL의 측

정도구로 VAS를 응용하여 적용하였다. VAS를 사용하여 

CPAP사용자의 사용 전 QOL과 사용 후 QOL에 대하여 전

화를 통하여 질문하였는데 대상자의 응답을 0에서 100점으

로 변환하여 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VAS에서는 0점에 

가까울수록 삶의 질이 좋지 않음을 의미하며 100점에 가까

울수록 삶의 질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7) PSG 후 자료(진료기록부 조사) 조사

지속적 양압기 치료 전·후 무호흡저호흡지수(Apnea-Hy-

popnea Index, AHI)인 PreCPAP AHI, 지속적 양압기 치료 

후 무호흡저호흡지수인 PostCPAP AHI, 수면다원검사 중 

각성지수(Arousal Index), 월 CPAP 사용기간, 1일 4시간 

이상 CPAP 사용 비율, 1일 CPAP 사용시간을 진료기록부

에서 조사하였다.

8) CPAP 사용 전·후 삶의 질(QOL)에 대한 전화 조사

CPAP 사용 전·후 삶의 질(QOL)에 대해 최종적으로 선

정된 연구대상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1인이 전화하

여 IRB의 승인 심사의견에 따라 연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구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VAS를 이용하여 설문을 진행

하였다. 그리고 조사된 자료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

이 검토 후 정리하였다.

4. 자료 분석

연구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3.0 version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자료가 충족된 47명(남자 34명, 

여자 13명)의 남·녀 간 자료 비교에 대해 Kolmogorov-

Smirnov test와 Shapiro-Wilk test를 적용한 결과 모두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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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만족되지 않아 비모수 검정인 Mann-Whitney test를 

적용하였다. CPAP 사용 전·후 자료의 비교에서는 Kol-

mogorov-Smirnov test와 Shapiro-Wilk test에서 정규성을 

만족하여 Paired t-test를 적용하였다. OSA의 심각도에 따

른 성별 간 차이에 대해 교차분석을 적용하였고, OSA의 수

준별 심각도와 삶의 질 및 CPAP사용 간의 관계에 대해 비

모수검정인 Jonckheere-Terpstra test (Jonckheere-Terp-

stra 추세검증)를 적용하였다.

결      과

Table 1에 각 변수에 대한 남·녀 간 비교를 기술통계로 제

시하였으며 남녀 간의 표본수가 불균형하고 정규성이 없으므

로 비모수 검정인 Mann-Whitney test가 적용되었다. 신장에

서 남자의 평균 키는 남자 169.26 ± 6.04 cm, 여자 155.92 ± 

9.32 cm, 남·녀 평균 165.57 ± 9.23 cm (Z = -4.525, p = 

0.000), 체중은 남자 77.91 ± 12.03 kg, 여자 64.54 ± 11.77 

kg, 평균 74.21 ± 13.29 kg (Z = -2.844, p = 0.004), 수면의 

질은 남자 8.50 ± 4.34, 여자 12.85 ± 5.11, 평균 9.70 ± 4.92 

(Z = -2.671, p = 0.008)과 각성 지수는 남자 22.71 ± 10.54, 

여자 16.72 ± 7.88, 평균 21.05 ± 10.16 (Z = -2.105, p = 

0.035)에서 통계학적으로 남·녀 간에 차이가 있으며 나머

지 변수에서는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Table 2는 각 변수에 대한 남·녀 순위합의 크기를 보여

주고 있으며 모든 변수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욱 큰 순위

의 합이 나타남이 확인되었다. 

Table 3에서는 교차분석에 의해 OSA의 수준별 심각도

(severity)와 성별 간의 관계를 비교한 결과이다. 교차분석에

서 χ2 = 7.724, p = 0.024로 p ＜ 0.05보다 작으므로 OSA의 수

준별 심각도와 성별 간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이 되었다. 전

체 OSA 환자(남자 34명, 여자 13명) 중경도(mild, 10.6%)의 

경우는 5(남자 1, 여자 4), 중등도(moderate, 36.2%)는 17(남

자 13, 여자 4)명, 중증(severe, 53.2%)의 경우는 25(남자 20, 

여자 5)명이었다. 

