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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 치료용 구강장치의 지속  사용에 

향을 주는 요인의 분석

경북 학교 치의학 문 학원 구강내과학교실

이 엽․허윤경․최재갑

  본 연구의 목 은 하악 방이동장치요법으로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에 한 치료를 시작한 후 1년이 경과한 한국인 환자

들을 상으로 하악 방이동장치의 지속  사용 여부, 사용 빈도, 사용 단 시까지의 사용 기간, 부작용 발생 여부, 그리고 

장치사용의 단 원인 등을 조사하여 하악 방이동장치의 장기  사용에 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경북 학교병원 구강내과에서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들 에 수면다원검사를 받고 하악 방이동장

치요법을 시술받은 후 1년 이상 경과한 환자 103명 에 화를 통한 설문조사가 가능했던 49명의 환자를 상으로 의무기

록 조사  설문조사를 실하 다.

  이들  재까지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는 25명이었으며 사용을 단한 환자는 24명이었다. 이들을 각각 계속사용군

과 사용 단군으로 분류하여 두 군 사이에 진 시의 연령, 성별분포, 체질량지수, 호흡장애지수, 구강장치요법을 시행하기 

의 코골이 빈도와 강도, 구강장치요법 시행 후의 코골이 감소 정도, 본인과 동침자의 구강장치요법에 한 만족정도 등을 

비교하 으며, 사용 단군에 해서는 단 사유를 물어 으로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계속사용군과 사용 단군 사이에 치료 시작 시 의 연령, 성별분포, 체질량지수, 호흡장애지수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 계속사용군과 사용 단군 사이에 치료 시작  코골이 빈도와 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계속사용군이 사용 단군에 비해 코골이의 개선정도가 높았다.

4. 계속사용군이 사용 단군에 비해 구강장치요법에 한 만족도가 높았다.

5. 계속사용군이 사용 단군에 비해 동침자의 구강장치요법에 한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 다.

6. 구강장치 사용을 단하게 된 사유 에는 턱의 통증 (25%), 치아 통증(20%), 장치 손(20%) 등이 많았으나, 효과가 

없어서 사용을 단한 경우는 4.2%에 불과하 다.

7. 체 조사 상자의 1년 사용자비율(1년 순응도)은  79.59%로 나타났다.

주제어: 코골이 치료, 하악 방이동장치, 장기  순응도

1)Ⅰ. 서    론

  코골이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에 발생

하는 구강인두의 반복 이고 역동 인 부분 폐색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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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완  폐색에 의해서 야기되는 일종의 수면장애다. 

코골이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동침자의 수면을 

방해함으로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지장을  뿐

만 아니라 고 압, 상동맥 질환, 뇌졸 과 같은 심

맥 계질환의 발생에 기여하고,1-4) 주간졸림증에 의

한 인지기능 하5)와 교통사고 험의 증가6)와 같은 

문제 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밝 지면서 의학  치료

의 요한 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코골이는 구강인두 연조직의 진동에 의해서 발생

하는 소음으로서 수면 에만 나타나는 상이다. 코

골이의 발생기 이 정확히 밝 진 것은 아니지만 수

면 에 구강인두 내경이 소해지는 것 때문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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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에 해서는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Lugaresi7)가 설명한 코골이의 발생기 에 따르면 수

면 동안에 구인두근 긴장도의 감소, 추성 호흡의 불

안정, 바로 운 자세 등에 의해서 가 인두벽 쪽으

로 쳐져 내려오면 기도가 좁아지게 되고, 기류의 속도

는 차 빨라지는데, 이 게 되면 벤 리 효과

(Venturi effect)에 의해서 인두강내의 음압이 증가하

게 된다고 하 다. 특히 흡기 시에는 횡격막의 수축에 

의해서 인두강내에 음압이 발생된 상태이므로 여기

에 와 같은 기 이 더해지면 인두강내의 음압은 더

욱 커지고 기류의 속도도 더욱 빨라지게 된다고 하

다. 이와 같이 빨라진 기류에 의해서 연조직의 진동이 

일어남으로써 코골이가 발생되는데 따라서 코골이의 

강도는 기류의 속도와 인두 기도 폐색의 정도에 비례

한다고 하 다.

