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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and Objectives：Adenotonsillecotmy is the most commonly recommended for pediatiric obstructive sleep apnea 
(OSA). The clinical improvement after surgery had been suggested on previous studies, which looked at only very short time 
follow-up. We aimed to study long-term changes in polysomnography (PSG) after adenotonsillectomy for OSA in children. 
Subjects and Method：Nine children (age range 3 to 13) who had macroscopic adenotonsillar hypertrophy and a respiratory 
disturbance index (RDI) greater than 1 on preoperative PSG were enrolled in this study and underwent adenotonsillectomy. All 
children underwent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PSG at 3 months and 12 months after surgery. In addition, the caregivers for 
each child were asked to check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rating scale-IV (ADHD RS-IV) before, 3 months and 12 
months after surgery. Scores from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PSG and ADHD RS-IV were compared using the paired sample 
t-test. Results：Mean of RDI and apnea index improved significantly in postoperative 3 months and 12 months (p<0.05). About 
67% (6 of 9) patients had RDI lesser than 1 in postoperative 3 months. However, 12 months later, 44% (4 of 9) children had 
RDI lesser than 1. ADHD RS-IV score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postoperative 3 months and 12 months (p<0.05). 
Conclusion：This study suggests that adenotonsillectomy is effective in the treatment of childhood OSA. And the effects of 
adenotonsillecotmy on pediatric OSA are maintained at least 12 months. (Korean J Otorhinolaryngol-Head Neck Surg 2007; 

50:1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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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소아의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은 정상 소아의 약 2~3%

에서 발생한다.1) 이러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신생아부터 

청소년기까지 소아의 모든 연령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편도 

및 아데노이드 비대증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소아 폐쇄성 무호흡증 환자의 초기 치료로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을 우선 고려하게 되고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코골이, 무호흡, 구강호흡과 같은 수면장애 증상들

이 호전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한 예는 많이 있다. 최근에는 

소아의 폐쇄성 무호흡증이 성장장애, 학습 및 성격장애, 심

혈관계 질환 등과 같은 다양한 합병증의 원인이 되며 수술

적 치료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호전되었다는 보고를 하

고 있다.2-4)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으로 진단된 소아를 대상으로 편

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전후의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수

면 지표의 변화를 보고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술후 호흡장

애지수가 술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호전되는 결과

를 보인다.2,5) 그러나 이들 연구 결과는 술후 3개월에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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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후에 얻은 것으로 12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추적관찰 

후 수면다원검사상의 변화를 확인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진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의 효과가 장기

적으로도 지속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환아들을 대상으로 

12개월 후에 수면다원검사를 재시행하여 수면지표의 변화 정

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있

는 소아에서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이 장기적으로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대  상 

코골음, 구호흡과 수면 중 무호흡을 주소로 본원을 방문하

여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으로 진단

받은 뒤,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술후 3개

월과 12개월에 수면다원검사를 재시행한 9명(남：7명, 여：

2명, 평균연령 6.7±3.39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아 중 

신경학적 질환이나 구개안면기형, Down 증후군 환아는 포

함되지 않았다. 

 

설문작성 

설문을 이용하여 수술 전후의 주의력과 과잉행도의 정도를 

비교하였다. 부주의함, 충동성, 과잉행도의 평가는 한국어판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rating scale-Ⅳ

(ADHD RS-Ⅳ)를 사용하였으며 술후 3개월과 12개월에 

재시행하여 수술 전과 비교하였다. ADHD RS-Ⅳ는 Dupaul 

등에 의해 개발된 아동용 행동 평가 척도로, 5~18세 아동과 

청소년의 ADHD 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되었고 한국어판 

개발 및 표준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다.6) 

 

수면다원검사 

수면다원기기는 Somnologica(Medcare, Denver, CO, 

USA)를 사용하여 야간에 시행하였다. 정상 호흡 주기의 2배 

이상의 시간 동안 호흡 기류가 없는 상태를 무호흡으로, 호흡 

기류의 진폭이 정상 호흡의 50% 이하로 감소되고 혈중 산소 

포화도가 4% 이상 감소된 상태를 저호흡의 기준으로 하였다. 