Tale 4는 Jonckheere-Terpstra test (Jonckheere trend 

test, Jonckheere-terpstra 추세검증)를 이용하여 OSA의 수

준별 심각도에 따른 PreCPAP QOL, PostCPAP QOL, 

CPAPUse Months, CPAP4Hr/d(%)와의 관계에 따른 추세

를 검증해보았다. PreCPAP QOL (p = 0.792, standard J-T 

statistic -0.263), PostCPAP QOL (p = 0.306, standard J-T 

statistic 0.306), CPAPUse Months (p = 0.606, standard 

J-T statistic 0.606), CPAP4Hr/d(%) (p = 0.127, J-T sta-

tistic 1.527), CPAPHr/d (p = 0.150, standard J-T statistic 

1.440)로 확인되었다. 모든 변수가 p ＜ 0.05를 충족하지 못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n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Mann-Whitney test)

Variable
Men (34) Women (13) Total (47)

Z p*
Mean ± SD Mean ± SD Mean ± SD

Age (years) 54.38 ± 15.44 56.77 ± 9.42 55.04 ± 13.97 -0.119 0.905
HT (cm) 169.26 ± 6.04 155.92 ± 9.32 165.57 ± 9.23 -4.525 0.000
BW (kg) 77.91 ± 12.03 64.54 ± 11.77 74.21 ± 13.29 -2.844 0.004
BMI 27.12 ± 3.44 26.43 ± 4.05 26.93 ± 3.59 -1.011 0.312
ESS 9.21 ± 5.19 9.31 ± 7.60 9.23 ± 5.87 -0.119 0.905
MMS 3.32 ± 0.59 3.69 ± 0.48 3.43 ± 0.58 -1.952 0.051
MoCA-K 24.76 ± 5.99 24.46 ± 5.68 24.68 ± 5.84 -0.287 0.774
AI 22.71 ± 10.54 16.72 ± 7.88 21.05 ± 10.16 -2.105 0.035
PSQI 8.50 ± 4.34 12.85 ± 5.11 9.70 ± 4.92 -2.671
PreCPAP AHI 41.34 ± 22.24 30.02 ± 18.24 38.21 ± 21.63 -1.712 0.087
PostCPAP AHI 1.72 ± 2.10 1.75 ± 2.00 1.73 ± 2.05 -0.121 0.904
CPAPUse months 10.44 ± 4.11 10.38 ± 4.44 10.43 ± 4.16 -0.179 0.858
CPAP4Hr/d (%) 77.38 ± 13.90 73.46 ± 22.01 76.30 ± 16.37 -0.097 0.793
CPAPHr/d 5.03 ± 0.95 4.85 ± 1.63 4.98 ± 1.16 -0.036 0.972
PreCPAP QOL† 50.15 ± 17.39 49.62 ± 23.85 50.00 ± 19.11 -0.820 0.922
PostCPAP QOL† 74.56 ± 13.50 77.69 ± 16.66 75.43 ± 14.33 -0.036 0.412

* : Approx.. sig. (two tailed), † : QOL ; measured by Visual analog scale (VAS). AI : arousal index, BW : body weight, BMI : body 
mass index, CPAP :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CPAPUse Months : number of months with CPAP, CPAP4Hr/d : percent-
age of CPAP used for 4 hours or more per day, CPAPHr/d : time spent using CPAP each day, ESS : epworth sleepiness scale, HT : 
height, MMS : Modified Mallampatti score, MoCA-K :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Korean, PostCPAP AHI : apnea hypopnea 
index after CPAP, PostCPAP QOL : quality of life after CPAP, PreCPAP AHI : apnea hypopnea index before CPAP, PSQI : pitts-
burgh sleep quality index, PreCPAP QOL : quality of life before CP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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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각 변수의 OSA의 수준별 심각도에 따른 크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순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단, 표준화 J-T 통계량(Jonckheere-Terpstra statis-

tic)에서 음수로 나타난 경우 OSA의 수준별 심각도에 따른 

각 변수(PreCPAP QOL -0.263, CPAPUse Months -0.516)

의 통계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5에서는 CPAP 사용 전 AHI와 사용 후 AHI의 차

이가 36.48 ± 21.54 (t = 11.609, p ＜ 0.001)이었고, CPAP 사

용 전 QOL과 사용 후 QOL의 차이가 –25.43 ± 22.06 (t = 

-7.901, p = 0.000)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p ＜ 

0.005)를 보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47명 모두 CPAP중 

APAP 사용자였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OSA환자의 임상적 특징과 CPAP사용 

전·후의 삶의 질 정도를 하였고 CPAP 사용에 따른 삶의 

질의 개선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OSA)은 다원성(multifactorial) 질병

이다. 다양한 병태생리학적 기제가 기도 붕괴에 영향을 미치

는데 그 중에 해부학적으로 상기도의 좁아짐, 약해진 상기도 

확장근육활동, 낮아진 각성지수와 환기조절의 불안정이 여

기에 포함된다(Sutherland 등 2014).