  한편, Suratt 등
8)
과 Haponik 등

9)
은 코골이와 폐쇄

성 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인두부 기도의 크기가 정

상인보다 작다고 보고하 고, Bradley 등10)과 Brown 

등
11)

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인두의 순응성

이 정상인보다 더 크다고 보고하 으며, 한 최 등12)

은 코골이 환자에서 상기도 항이 더 크다고 보고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소견은 모두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코골이가 인두 기도의 소함 때문에 발생한다

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코골이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에게서 편도선비

, 연구개  구개수의 확장, 거 설, 하악후퇴증 등

과 같이 인두 기도의 내경을 잠식하는 해부학  특징

을 흔히 찰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한 코골이의 발

생이 상부기도의 소함과 한 계가 있음을 암

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주로 사용되고 있는 코골이 치료법

은 모두 인두기도 폐색의 방지와 기도 내경의 확보를 

목 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 에는 (1) 인두

기도의 내경을 잠식하는 해부학  구조물을 외과

으로 제거하는 방법, (2) 인두기도에 직  공기를 불

어 넣어서 기도의 폐색을 방지하는 방법, (3) 구강인

두의 벽을 앞으로 당겨서 기도의 폐색을 방지하는 

방법 등이 있다. 구강인두의 벽을 앞으로 당기는 방

법으로는 수술을 통해서 이설근의 기시부를 앞으로 

이동시키는 방법과 구강장치물을 사용해서 하악을 

방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이 있다. 

  수면 에 하악을 방으로 이동시킬 목 으로 사

용하는 구강장치를 하악 방이동장치(mandibular 

advancement devices; MAD)라고 하는데, 하악을 최

 방 의 약 60-80% 정도 방에 치시킴으로서 

구강인두의 벽을 방으로 끌어당겨 구강인두를 

확장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인두근에 

한 긴장도를 증가시켜서 허탈을 방지하는 작용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16)

  하악 방이동장치는 시술이 간편하고 사용이 편리

할 뿐만 아니라 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에 따

르는 고통과 부작용에 한 염려가 없다는 것이 최

의 장 이라고 할 수 있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에 

한 하악 방이동장치의 효과에 해서는 이미 수많

은 연구보고17-21)가 발표된 바가 있으며 체 으로 

경증 내지 등도의 수면무호흡증을 가진 환자의 약 

40-50%에서 ‘완치’를 보이고 약 20% 정도는 ‘매우 호

’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코골이는 완 히 제

거되지는 않지만 부분의 경우에서 약 45% 정도 감

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2)

  그러나 하악 방이동장치는 심한 수면무호흡증 환

자에서는 치료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속  상기도양압술(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에 한 보조 인 방법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장치를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 교합의 변화나 

악 의 증상이 나타날 험이 있다는 단 이 있

다.22) 따라서 이 장치를 사용하기 에 반드시 수면다

원검사를 실시하여 응증이 되는지의 여부를 검토

해야 하며, 한 사용 에도 부작용의 발생에 한 

지속 인 감시를 필요로 하고 있다.23)

  하악 방이동장치요법(MAD therapy)의  다른 

단 은 이 장치의 사용을 단하는 경우에 치료효과

가 지속 이지 않다는 이다. 즉 이 장치는 착용하는 

경우에만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수면 에 발생하

는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의 증상을 감소시키기 

해서는 반드시 매일 밤마다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악 방이동장치요법에 의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 치료의 장기 성공률을 높여서 심 질환

에 한 험도를 감소시키고 인지기능을 개선하기 

해서는 장치의 지속  사용이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장기  순응도(compliance)를 높이기 한 

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하악 방이동장치요법의 순응도에 한 선학들의 

연구를 종합한 Hoffstein의 보고
22)

에 의하면 장치 장

착 3년 후의 평균 순응도가 56-68% 정도로 조사된 

바가 있지만, 연구자에 따라 1년 순응도가 최하 4%24)

에서 최고 76%
25)

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장기 순응도에 있어서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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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

지만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의 의학  요성에 

한 환자의 인지도, 장치사용법에 한 충분한 교육  

훈련 여부, 환자에 한 사후 리제도의 한 운  

여부, 의료기  방문의 편의성 등이 향을 미칠 것으

로 추정되며, 특히 코골이 치료가 주로 환자 자신이 

느끼는 불편함보다는 동침자에 한 배려로부터 시

작된다는 을 고려하면 조사 상자의 통  가치

이나 사회문화  차이도 순응도에 향을 주는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아직까지 한국인을 상으로 하악 방이동장

