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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 ․ 수면무호흡증의치료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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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leep-disordered breathing (SDB) is defined by repetitive collapse of upper airway 

during sleep. Various surgical and non-surgical treatments have been selected for 

treating snoring and obstructive sleep apnea (OSA).Mandibular advancement devices 

(MADs) are effective and convenient non-surgical modalities, and suggested for 

patients with snoring, mild to moderate OSA and patients with severe OSA who 

cannot tolerate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CPAP) therapy. Many studies 

showed the effectiveness of MADs on apnea-hypopnea index (AHI), Epworth 

sleepiness scale (ESS), Snoring, and quality of life. Although MADs are recently 

recommended as first option in treating OSA, there are several side effects and 

limitations. 

  Er:YAG lasers are popular and widely used in dentistry, recently proposed for the 

treatment of snoring by tightening of the uvula. Application of Er-YAG laser on 

oropharynx can reduce the complication and improve the efficacy of M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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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상기도의 완전 혹은 부분적인 폐쇄로 인해 나타나는 수

면장애로 호흡의 중단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공기의 흐름이 차단되어 산소포화도를 감소시키

게 된다.1) 이로 인해 주간졸리움증, 인지기능의 저하,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계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잠을 같이 자는 사람의 수면을 방해한다.2) 위험인자로는 비만, 남성, 나이, 폐경과 

편도선비대 등의 두개안면 구조의 문제 및 알코올 혹은 약물복용이 있다.3)

  치료는 크게 수술적인 방법과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수술적인 방법으로는 

구개수인두성형술, 양악전진술 등이 있고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는 체중감량, 금주, 수면 자세의 

변경과 같은 기여요인조절, 양압기 치료 등이 있다. 수술적인 치료방법은 수술 후 재발되는 

빈도가 높고, 환자들의 수술에 대한 거부감으로 최근 들어 많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양압기 

치료는 효과가 우수한 반면 사용하기가 불편하여 환자들의 협조가 낮은 편이다. 최근 구강내 

장치를 활용한 치료방법이 개발되고 그 효과가 입증되면서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을 치료에 

있어 치과의사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구강내 장치 치료는 보존적인 치료방법으로 쉽고 간단하며 휴대가 간편한 여러 장점이 있

다. 환자의 증상을 관찰하면서 하악의 전방 이동량을 조절하여 협조도와 효과 모두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방 이동량을 늘릴수록 교합 불편함, 턱관절의 장애

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된다.4) 또 수면무호흡증의 개선이 상당히 이

루어진 뒤에도 코골이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구강내 장치 치료를 하면서 이러한 단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종류의 레이저들이 우수한 지혈작용, 주변 조직의 손상 감소, 통증 완화 등의 효과

와 사용이 편리하고 술 후 불편함이 적어치은 절제술, 양성 연조직병소 제거, 치아과민증, 턱

관절 장애 등 여러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최근 연구개 및 비인두부위에Er-YAG 레이저를 조

사하여 코골이의개선 효과를 보고한 연구가 있다.5)

  본 증례에서는 코골이 및 중등도의 수면모호흡증 환자를 하악전방위치 장치와 Er-YAG 레

이저를 활용하여 치료한 내용을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보고

  33세의 남자 환자로 수년 전부터 충분한 수면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불편함

으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예전부터 본인의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상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원 신경과에서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하였다. 검사 결과, 수면무호흡지수 15.7, 

최소 산소포화도 91.9%로 중등도의 자세 의존성 수면모호흡증으로 진단되었다. 치료 방법으로 



대한악안면레이저치의학회  Korean Association of Maxillofacial Laser Dentistry

http://www.kamld.org22

옆으로 누워서 자는 연습을 하고 이비인후과에서 nasal septoplasty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수

술 이후에도 증상 개선은 미미하여 다른 치료 방법을 모색하던 중 구강 내 장치 치료를 위해 

치과에 방문하였다. 

  치과 내원 당시 ESS score 15, Mallampati grade IV인 상태였고, 구강 및 측두하악장애 

분석검사 결과 하악전방위치 장치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시행하였다. 치료에 사용한 

하악전방위치 장치는 hard acrylic resin으로 제작된 상 ․ 하악 장치를 power chain으로 연결

한 2 piece SNU type snoring appliance를 사용하였다. (figure 1) 

Fig. 1 SNU type snoring appliance

  치료 후 환자의 주관적인 만족도는 매우 높았으며, 증상에 따라 하악의 전방 이동량을 조

절하였다. 3개월 후 치료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면다원검사를 권유하였으나 환자의 불편감

이 전혀 없고 비용적인 문제로 인해 보류하였다. 대신 처음 코골이를 인지한 순간부터 수면시

간 동안 녹음을 하고 있었다고 하며 스스로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전해주었다. 환자는 수면시간

동안 동일한 위치에서 IPADPRO를 이용하여 치료의 방법이 달라질 때 마다 녹음을 진행하였

다. 녹음한 음성을 세가지 데시벨(dB)로 분류하여 수면시간 당 코골이 횟수를 분석하였다

(Table 1).