Lozo 등(2017)은 OSA에서 남녀 간 증상에 따른 차이가 

Table 2. Ranks of variables in Mann-Whitney test

Sex N Mean rank
Sum of 
ranks

Age M 34 23.85 811.00
W 13 24.38 317.00
Total 47

HT M 34 29.59 1006.00
W 13   9.38 122.00
Total 47

BW M 34 27.51 935.50
W 13 14.81 192.50
Total 47

BMI M 34 25.25 858.50
W 13 20.73 269.50
Total 47

ESS M 34 24.15 821.00
W 13 23.62 307.00
Total 47

MMS M 34 21.87 743.50
W 13 29.58 384.50
Total 47

MoCA-K M 34 24.35 828.00
W 13 23.08 300.00
Total 47

Arousal index M 34 26.60 904.50
W 13 17.19 223.50
Total 47

PSQI M 34 20.71 704.00
W 13 32.62 424.00
Total 47

PreCPAP AHI M 34 26.12 888.00
W 13 18.46 240.00
Total 47

PostCPAP AHI M 34 23.85 811.00
W 13 24.38 317.00
Total 47

CPAPUse months M 34 24.22 823.50
W 13 23.42 304.50
Total 47

CPAP4Hr/d (%) M 34 24.32 827.00
W 13 23.15 301.00
Total 47

CPAPHr/d M 34 24.04 817.50
W 13 23.88 310.50
Total 47

PreCPAP QOL* M 34 23.88 812.00
W 13 24.31 316.00
Total 47

PostCPAP QOL* M 34 23.00 782.00
W 13 26.62 346.00
Total 47

* : QOL ; measured by Visual analog scale (VAS). AI : arousal 
index, BW : body weight, BMI : body mass index, CPAP : con-
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CPAPUse Months : number of 
months with CPAP, CPAP4Hr/d : percentage of CPAP used for 
4 hours or more per day, CPAPHr/d : time spent using CPAP 
each day, ESS : epworth sleepiness scale, HT : height, M : men, 
MMS : Modified Mallampatti score, MoCA-K : Montreal Cogni-
tive Assessment-Korean, PostCPAP AHI : apnea hypopnea in-
dex after CPAP, PreCPAP AHI : apnea hypopnea index before 
CPAP, PreCPAP QOL : quality of life before CPAP, PostCPAP 
QOL: quality of life after CPAP, PSQI :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W : Women

Table 3. Gender difference in severity of obstructive sleep ap-
nea*

Sex
Total 

Men Women

OSA severity
Mild OSA

Number 1 4 5
In OSA severity (%) 20.0 80.0 100.0
In sex (%) 2.9 30.8 10.6

Moderate OSA
Number 13 4 17
In OSA severity (%) 76.5 23.5 100.0
In sex (%) 38.2 30.8 36.2

Severe OSA
Number 20 5 25
In OSA severity (%) 80.0 20.0 100.0
In sex (%) 58.8 38.5 53.2

Total
Number 34 13 47
In OSA severity (%) 72.3 27.7 100.0
In sex (%) 100.0 100.0 100.0

* : χ
2 = 7.724, p = 0.024 (p ＜ 0.05). OSA : Obstructive sleep ap-

n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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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여성은 두통, 피로, 우울증, 불안과 수면 시작 시 불면

증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반면 남성은 빈번한 코골이, 헐떡

임, 무호흡이 일차적 특징이라 하였다. 수면장애호흡(sleep 

disordered breathing, SDB)은 남성의 70%, 노인 여성의 

56%에서 발생한다(Douglas 2002 ; Ancoli-Israel 1991). 남

성 대 여성 비율은 일반 인구에서 3:1에서 5:1 사이, 일부 

임상인구(clinical populations)에서 8:1내지 10:1에 이른다

(Quintana-Gallego 등 2004). 역사적으로 OSA는 남성의 

병으로 인식되어왔다. 많은 연구 결과가 남성에서 얻어졌으

며 OSA에 성별 간 차이가 의미 있게 나타난다는 증거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Heinzer 등 2015). 여성에서 QOL이 좋

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OSA로 덜 진단되고 덜 치료되는 경

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전체 845명의 

OSA환자 표본 중 남성이 549명(65%)으로 여성보다 많았

다(Batool-Anwar 등 2016). 본 연구에서도 전체 OSA환자 

47명 중 남성이 34명으로 여성의 수 13명보다 더 많았다(Ta-

ble 1). 