치요법의 장기  순응도를 평가한 경우는 거의 없었

기 때문에 한국인 환자에 한 하악 방이동장치요

법의 순응도를 높이기 한 노력이 미흡하 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하악 방이동장치요법으로 코골

이와 수면무호흡증에 한 치료를 시작한 후 1년이 

경과한 한국인 환자들을 상으로 하악 방이동장치

의 지속  사용 여부, 사용 빈도, 사용 단 시까지의 

사용 기간, 부작용 발생 여부, 그리고 장치사용의 

단 원인 등을 조사하여 하악 방이동장치의 장기  

사용에 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한 다소의 지견을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

이다. 

Ⅱ. 재료  방법

1. 조사 상

  경북 학교병원 구강내과에서 코골이와 수면무호

흡증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들 에 수면다원검사를 

받고 하악 방이동장치요법을 시술받은 후 1년 이상 

경과한 환자 103명 에 화를 통한 설문조사가 가

능했던 49명의 환자를 상으로 하 다.

2. 의무기록 조사  설문조사

  먼  조사 상자의 치료  상태를 조사하기 해

서 의무기록을 열람하여 진 시 환자의 연령, 성별, 

체질량지수, 치료 의 호흡장애지수(respiratory 

disturbance index; RDI), 치료 의 코골이 빈도와 

강도 등을 조사표에 기록하 다. 그런 다음 화 면담

을 실시해서 Appendix에서 제시되어 있는 설문양식

에 따라 구두로 질문을 하여 답변을 얻었다. 모든 면

담은 코골이 환자의 리에 경험이 많은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환자에게 설문 내용을 설명하

는 것 이외에 어떤 유도성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

다.

  먼  재 장치물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질

문하 으며,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얼마나 자주 사용

하는지를 물어보았다. 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에는 사용한 기간과 사용을 단하게 된 이유를 물어

보았다. 그리고 장치물 사용에 의한 코골이의 개선 정

도, 장치물 사용에 한 반 인 만족도와 동침자의 

만족 여부 등에 해서 질문을 하 다. 끝으로 하악

방이동장치요법 이외의 다른 치료법에 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 치료법의 효과를 비교하는 질

문을 하 다.

3. 계속사용군과 사용 단군의 구분  조사결과에 

한 두 군 간의 비교

  설문조사에서 사용빈도와 상 없이 재까지 가끔

씩이라도 하악 방이동장치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

한 경우를 계속사용군(user group)으로, 재  사

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경우를 사용 단군(nonuser 

group)으로 구분한 다음, 두 군 간에 인구학  특성과 

치료 의 체질량지수와 무호흡지수, 그리고 치료 

의 코골이 빈도와 강도를 비교하 다. 치료 후의 상태

에 해서는 하악 방이동장치의 사용에 의한 코골

이의 개선 정도, 하악 방이동장치요법에 한 반

인 만족도와 동침자의 만족 비율 등을 비교하 다. 

4. 통계처리

  계속사용군과 사용 단군에 해서 진 시의 연

령과 치료 의 체질량지수는 t-검정을 통해서, 그리

고 치료 의 호흡장애지수는 Wilcoxon's rank sum 

검정을 통해서 비교하 다. 그리고 치료 의 코골이 

빈도와 강도, 하악 방이동장치의 사용에 의한 코골

이의 개선 정도, 하악 방이동장치요법에 한 반

인 만족도, 동침자의 만족 비율 등은 χ2 - 검정을 

이용하여 비교하 다.

Ⅲ. 결    과

  화를 통한 이 가능했던 49명의 조사 상자

들 에 하악 방이동장치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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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은 25명이었으며 사용을 단한 사람은 24명이었

다. 계속사용군과 사용 단군에 각각 4명의 여성이 

분포하고 있어서 두 군 간에 성별분포의 차이는 없었

다. 두 군의 진 시의 평균연령은 각각 43.88±12.48

세, 41.88±12.33세로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치료 

 체질량지수도 각각 25.11±2.29, 24.88±4.32로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 군의 치료  호흡

장애지수도 각각 20.19±15.75와 20.35±19.10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Table 1).

