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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두하악장애 환자에서의 통증양상과 수면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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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과 통증과의 상호 작용은 여러 연구들에 의해 밝혀져 왔고 그 기전에 대해서는 현재도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선 연구들은 대부분 류마티스질환이나 섬유근통과 같은 전신적 질환을 갖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측두
하악질환을 포함한 안면통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구강내과, 턱관절 및 안면통증 클리닉에 내원한 229명의 측두하악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수면설문 및 간이
수면검사를 시행하여 측두하악장애 환자에서의 통증양상과 수면과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1. PSQI설문에 의한 수면의 질 평가에서는 통증이 있는 측두하악장애 환자군이 통증이 없는 군에 비하여 수면의 질이 저하
된 환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수면의 질이 저하된 정도도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통증이 6개월 이상 지속된 만성
측두하악장애 환자에서는 뚜렷하게 수면의 질 저하가 나타났다.
2. ESS설문에 의한 주간졸리움증의 평가에서도 통증이 있는 측두하악장애 환자군이 통증이 없는 군에 비하여 주간졸리움증
을 호소하는 환자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6개월이상 통증이 존재하는 만성 측두하악장애 환자군에서 더욱 높았으며 주간
졸리움증의 정도 또한 더 심하였다. 특히 통증이 있는 만성 측두하악장애 환자군 중에서 global PSQI가 5이상인 수면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에서만 평균 ESS 수치가 10이상을 기록하여 주간졸리움증의 판단 기준에 해당하였다.
3. 통증의 강도에 따른 수면의 질과의 관련성이나 주간졸리움증과의 관련성의 결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수면관련 호흡장애를 검사하기 위한 간이수면검사기기인 ApnealinkTM를 사용하여 수면시 호흡상태를 측정한 결과 검사
를 시행한 총 19명의 환자중 1명만이 수면무호흡저호흡지수(AHI)>5인 수면무호흡증을 나타내었다.
다른 만성통증질환과 마찬가지로 만성통증을 나타내는 측두하악장애 환자에서도 수면의 질이 저하되었으며 주간졸리움
증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장애가 있는 경우 통증에 대한 역치를 낮추고 통증과 수면장애가 순환적인 상호작용을 일
으켜 치료를 어렵게 하므로 측두하악질환을 진단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수면설문지를 이용한 수면 상태의 평가는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치료가 장기화 되고 치료에 대한 반응이 적은 환자에게 있어서 수면장애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이수면검사기기 또한 치과에서 진단하기 어려운 호흡관련 수면장애의 초기 검진 시 유용한
도구가 되리라 생각되는 바이다.
주제어 : 간이수면검사기기, 수면의 질, 주간졸리움증, 측두하악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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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삶의 또 다른 중요한 과정이며 일반적으로 의미
없는 외부자극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행동적이고
1)
생리적인 상태이다. 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급속안구운동(rapid eye movement, 이
하 REM)수면과 비급속안구운동(이하 비REM)수면
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REM 수면은 얕은 수면상태인
1,2 단계수면과 깊은 수면상태인 3,4 단계수면으로 구
성되며 정상수면은 90분에서 110분의 주기로 1,2,3,4
단계수면의 비REM수면과 REM수면이 하룻밤에 3회
에서 5회 반복되어 나타나게 된다. 수면은 낮 동안 소
모되고 손상된 부분을 회복시켜주고 정보의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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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재학습 및 기억과 관련된 기능 등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통증은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체의 반응
으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조직손상과 관련되거나
또는 그러한 손상으로 기술된 불쾌하고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경험으로 정의된다(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ain, 1994). 통증의 기간에 따
라 급성통증과 만성통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급성
통증은 급작스런 발현과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수일,
수시간, 수분)내에 감소하고, 신체의 손상에 의해 발
생하며 치유가 되면 대체적으로 소실된다. 대개는 빈
맥, 고혈압, 발한, 산동(mydriasis), 창백 등과 같은 자
율신경계의 객관적인 신체적 징후와 동반되는 경향
이 있다(American Pain Society, 1999). 다른 관점에
서 보면 통증은 위험이나 손상으로부터 신체를 보호
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전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만성통
증은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원인에 의해 6개월 이상
지속되며 현재 가능한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았거나
2)
환자의 여생동안 지속될 수 있는 통증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만성통증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증상이나
만성통증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불안감, 분노, 공
포, 우울감과 같은 심리적인 요소와 기분장애, 불안장
애, 신체화장애 등과 같은 정신장애 및 수면장애와 같
은 질환들이 있다.3)
이처럼 수면과 통증은 소모된 부분의 회복, 정보의
재정리, 재학습, 위험으로 부터의 보호와 같은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주며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
4)
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수면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
통증에 대한 역치가 감소하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수
면 장애가 발생하는 것처럼, 통증과 수면은 서로가 영
향을 끼치며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어 치료와 관리가
어려워지는 양상을 나타낸다.