OSA 환자의 남·녀 간 병태생리적 차이에 대한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비만, 상기도의 해부학, 호흡조절, 호르

몬, 노화의 차이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Lin 

등 2008). 일반적으로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 남성보다 여성

의 목과 상기도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기공

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에서도 기도의 

길이, 연구개, 혀, 목의 연조직의 총량이 남성보다 여성에서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Alison 등 2016). 본 연구에서는

OSA환자 중 남·녀 간 각 변수의 차이를 확인하였는데, 신

장, 체중, 수면의 질, 각성 지수에서 통계적으로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1, 2). OSA환자에서 남성

의 신장(169.26 ± 6.04 cm)이 여성의 신장(155.92 ± 9.32 

cm)보다 컸으며, 남성의 평균 체중(77.91 ± 12.03 kg)이 여

성의 평균 체중(64.54 ± 11.77 kg)보다 더욱 무거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MMS 평가 결과 남성(3.32 ± 0.59), 여성(3.69 ± 

0.48)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나 수치 상 여성

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여성 기도의 진입로가 남성보다 

더욱 좁다는 해부학적 차이를 의심해볼 수 있었다. 일반적으

로 생각해보았을 때 기도의 크기가 작으면 더 호흡하기가 어

려울 것으로 생각되지만, OSA 경우는 그렇지 않다. OSA를 

지닌 남성보다 여성에서 인두 임계 폐쇄 압(pharyngeal crit-

ical closing pressure, or Pcrit)이 더 작은데 이는 여성보다 

남성의 기도가 더 쉽게 폐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Alison 등 

2016). 최대 단계의 흡기와 호기 시 이설근의 움직임이 여성

에서 남성보다 더 큰데 이는 여성의 기도가 더 안정적이라

는 것을 의미한다(Popovic 등 1995). 본 연구의 OSA 환자에

서도 남성 환자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이러한 남·녀의 해

부학적인 차이에 기인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추가적인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Table 1). 

Katsantonis 등(1993)에 의하면 기도폐쇄는 20명의 환자 

중 14명에서 기도 붕괴(airway collapse)가 구인두(oropha-

ryngeal) 부위에 국한되거나 시작되었고 7명에서 혀의 기저

로 확장되었으며 2명의 환자에서 전체 축소 가능한 상기도

까지 확장되었다고 보고하였다. Elsobki 등(2019)은 Lw-

PTL staging system이라는 새로운 분류 시스템에 따라 약

물 유발 수면 내시경 검사(drug induced sleep endoscopy, 

DISE)를 통한 기도 붕괴의 위치를 보고하였다. 이는 DISE

에 의해 얻어진 자료에 따라 네 개의 위치수준으로 기도 붕

괴를 분류하는 체계이다. 즉, LwPTL은 측부인두벽(lateral 

Table 4. Analysis of quality of life† and CPAP use according to OSA severity level by Jonckheere-Terpstra testa

Variables (n = 47) PreCPAP QOL PostCPAP QOL CPAPUse months CPAP4Hr/d (%) CPAPHr/d
Number of levels 3 3 3 3 3
Observed J-T statistic 305.000 366.500 292.500 391.500 387.500
Mean J-T statistic 317.500 317.500 317.500 317.500 317.500
Standard deviation of J-T statistic 47.492 47.908 48.442 48.458 48.607
Standard J-T statistic -0.263 1.023 -0.516 1.527 1.440
p* 0.792 0.306 0.606 0.127 0.150