Users Nonusers p-value

No. 25 24

No. of female 4 4

Age (year) 43.88 ± 12.48 41.88 ± 12.33 0.574†

BMI (kg/m2) 25.11 ±  2.29 24.88 ±  4.32 0.813†

RDI (no./h) 20.19 ± 15.75 20.35 ± 19.10 0.949‡ 

† : p-value by t-test

‡ : p-value by Wilcoxon's rank sum test

Table 1. Baselin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or 

user and nonuser groups

Frequency of using MAD No. %

Using every night (밤마다 사용) 9 36.00

Usually using (자주 사용) 3 12.00

Occasionally using (가끔 사용) 13 52.00

Total 25 100.00

Table 2. Frequency of using mandibular advance-

ment device during sleep within user group.

Frequency of snoring night
Users (n=25) Nonusers (n=24)

p-value 
No. % No. %

Occasionally (간혹) 1 4.17 1 4.35

0.744
Often (때때로) 1 4.17 3 13.04

Usually (자주) 9 37.50 6 26.09

Always (매일 밤) 13 54.17 13 56.52

Table 3. Frequency of snoring night reported by the patients before mandibular advancement device therapy

  계속사용군에서 하악 방이동장치의 사용빈도를 조

사한 결과 ‘매일 밤마다 사용한다’ 36%, ‘자주 사용한

다’ 12%, ‘가끔 사용한다’ 52%로 나타났다 (Table 2).

  계속사용군과 사용 단군에 해서 하악 방이동

장치요법을 시행하기 의 코골이 빈도를 비교한 결

과 계속사용군에서 매일 밤마다 코를 고는 경우가 

54.17%, 자주 코를 고는 경우가 37.50%, 때때로 코를 

고는 경우가 4.17%, 간혹 코를 고는 경우가 4.17%의 

분포를 보 으며, 사용 단군에서는 각각 56.52%, 

26.09%, 13.04%, 4.35%의 분포를 보여 코골이 발생빈

도의 분포에 있어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다 (Table 3).

계속사용군과 사용 단군에 해서 하악 방이동장

치요법을 시행하기 의 코골이 강도를 비교한 결과 

계속사용군에서 방밖에서도 들리는 정도가 66.67%, 

방안에서만 들리는 정도가 25%, 바로 에서만 들리

는 정도가 8.33%의 분포를 보 으며, 사용 단군에서

는 각각 82.61%, 17.39%, 0.00%의 분포를 보여 코골

이 강도의 분포에 있어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4).

  계속사용군과 사용 단군에 해서 하악 방이동

장치요법에 의한 코골이의 개선 정도를 조사한 결과 

계속사용군에서 ‘크게 개선되었다(greatly improved; 

70% 이상 개선)’ 32%, ‘상당히 개선되었다(consi-

derably improved; 약 50% 정도 개선)’ 40%, ‘조  개

선되었다(A little improved; 약 30% 정도 개선))’ 

24%,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little improved; 10% 이

하 개선)’ 4%의 분포를 보 으며, 사용 단군에서는 

크게, 상당히, 보통, 거의 개선 안 됨이 각각 8.33%, 

20.83%, 45.83%, 25.00%의 분포를 보 다. 분포의 차

이에 한 통계학  분석 결과 계속사용군이 사용

단군에 비해 크게 혹은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답한 경

우가 많았으며 약간 개선되거나 거의 개선되지 않았

다고 답한 경우는 었다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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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ity of snoring 
Users (n=25) Nonusers (n=24)

p-value 
No. % No. %

Audible only by near bed partner 2 8.33 0 0.00

0.321Audible only inside bedroom 6 25.00 4 17.39

Audible even outside bedroom 16 66.67 19 82.61

Table 4. Severity of snoring reported by the patients before mandibular advancement device therapy

  계속사용군과 사용 단군에 해서 하악 방이동

장치요법에 한 반 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계

속사용군에서 ‘매우 만족’ 8.33%, ‘상당히 만족’ 

58.33%, ‘보통 만족’ 33.33%, ‘거의 만족 못함’ 0.00%

로 나왔으며, 사용 단군에서는 각각 0.00%, 16.67%, 

62.50%, 20.83%로 나타나 계속사용군에서 반 인 

만족도가 높았다 (Table 6).

  동침자의 만족 비율을 조사한 결과 통계학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계속사용자에서 동침자의 만족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볼 수 있었다 (Table 7).