Respiratory effort-related arousal(RERA)은 무호흡이나 

저호흡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증가되는 호흡노력으로 인하여 

수면 중에 발생하는 각성으로 정의하여 기록하고 호흡장애

지수는 무호흡지수와 저호흡지수, 그리고 시간당 발생하는 

RERA 빈도수를 합한 값으로 정하였다.7) 수면다원검사를 통

해 확인한 수면지표는 무호흡지수, 저호흡지수, 무호흡-저

호흡지수, RERA의 시간당 빈도수, 호흡장애지수, 각성지수, 

수면의 효율, 코골이 시간, 평균 산소포화도, 최저 산소포화

도 등이다. 호흡장애지수가 1 이상인 경우를 소아 수면무호

흡증으로 진단하였다. 

 

통계분석 

수술 전후 수면다원검사상 지표 및 ADHD RS-Ⅳ의 변

화정도는 paired samples t-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으며 

p<0.05인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

Fig. 1. Effect of adenotonsillectomy on pediatric obstructive sleep
apnea. A：Mean of AI and RDI improved significantly in posto-
perative 3 months and 12 months. B：Mean of sleep efficiency, 
snoring time, mean and lowest O2 saturation were no significantly
changed (paired sample t-test, p<0.05). AI：apnea index, RDI：
respiratory disturbance index, MO2：mean O2 saturation, LoO2：
lowest O2 sat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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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SPSS 프로그램(Ver 13.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다. 

 

결     과 
 

수술 전후의 수면다원검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평균 무호

흡 지수는 2.95에서 술후 3개월에 0.36, 술후 12개월에는 

0.69로, 평균 호흡장애지수는 술전 5.81에서 술후 3개월에 

0.77, 술후 12개월에는 1.16으로 나타나 술전에 비해 술후 

3개월과 12개월 모두에서 유의한 호전을 보였다. 그리고 술

후 3개월과 12개월 사이의 평균 무호흡지수와 평균 호흡장

애지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각성지수는 8.23에서 술후 3개월에 5.92, 술후 12개월에는 

5.98로 나타났으며 술후 3개월에만 유의한 호전을 보였다. 

그 외 수면의 효율, 코골이 시간, 평균 산소포화도, 최저 산

소포화도는 술전과 술후 3개월, 술후 12개월 모두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Fig. 1). 

호흡장애지수가 술후 3개월에 여전히 1 이상으로 확인된 

소아는 3명이었으며 이들 중 2명은 호흡장애지수가 술후 3

개월에는 1.4와 1.9에서 술후 12개월에는 1.1과 0.9로 각각 

호전되었으나 한 명은 호흡장애지수가 1.1에서 2.8로 오히

려 증가하였다. 술후 12개월에 호흡장애지수가 1 이상인 소

아는 5명으로 그중에는 술후 3개월에 호흡장애지수가 1 이

하였으나 12개월에 1 이상으로 나타난 소아가 3명 포함되

었다. ADHD-RS Ⅳ는 술전 20.44에서 술후 3개월에 15.44, 

술후 12개월에는 15.89로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호

전된 것으로 나타났다(p<0.05, Fig. 2). 

고     찰 
 

소아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에서 가장 흔한 원인인 편도 및 

아데노이드를 비롯한 상기도의 임파선 조직은 출생부터 약 12

세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그리고 성장기의 소아에서 상

기도 근골격계의 크기도 점차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편도 및 아데노이드가 상기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

장 크게 되는 2~8세 사이에 소아는 가장 좁은 상기도를 가

지게 되어 편도 및 아데노이드 비대에 의한 폐쇄성 수면무

호흡증은 취학 전 아동들에게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9) 

소아에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검사는 병력과 신체

검사를 통하여 의심할 수 있으며 단순 코골이와 폐쇄성 수

면무호흡증의 감별이 어려운 경우에 확진을 위하여 가장 유

용한 표준검사법이 수면다원검사이다.10) 수면다원검사상 소

아의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의 진단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무호흡-저호흡 지수나 호흡장애지수가 시간당 1

차례 이상 있으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것으로 정의

하고 있으며11) 본 연구에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였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 소아를 대상으로 하여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전후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한 다른 연구