* : p ＜ 0.05, † : Quality of life (QOL) : measured by Visual analog scale (VAS), a : Group variable ; OSA severity (mild, moder-
ate, severe). CPAPUse Months : number of months with CPAP, CPAP4Hr/d : percentage of CPAP used for 4 hours or more per 
day, CPAPHr/d : time spent using CPAP each day, J-T statistic : Jonckheere-Terpstra statistic, N : Sample number, PostCPAP QOL : 
Quality of life after CPAP, PreCPAP QOL : quality of life before CPAP

Table 5. Comparison of AHI and QOL† before and after CPAP 
use*

PreCPAPAHI-PostCPAP 
AHI (n = 47)

PreCPAPQOL-PostCPAP 
QOL (n = 47)

Mean±SD 36.48±21.54 -25.43±22.06
t 11.609 -7.901
p   0.000  0.000

* : p ＜ 0.001, † : QOL : measured by Visual analog scale (VAS). 
AHI : apnea-hypopnea index, CPAP : continuous positive air-
way pressure, PreCPAP QOL : quality of life before CPAP, post-
CPAP QOL : quality of life after CPAP, SD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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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yngeal wall, LW), 구개(palate, P), tongue (tongue, T), 

후두(larynx, L)의 네 개 수준으로 분류된다. 환자의 93.3%

는 보통 velum 수준(73.3 %)에서 외측 인두 벽(lateral pha-

ryngeal wall) 붕괴를 보였으며 80%는 다단계(multilevel) 

붕괴를 나타냈다고 하였다. 상부구개 부위(upper retropal-

atal region)와 관련하여 측방 인두(lateral salpingopharyn-

geal) 폐색(obstruction)이 있는 경우 10%, 구개부(palatal) 붕

괴가 높은 경우 6.6%, 3.3%는 후두성(epiglottic) 붕괴로 확인

되었다고 하였다. 측벽(lateral wall) 및 또는 혀 및 또는 후두

로부터 더 낮은 위치의 붕괴를 보인 환자는 사례의 30%를 

차지했으며 BMI에 큰 차이 없이 훨씬 더 심한 OSA를 보였

다고 보고하였다(Elsobki 등 2019).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부위의 기도 붕괴와 관련된 연구모델을 제시하지 못

하였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기도의 각 위

치에 대해 남녀 간 차이를 세밀하게 연구하는 것이 향후 필

요할 것이며 이로 인해 남녀에 대해 차별화된 진단과 진료

의 형태가 개발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면 중 피질 각성은 성인 OSA의 특징이다. 역사적으로 

각성은 OSA에서 기도가 좁아지고 폐쇄된 후 기류를 회복하

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Phillipson 등 1978). 호흡에 

의한 각성의 1/3 이상이 호기(expiration) 중 발생한다. 이러

한 결과는 비 압력(nonpressure)에 의한 역치기전(threshold 

mechanism)의 중요성과 호기 각성이 강화된 tensor palati-

ni신경근육의 보상기전이 중요한 표지자(marker)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Jason 등 2018). 본 연구에서는 각성지수

에서 남성(22.71 ± 10.54)이 여성(16.72 ± 7.88)보다 높게 

나타났다(Table 1, 2). 남·녀의 해부학적 차이로 인하여 남

성에서 더 호흡이 힘들기 때문에 남성OSA 환자에서 각성지

수가 더 높게 나왔을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본 연구에서 

OSA의 수준별 심각도는 여성이 경증 비율이 높은 반면에 

남성은 중등도에서 중증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OSA의 심각도에 따라 각성지수도 증가하는 양상으로 일치

되어 나타났다. 이는 결과적으로 수면의 분절화(fragmen-

tation)을 초래하여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수면의 질(PSQI)은 상대적으로 여성(12.85 ± 

5.11)보다 남성(8.50 ± 4.34)에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2). 본 연구에서는 OSA의 수준별 심각도와 성별 

간의 관계를 비교한 결과, 성별 간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이 

되었다. 전반적으로 남성의 표본수가 많았으며 중등도와 중

증의 비율이 많았으며 수준별 심각도가 여성에 비해 더 높

게 나타났다. 이는 Quintana-Gallego 등(2004)이 보고한 자

료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여성은 경도의 

OSA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OSA심각도는 남성에 비

해 낮게 나타났다(Table 3). 