  사용 단자를 상으로 조사한 사용 단의 원인 

에 턱의 통증이 25%로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치

아 통증(20%), 장치 손(20%), 귀찮아서(16.67%), 치

Degree of improvement
Users (n=25) Nonusers (n=24)

p-value
No. % No. %

Greatly improved (>70%) 8 32.00 2 8.33

0.017
Considerably improved (around 50%) 10 40.00 5 20.83

A little improved (around 30%) 6 24.00 11 45.83

Little improved (<10%) 1 4.00 6 25.00

Table 5. Comparison of improvement in snoring for user versus nonuser group

Degree of satisfaction
Users (n=25) Nonusers (n=24)

p-value
No. % No. %

Great (매우 만족) 2 8.33 0 0.00

0.001
Considerable (상당히 만족) 14 58.33 4 16.67

Moderate (보통 만족) 8 33.33 15 62.50

Little (거의 만족 못함) 0 0.00 5 20.83

Table 6. Degree of overall satisfaction with mandibular advancement device therapy

과 치료 후 장치가 잘 맞지 않아서(8.33%), 체 감량

으로 증상이 좋아져서(8.33%) 등이었으며 효과가 없

어서 사용을 단한 경우는 4.17%에 지나지 않았다 

(Table 8).

  한 사용 단자를 상으로 사용 단 시까지의 

장치 사용 기간을 조사한 결과 장치 사용을 시작한 

후 1개월까지는 모든 환자가 사용하 지만, 6개월 만

에 사용자의 비율이 62.5%로 감소하 으며, 1년 사용

자 58.33%, 2년 사용자 25%, 3년 사용자 8.33%로 사

용자가 어들었다. 그러나 구강장치를 5년 이상 사

용한 경우도 있었다 (Table 9, Fig. 1). 계속사용자를 

포함한 체 조사 상자의 하악 방이동장치 1년 사

용자 비율(1년 순응도)은 79.5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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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s (n=25) Nonusers (n=24)
p-value

No. % No. %

Bed partner satisfied 16 64.00 10 41.67 0.117 

Table 7. Percentage of bed partner satisfied with mandibular advancement device therapy

Reason to discontinue No. %

No or little effect 1 4.17

Jaw pain 6 25.00

Dental pain 5 20.83

Broken appliance 5 20.83

Sleep interference 1 4.17

Hassle using 4 16.67

Lost weight 2 8.33

Dental work 2 8.33

Table 8. Percentage of nonusers who indicated 

specific reasons for terminating use of 

mandibular advancement device (n=24)

Duration of compliance No. %

1 month 24 100.00  

6 months 15 62.50  

1 year 14 58.33  

2 years 6 25.00  

3 years 2 8.33  

>5 years 1 4.17  

Table 9. Duration of compliance in using the mandi-

bular advancement device in nonusers 

(n=24)

  끝으로 하악 방이동장치요법과 수술치료를 모두 

경험한 환자는 11명이었는데, 이들  하악 방이동

장치요법이 더 효과 이라고 답한 사람은 9명이었으

나 수술치료가 더 좋다고 한 사람은 1명뿐이었다. 나

머지 1명은 두 가지 치료가 모두 효과가 없었다고 답

하 다 (Fig. 2). 한 하악 방이동장치요법과 지속

양압공 요법을 모두 경험한 사람은 1명뿐이었는

데, 하악 방이동장치요법이 더 좋다고 답하 다. 

100.0

62.5
58.3

25.0

8.3
4.2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 mo. 6 mo. 1 yr. 2 yr. 3 yr. >5 yr.

Fig. 1. Duration of Compliance in Using the Mandi-

bular Advancement Device in Nonusers

11

9

Surgical treatment
was better
MAD therapy was
better
None is effective

Fig. 2. Comparison of Subjective Contentment 

between Surgical Treatment and Mandi-

bular Advancement Device Therapy in 

Those Who Have Experienced Both.

Ⅳ. 고    찰

  코골이에 한 치료법으로 수술법이 먼  소개되

었기 때문에 아직도 일반인들은 수술이 코골이에 

한 유일한 치료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수면다원검사를 이용한 많은 연구17-21)

를 통해서 하악 방이동장치의 코골이와 수면무호흡

증에 한 치료효과가 입증된 이래로 구강장치요법

의 보 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장치는 매일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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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 직 에 환자가 스스로 구강 내에 착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치의 장기  사용 여부가 치료효과

의 유지에 요한 요소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약 10

여 년 부터 구강장치요법이 본격 으로 사용되기 

시작하 으나 장기  순응도에 한 연구는 무한 

실정이었다. 