  음성 분석 결과, 환자의 불편함은 없지만 장치 치료 후에도 미약한 코골이 증상이 남아있어 

추가적인 개선을 시도하였다. 하악의 전방 이동량을 늘리려고 하였으나 환자의 턱관절 불편함

으로 인해기존 이동량에서 변화를 주지 않고 Er-YAG레이저 (AnybeamTMTOP EN PLUS, 

B&B systems, Seoul ,Korea)를 사용하여 치료하기로 하였다. 비접촉방식 (10Hz, 100mJ,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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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으로 연구개와 목젖을 포함하는 구강인후부에 약 1분간 8회 조사하였다. 2~4주 간격으로 

레이저 치료를 3회 반복한 이후 음성 분석 결과 코골이의 개선이 있었다. 현재 1달 간격으로 

하악전방위치 장치의 조절 및 레이저 치료를 반복하면서 경과 관찰 중에 있다.

Table 1. 치료에 따른 코골이 횟수 비교

Low (<40dB) Mid(40~70dB) High(>70dB) Total

앙와위 30 58.9 226.7 315.6

측와위 123 108 39 270

비중격 수술 한달 후 121.3 65 45 231.3

장치 치료 직후 5 19 6 30

장치 조절 이후 18.1 7.5 4.2 29.8

레이저 치료 1회 이후 15 2 0.8 17.8

레이저 조사 2회 이후 5.4 1.1 0.8 7.3

고  찰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의 환자의 유병률은 2004년 한국 중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

성은 27.1%, 여성은 16.8% 보고되었고, 비만 인구의 증가,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점차 증

가하는 추세이다.6) 수면무호흡증은 주관적인 증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치료하지 않는 경우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해 사망률이 증가하는 등 적절한 관리

가 필요한 질환이다.7)

  하악전방위치 장치는 1934년 robin에 의해 처음 일체형의 형태로 고안된 이후부터 현재까

지 다양한 형태의 장치가 사용되고 있고 많은 연구에서 수면무호흡지수, 코골이, 주간졸리움

증, 삶의 질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고하였다.9~12) 구강내 장치 치료의 경우 장치를 

착용하는 동안에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에 있어 환자의 협조도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의 착용 여부는 1년 이내 76%에서 뒤로 갈수록 50% 정도로 낮아진다.9) 

또 처음 1개월 동안에는 탈락하는 비율이 적으나 5개월 이내에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

다.13) 장치 사용을 중단하는 이유로는 턱의 통증, 치아의 불편함이 가장 흔하며 장치의 파손

이나 치아 치료로 인한 장치의 부적합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환자의 증상 개선이 이루어진 

뒤에도 주기적인 내원을 통한 관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의 진단 및 하악전방위치 장치의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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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수면다원검사를 매번 시행하는 것은 

많은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 코골이 소리와 수면무호흡지수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들이 있으며14) 치료효과는 환자보다 동침자가보다 정확하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

면다원검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수면 중 녹음을 통해서 환자의 치료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번 증례에서는 환자의 치료 전, 수술 이후, 장치 착용 이후 및 레이저 치료 이

후로 나누어서 각 술식에 따른 코골이 소리의 강도를 비교하였고 치료방법에 따른 코골이의 

소리 감소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수면 중 상기도의 폐쇄가 이루어지는 부위는 환자마다 다르며 하악전방위치 장치의 치료 

효과는 연인두 (velopharynx)에서 보다 구강인두 (oropharynx)에서 협착이 일어나는 경우에 

더 크다고 보고되었다.15) 하악전방위치 장치 시행 후 전체 수면무호흡지수는 유의하게 감소하

였으나 수면 중 코골이 시간의 백분율은 감소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16) 따라서 장치 치료 이

후에도 잔존하는 코골이는 연인두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처치가 이루어진다

면 코골이의 개선효과를 높일 수 있다. 레이저 조사에 따른 구강인두의 변화에 관한 기전은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으나 연조직의 탄력 회복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치료 시작에 

있어 하악의 위치는 최대 전방 이동거리의 약 1/2에서 시작하여 환자의 증상에 따라 조절한

다. 적절한 전방 이동량이 확보가 된 경우에도 치료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의 

순응도와 부작용의 예방을 위해서 전방 이동량을 늘리기 보다는 레이저 조사를 시도해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레이저를 활용한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의 치료에 관한 근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하악

전방위치 장치와 같이 사용한다면 각각의 치료법이 가진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되며 환자의 선택, 치료에 대한 프로토콜의 정립 등 앞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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