OSA의 심각도가 남성에서 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면

의 질 지수가 남성에서 좋게 나타난 것은 여성이 상대적으

로 표본 수가 적었던 것과 남성과는 다른 다양한 요인에 기

인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Table 1~3). 다양한 요인으로는 

우울증과 관련된 수면 문제에는 불면증, 과다 수면 및 폐쇄

성 수면 무호흡증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불면

증이 가장 흔하며 우울증이있는 성인 환자의 약 75%에서 발

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울증 환자의 약 20%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앓고 있으며 약 15%는 수면 과다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utt 등 2008). 여성은 만성적으로 

부정적 상황(또는 긴장)을 경험하고, 숙달감이 낮으며, 반추

적 대처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남성보다 우울 

증상에 더 취약하다. 여성은 남성보다 더 높은 비율로 우울

증 진단을 받고 있다. 만성 긴장(strain), 낮은 숙달(mastery) 

및 반추(rumination)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각각 더 흔하며 

우울증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Nolen-Hoeksema 등 

1999). 따라서 향후 더욱 많은 표본모집과 우울증, 불안증 

등 신경정신의학적 장애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균형 잡

힌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각 변수의 OSA의 수준별 심각도에 따른 CPAP전후의 

QOL, CPAP의 사용 정도(CPAP의 사용개월 수, 1일 CPAP 

4이상 사용비율, 1일 CPAP사용시간)을 비모수 검정을 통

하여 검정하였으나 유의미한 순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이는 사용 전후와 CPAP의 사용정도가 

OSA의 수준별 심각도에서는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3개의 

OSA집단 간에 p값이 0.05보다 크므로 특별한 추세나 경향

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통계적으로 

OSA의 세가지 심각도 수준에서 CPAP 사용전과 후에 QOL

과 CPAP사용기간과 시간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Table 4). 

본 연구에서 적용된 QOL의 평가는 기존의 객관화되고 

상세한 QOL평가 척도인 캘거리 수면무호흡증 삶의 질 척

도(Calgary Sleep Apnea Quality of Life Index, SAQLI)와

는 다르다(Flemons와 Reimer 2002). SAQLI는 지나치게 

시간 소모적이어서 환자를 대면하여 장시간 조사해야 한다

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간단히 자료를 얻을 수 있는 VAS의 

장점을 활용하여 코골이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활용한 일부 

연구도 있었다(Song 등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자

가 단순하게 느끼는 전체적인 QOL의 개선 정도를 VAS를 

이용하여 질문하였다. 즉, 주관적으로 느끼는 QOL의 개선 

정도를 간단한 점수(0에서 100점)로 물어본 후 평가해보고

자 하였다. 이러한 간단한 질문에 대해 대상자들의 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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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빨랐으며 짧은 시간에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CPAP사용 후 QOL에 대한 VAS 점수가 호

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전 연구에 의하면 CPAP

사용 후 인지, 수면, 전체적인 건강, 피로도, 감정적인 건강

함, 사회적관계 부분에서 개선이 있음을 보고(Park 등 2018)

하였다. 또한 중증 및 중등도의 OSA 환자에서 CPAP을 사

용하면 QOL이 장기적으로 향상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

며 경도의 OSA 환자에서는 QOL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

았다고 보고하였다(Batool-Anwar 등 2016). 하지만 본 연

구에서는 중증 및 중등도의 OSA 환자와 경도의 OSA 환자

에서도 주관적으로 느끼는 VAS점수는 AHI의 호전과 함께 

CPAP사용 전보다 CPAP사용 후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

다. 즉, OSA의 모든 수준에서 CPAP사용 후에QOL이 개선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4, 5).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전화를 통해 질문하는 과정

에 환자가 질문자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대답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직접 대면이 

아니어서 시공간 상의 제한에 따른 제약점이 있으므로 가

능하다면 직접 대면에 의한 연구조사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삶의 질의 각 영역에 대하여 세분화하여 물어보지 

못하여 다소 세부적인 삶의 질 개선에 대한 평가를 하지 못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QOL의 측정을 위하여 

VAS를 사용하여 비대면(전화 설문) 상태에서 간단히 자료

를 수집하였는데 이는 다양한 질문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SAQLI설문에 비해 빠른 시간에 중요한 요소를 알아내는 

장점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단순한 질문이므로 상세하고 표

준화된 객관적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단점도 공존하리라 

생각된다. 향후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보완한 중간 형태의 

QOL 질문지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관련 분야 연구에 의

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QOL을 평가하기 위해서 

WHO에서 개발한 포괄적 다원적 척도인 WHOQOL-BREF 

(Min 등 2000)에서는 크게 신체영역 7문항, 심리영역 6문

항, 사회영역 3문항, 환경영역 8문항, 종합영역 2문항으로 

총 26개 문항으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WHOQOL에

서 제시한 삶에 질에 대한 세분화된 각 영역(신체영역, 심리

영역, 사회영역, 환경영역, 종합영역)에 따른 질문을 하지 못

하고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점수를 대략적으로 평가함으로

써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다소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각 영역별로 세분화하여 

물어보고 평균을 내어 비교해 본다면 더욱 정확한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되어 진다.