  코골이나 폐쇄성수면무호흡증에 한 구강장치요

법의 장기  순응도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설문지회

수법26-29)과 화면 법30,31)이 사용되고 있다. 설문지

회수법은 우편으로 보낸 설문지에 환자가 직  기입

해서 반송을 받는 방법인데 한꺼번에 량의 설문지

를 배포할 수 있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수의 환자를 

조사할 수 있는 장 은 있으나 환자가 질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에 비해 화면

법은 일일이 환자에게 화를 걸어야 하는 번거로

움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수의 환자를 조사하기에는 

부 합하지만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시키고 보

충설명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질문자 변

수에 의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해서 환자

에 한 화면 을 실시할 때 한 사람이 담하도록 

했다.

  구강장치를 제작하고 1년 이상 경과한 103명의 환

자에게 화를 걸어서 장치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

의 여부를 물어보려고 하 지만 추 조사가 가능한 

환자는 49명에 불과하 다. 환자에 한 추 율이 이

게 낮게 나타난 이유는 아마도 개인휴 화번호

의 빈번한 교체나 잦은 이사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49명 에 1년 이상 장치를 사용한 환자는 39명

(79.59%)이었는데 그 에 25명은 재까지 장치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 14명은 그 이후에 사용을 단

한 상태이었다. 장치제작 후 1년 이내에 사용을 단

한 10명의 환자 에 6개월 이내에 단한 환자가 9

명, 6개월-1년 사이에 단한 환자가 1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1년 순응도가 약 80%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Marklund 등25)이 보고한 76%와 Walker- 

Engström 등
32)

이 보고한 82%와 비슷한 수 이었지

만 Clark 등31)이 보고한 60%나 McGown 등26)이 보고

한 55%보다는 다소 높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의 

구강장치에 한 1년 순응도는 다른 나라 사람에 비

해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 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 구강장치요법을 시작하고 처음 1개월 동안에

는 탈락자가 없었지만 그 후 5개월 이내에 사용을 

단하는 환자의 비율이 격히 증가하여 치료 시작 후 

6개월까지 약 40% 정도의 환자가 탈락하 다. 그러

나 6개월 이상 사용한 환자의 93%는 1년까지 사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강장치요법의 장기  

순응도를 높이기 해서는 치료 시작 후 처음 6개월 

동안의 환자 리가 매우 요하다고 생각된다.

  장치사용을 단하게 된 이유로는 턱이나 치아의 

통증이나 불편감이 체의 46%를 차지해서 가장 많

은 분포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26,29,31)에

서도 비슷하게 보고된 바가 있어서 턱이나 치아의 통

증이 구강장치의 장기  사용에 가장 큰 해요인이

라는 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구강장치에 

한 장기  순응도를 높이기 해서는 장치사용으

로 인해서 악 이나 치아의 통증이 발생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해

서 환자의 구강구조와 악  기능에 맞게 구강장치

를 정확히 제작하고 구강장치의 방이동량을 

히 조 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 

구강장치요법을 시행하는 치과의사는 악 장애의 

평가와 리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자의 연구에서 특히 에 띠는 은 장치의 손

(21%)이나 보철치료로 인한 장치의 부 합(8%) 때문

에 사용을 단한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다. 이

런 경우는 구강장치를 수리하거나 다시 조정하면 충

분히 사용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치의 수리와 

조정을 포기하 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리

를 포기한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구강

장치의 의학  효용성이나 사용의 필요성에 한 이

해가 부족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즉 수면 에 

코를 곤다고 해서 환자 본인이 큰 불편을 느끼거나 건

강이 갑자기 나빠지는 것이 아닌 반면에 밤마다 구강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작은 핑

계거리에도 구강장치의 사용을 쉽게 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구강장치요법을 지속시키기 