들의 결과를 보면, 술전과 술후 3개월에 시행한 수면다원검

사결과를 비교하여 평균 호흡장애지수가 7.8에서 1.0으로 

호전된 연구가 있으며 술후 6개월에 시행한 결과와 비교하

여 6.9에서 0.3으로 호전되었다고 보고한 연구가 있다.2,5) 본 

연구에서도 수술 전후의 수면다원검사결과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술후 3개월은 물론이고 술후 12개월까지도 무호흡지

수와 호흡장애지수가 술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호

전되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소아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

군 소아에서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의 효과가 최소한 

12개월까지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폐쇄성 수면무호흡

증을 가진 소아에서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이 효과적인 

치료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소아기에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로 성공적인 치료를 

받은 후 청소년기에 다시 재평가한 연구에서 대상자 중에서 

폐쇄성 무호흡증이 재발된다는 보고도 있다.12) 그러나 이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의 고위험 요소가 있는 소아에서 사춘기 

때 남성 호르몬의 분비, 체중 증가 등과 같은 부가적인 위험

요소들이 발생하게 되어 성인이 되어서 폐쇄성 수면무호흡

이 재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수술의 성공률을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의 진단 기준 이하로 

호흡장애지수가 호전된 경우로 국한하여 생각할 경우, 본 연

p=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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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adenotonsillectomy on ADHD RS-IV in pediatric
obstructive sleep apnea：ADHD RS-IV scores improved significan-
tly in postoperative 3 months and 12 months (paired sample t-
test, p<0.05). ADHD RS-IV：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rating scale-IV. 



 
 
 
 
 

박정준 외 

 1117

구에서 수술 성공률은 술후 3개월에는 67%이지만 술후 12

개월에는 44%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이하로 추

적관찰한 이전의 연구들에서의 수술 성공률을 살펴보면, 진

단기준이 호흡장애지수 5인 경우는 88.9%에서 100%까지

로 나타나는 반면에 1로 정한 경우는 52.9%에서 76.4%까지

로 보고되고 있다.13) 본 연구에서 술후 12개월에 성공률이 

44%로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은 술후 호흡장애지수가 1.1인 

2명과 1.2인 1명이 성공하지 못한 군에 포함되었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후 4개월째의 수술 성공률을 

49%로 보고한 최근의 연구를 보면 비중격의 전위, 하비갑개

의 비대, 하악골의 후위 등이 수술 성공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

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 그러므로 편도 및 아데노

이드 절제술을 통해서도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완전히 해결

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재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실제 소아에서 비중격에 대한 직접적인 수술적 치료는 

안면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행하기 어렵지만 

하비갑개에 대한 고주파 치료는 비강호흡을 가능하게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수술 후에도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남아있는 경우 시행할 수 있는 부가적

인 치료방법으로, 비강내 지속적 양압호흡법이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으나16) 드물지만 안면골격 형성장애가 보고된 바가 

있어 소아에서의 사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있다. 

소아에서 수면과 관련된 호흡장애는 신경인지장애, 행동장

애, 학습장애 등과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편도 및 아데노이

드 절제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를 통해 행동과 주의력에 관련

된 증상들이 호전되었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17) 본 연구에

서도 소아의 주의력과 과잉행도의 정도를 평가하는 ADHD 

RS-Ⅳ이 술전에 비해 술후 3개월과 12개월까지 의미 있게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면장애와 관련된 상기

도 폐쇄는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와 같은 행동장애

의 치료 가능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아이들의 평가 시 수면과 관련된 호흡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18) 

 

결     론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소아에서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은 12개월 이상의 장기 추적관찰에서도 폐쇄성 수면장애 증

상의 호전과 함께 수면다원검사상 수면의 지표를 호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소아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의 치료

에 있어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의 효과는 장기적으로도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수술이 모든 경우에서 

폐쇄성 수면무호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아니고 또 시간이 지

남에 따라 다시 수면무호흡이 재발하는 사례들이 있으므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후군 소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과 

치료계획 등에 대한 연구가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심 단어：폐쇄성 수면장애·소아·수면다원검사·편도 절

제술·아데노이드 절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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