셋째, 전체적으로 연구대상 표본수가 적었다. 이로 인해 

모수적 통계검정을 적용하지 못하고 비모수 검정으로 진행

하였던 제한점이 있으며 이는 향후 충분한 시간을 고려한 

표본의 모집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위의 제한 점과 관련하여 남녀 간 표본수의 지나친 

불균형이다. 이는 유병률의 차이도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전체 표본수를 충분한 시간에 걸쳐 모으는 방법으로 해결해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OSA환자 중 남녀간 임상적

으로 신장(HT), 체중(BW), 수면의 질(PSQI), 각성지수(AI)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고, OSA

환자에서 CPAP 사용 후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OSA의 수준별 심각도가 남·녀 간에 유의미

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VAS을 통한 CPAP사용자들

의 QOL평가는 CPAP 사용전과 사용후의 QOL의 정도를 

0~100으로 수치화 하여 현재 사용되는 다른 QOL평가 척도 

보다 간단하면서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VAS을 통한 CPAP사용자들의 QOL측정은 유

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향후 CPAP 사용 후 QOL을 측정

하는 도구로써 VAS의 사용이 간단하지만 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CPAP사용 후 QOL을 평가할 수 있는 보다 정

확하고 간편한 새로운 척도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반적인 연구결과를 보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OSA의 심각

도가 더욱 심하지만 CPAP전후의 QOL은 차이가 없음이 확

인되었고 CPAP전과 후에 QOL이 호전됨을 알 수 있었다. 

요      약

목  적：본 연구에서는 OSA환자의 임상적 특징과 CPAP

사용 전·후의 삶의 질 정도를 비교하여 CPAP 사용에 따른 

삶의 질의 개선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진료기록부를 통한 나이, 성별, 신장, 체중, 체질

량지수, 앱워스 주간졸림척도, 수정된 말람파티척도, 한국

판 몬트리올 인지평가,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를 조사하

여 분석하였다. CPAP 사용에 따른 삶의 질의 개선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대상자에게 전화 연락을 취하여 CPAP 

사용 전·후의 삶의 질에 대해 시각형 아날로그 척도(VAS)

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결  과：신장(Z = -4.525, p ＜ 0.001), 체중(Z = -2.844, p ＜ 

0.05), 수면의 질(Z = -2.671, p ＜ 0.05)과 각성 지수(Z = 

-2.105, p ＜ 0.05)에서 통계학적으로 남·녀 간에 차이(p ＜ 

0.05)가 있으며 나머지 변수에서는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었

다. 교차분석에서 χ2 = 7.724, p = 0.024로 p ＜ 0.05보다 작으

므로 OSA의 수준별 심각도와 성별 간에 차이가 있음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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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되었다. PreCPAP QOL, PostCPAP QOL, CPAPUse 

Months, CPAP4Hr/d (%)의 OSA의 수준별 심각도에 따른 

크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순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p ＞ 0.05). CPAP 사용 전 AHI와 사용 후 

AHI의 차이가 36.48 ± 21.54 (t = 11.609, p ＜ 0.001)이었고, 

CPAP 사용 전 QOL과 사용 후 QOL의 차이가 -25.43 ± 

22.06 (t = -7.901, p ＜ 0.001)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의미 있

는 차이(p ＜ 0.001)를 보였다.

결  론：OSA환자 중 남녀간 임상적으로 신장(HT), 체중

(BW), 수면의 질(PSQI), 각성지수(AI), OSA의 수준별 심

각도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CPAP전·후에 

삶의 질은 남녀간 차이가 없었다. 또한 OSA환자에서 

CPAP 사용 후 삶의 질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중심 단어：삶의 질·성별 차이·지속적 양압·폐쇄성수면

무호흡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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