해서는 정기 인 환자교육을 통해서 지속 인 동기

유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악 방이동장치요법의 순응도는 장치의 사용을 

통해서 환자가 얻는 이득과 부작용에 의해서 결정된

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구강장치를 사용하는 부분

의 환자들은 비교  경증의 수면무호흡증을 가지고 

있고 주간졸음과 같은 증상도 심하지 않기 때문에 장

치 사용의 주된 이유는 코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

다. 즉, 장치치료를 통해서 얻는 이득은 주로 동침자

의 몫이 되고 부작용만 환자의 몫이 되는 경우가 많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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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코골이 치료용 구강장치의 순응도를 높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즉, 순응도가 단순히 환자측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동침자와 상호 

계에 의해서 많은 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구강장치의 순응도와 련된 이러한 특성은 de 

Almeida 등29)과 이번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

었다. 즉 구강장치의 계속사용군과 사용 단군 사이

에 코골이의 빈도나 강도뿐만 아니라 호흡장애지수

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비해 계

속사용군에서 동침자의 만족비율이 비교  높은 경

향을 보 는데, 이러한 들은 구강장치의 순응도가 

환자 자신이 느끼는 치료효과보다는 동침자의 반응

에 의해서 더 큰 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을 간

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이번 연구에

서 계속사용군에서 코골이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조

사되었는데, 이것은 환자 본인이 직  느낀 치료효과

라기보다는 동침자로부터 얻은 정보일 가능성이 매

우 크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동침자의 반응을 나타내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동침자

를 상 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의 해석에 

한계가 있으며, 동침자의 반응이 구강장치 순응도에 

미치는 향을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해서는 동침

자를 상으로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이번 연구에서 수술요법과 구강장치요법을 모두 

경험한 환자에게 두 가지 치료법을 비교하는 질문을 

하 는데, 두 가지 치료를 경험한 11명의 환자들 에 

9명이 구강장치의 효과가 더 좋다고 답하 다. 그런

데 이들 환자들은 부분 수술을 받은 후에 치료효과

에 한 불만족 때문에 추가 으로 구강장치요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결과가 수술에 비하

여 구강장치요법의 치료효과가 더 우수하다는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수술이 주로 

구강인두 상부를 표 으로 하고 하악 방이동장치는 

주로 구강인두 하부를 표 으로 한다는 을 고려하

면, 수술과 구강장치요법은 상호보완 인 치료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하악 방이동장치요법과 지속 양압공 요법

을 모두 경험한 환자는 1명뿐이었는데, 환자의 수가 

이 게 은 것은 지속 양압공 요법의 효과가 좋

기 때문에 구강장치요법을 추가 으로 시행할 필요

가 없었기 때문에, 혹은 지속 양압공 요법을 받는 

환자의 수가 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속 양

압공 요법이 구강장치에 비해 효과가 우수하다는 

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Clark 등
33)

과 

Ferguson 등34)의 연구에서 보여  바와 같이 지속

양압공 요법에 비해 구강장치의 순응도가 높기 때

문에 구강장치는 지속 양압공 요법에 한 보완

인 치료법으로 충분히 임상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하악 방이동장치의 

장기  순응도가 환자의 연령, 신체  특성, 호흡장애

의 정도 등에 의해서 거의 향을 받지 않지만 동침

자의 반응에 의해서 상당한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구강장치의 사용을 단하는 이유로는 악

과 치아의 통증이나 불편감이 가장 많았다. 한 구

강장치요법을 시작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용을 단하

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체 조사 상자의 1년 순

응도는 79.59%이었다.

V. 요    약

  자는 구강장치요법의 시행 후 1년 이상 경과한 

103명의 코골이 환자를 상으로 구강장치의 사용과 

련된 화설문을 시도하여 49명으로부터 응답을 

얻었다. 이들  재까지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

는 25명이었으며 사용을 단한 환자는 24명이었다. 

이들을 각각 계속사용군과 사용 단군으로 분류하여 

두 군 사이에 진 시의 연령, 성별분포, 체질량지수, 

호흡장애지수, 구강장치요법을 시행하기 의 코골이 

빈도와 강도, 구강장치요법 시행 후의 코골이 감소 정

도, 본인과 동침자의 구강장치요법에 한 만족정도 

등을 비교하 으며, 사용 단군에 해서는 단 사

유를 물어 으로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계속사용군과 사용 단군 사이에 치료 시작 시

의 연령, 성별분포, 체질량지수, 호흡장애지수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 계속사용군과 사용 단군 사이에 치료 시작  코

골이 빈도와 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계속사용군이 사용 단군에 비해 코골이의 개선정

도가 높았다.

4. 계속사용군이 사용 단군에 비해 구강장치요법에 

한 만족도가 높았다.

5. 계속사용군이 사용 단군에 비해 동침자의 구강장

치요법에 한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 다.

6. 구강장치 사용을 단하게 된 사유 에는 턱의 통

증 (25%), 치아 통증(20%), 장치 손(20%) 등이 



코골이 치료용 구강장치의 지속  사용에 향을 주는 요인의 분석

  313

많았으나, 효과가 없어서 사용을 단한 경우는 

4.2%에 불과하 다.

7. 체 조사 상자의 1년 사용자비율(1년 순응도)은 

79.5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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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andibular advancement device (MAD) has been used to help manage snoring and obstructive sleep apnea.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specify the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receiving long-term 

treatment with MAD and to quantify the compliance with and side effects of the use of the device. Of 103 patients who 

were treated with MAD for at least one full year after delivery date, 49 were able to be contacted with telephone and 

complete follow-up questionnaires were obtainable. They were telephoned to determine whether they were still using 

the device. If not, they were asked when and why they stopped using it. Patients were also asked how much 

effectiveness of the MAD in decreasing snoring and how much they and their bed-partners were satisfied with the MAD 

therapy. The initial respiratory disturbance indices and pre-treatment snoring frequency and intensity were obtained 

from the medical records of initial visit. All the data were compared between users and nonuser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Of 49 patients 25 are still using the device, but 24 stopped using it. Among nonusers nobody stopped wearing the 

device within first 1 month, but 37.5% of nonusers stopped wearing it in the following 6 months, and another 4.2% 

before the end of the firs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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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one-year compliance of the MAD therapy was 79.59%.

3.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mean age, mean body mass index, and gender distribution between users 

group and nonusers group.

4.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mean respiratory disturbance index at initial visit between users group and 

nonusers group.

5.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re-treatment snoring frequency and intensity between users group and 

nonusers group.

6. The degree of decrease in snoring with use of MAD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users when compared to nonusers.

7. Patient's overall satisfaction with treatment outcom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users when compared to nonusers.

8. Bed partner's satisfaction with treatment outcome tended to be higher in the users when compared to nonusers.

9. The most frequent reasons why patients discontinued wearing the MAD were: jaw pain (25%), dental pain (20.83%), 

broken appliance (20.83%), hassle using (16.67%), lost weight (8.3%), dental work (8.3%), no or little effect (4.17%), 

sleep disturbance (4.27).

Key words: Snoring, Obstructive sleep apnea, Mandibular advancement device, Long-term compliance



Appendix 

코골이 환자에 한 하악 방이동장치요법의 장기  순응도를 조사하기 

해서 사용된 설문지 양식

등록번호:____________________  치료날짜:               질문날짜:

성명:________________________  연령:________ 세     성별: 남□  여□

<치료  상태>

키:__________cm    몸무게:__________Kg        ( BMI =           )

RDI:_____________

SaO2:____________

<치료 후 상태에 한 질문>

1. 재까지 장치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다 (      ), 아니다 (      )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 빈도는?

          (1) 항상 사용한다.        (      )

(2) 자주 사용한다.        (      )

(3) 가끔 사용한다.      (      )

2. 재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치료 후 얼마 동안만 사용하 습니까?    년   개월

3.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효과가 없어서   (      )

(2) 턱이 아 서     (      )

(3) 이가 아 서     (      )

(4) 보기가 흉해서   (      )

(5) 사용하기가 귀찮아서 (      )

(6)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장치물의 사용에 의해서 코골이가 어느 정도 감소되었습니까?

(1) 많이 좋아졌다  (70% 이상 개선) (      )

(2) 상당히 좋아졌다(50% 정도 개선) (      )

(3) 조  좋아졌다  (30% 정도 개선) (      )

(4) 효과가 별로 없었다.(10% 이하 개선) (      )

5. 장치물의 치료효과에 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상당히 만족    (3) 보통 만족    (4) 만족하지 못한다.

6. 장치물의 사용 후에 부인(남편)이 만족합니까?

7. 코골이 수술을 받은 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8. 수술과 비교하여 구강장치물의 효과가 어떻습니까?

(1) 수술이 더 좋다. (   )  (2) 구강장치물이 더 좋다. (   ) (3) 비슷하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