수면 장애는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leep
Disorder 2nd(ICSD-Ⅱ)에 의하면 불면증, 수면과 관
련된 호흡장애, 중추기원의 과다수면증(기면증), 일주
기율동 수면장애(circadian rhythm sleep disorder),
사건수면(parasomnia), 수면관련 운동장애(하지불안
증후군), 독립된 증상, 다른 수면장애의 총 8가지 항목
으로 구분된다. 이중 수면과 관련된 호흡장애는 중추
성 수면무호흡증,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수면과 관련
된 호흡저하증/저산소혈증, 다른 수면관련 장애로 나
뉜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다시 성인에서의 수면
5)
무호흡증과 아동에서의 수면무호흡증으로 분류된다.
구강안면통증의 하나인 측두하악장애는 저작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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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두하악관절과 주변 구조물의 단독 혹은 복합적인
임상적 증상을 나타내는 총체적인 용어이며
Schiffman에 의하면 하나 이상의 측두하악장애 증상
을 갖는 사람은 전 인구의 70%정도에 달할 정도로 흔
히 경험할 수 있는 질환이다.6) 또한 측두하악장애는
구강안면부위에서 가장 흔하게 만성통증으로 발전하
2,3)
게 되는 질환이라고 한다. 이처럼 측두하악장애는
그 유병율이 높으며 만성질환으로도 발전하기 쉬운
반면 측두하악장애와 수면장애와의 관련성을 보여준
연구는 Yatani, 김 등 몇몇이 있었으나 대부분 대조군
의 미비와 설문지를 통한 주관적인 결과만의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7,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성 측두하
악장애 환자의 주관적인 수면의 질과 주간졸리움증
의 상관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부가적으로 수면장애
중 수면과 관련되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호흡
장애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 턱관절 및 안
면통증 클리닉에 2007년 11월 7일부터 2007년 12월 5
일까지 내원한 구강안면통증 환자 중 Research
Diagnostic
Criteria
for
TemporoMandibular
Disorder(RDC/TMD)9)에 의거하여 측두하악질환
(TemporoMandibular Disorder, 이하 TMD)으로 진
단된 22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중 병력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만성측두하악질환군, 6개월 미만
인 경우를 급성측두하악질환군으로 구분하였고3) 이
두 군을 다시 통증이 없는 군과 통증이 있는 군으로
분류하였다. 통증의 정도는 시각상사척도(Visual
Analog Scale, VAS)를 이용하여 표시하였으며 VAS
1이상인 경우를 통증군, VAS 0 인 경우를 통증이 없
는 군으로 분류하여 각각 통증이 있는 만성측두하악
질환군(이하 chronic-pain), 통증이 없는 만성측두하
악질환군(이하 chronic-painless), 통증이 있는 급성측
두하악질환군(이하 acute-pain), 통증이 없는 급성측
두하악질환군(이하 acute-painless)으로 구분하였다.
2. 연구 방법
1) 설문지
주관적인 수면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주간 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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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설문지인 Epworth Sleepiness Scale설문지(이
하 ESS)와 수면의 질 지수 설문지인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설문지(이하 PSQI)를 작성하도
록 하였으며 체질량지수의 계산을 위하여 신장과 체
중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1) Epworth Sleepiness Scale(ESS)은 주간 졸리움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설문지로 현재 수면평가를
위해 널리 쓰이고 있는 설문중의 한가지이다. 이는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가지 상황에서
졸리움의 정도를 ‘0-전혀 졸리지 않음’, ‘1-약간 졸
림’, ‘2-상당히 졸림’, ‘3-매우 많이 졸림’의 척도로
표시 하게 되어있다. 8가지 항목에 대한 총점으로
평가를 하여 10이상인 경우 주간졸리움이 있다고
판단하였다.9)
(2)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PSQI)는 주관적
수면의 질(subjective sleep quality), 수면잠복기
(sleep latency), 수면시간(sleep duration), 습관적
수면효율(habitual sleep efficiency), 수면장애
(sleep disturbances), 수면제 사용(use of sleeping
medication), 주간 기능장애(daytime dysfunction)
의 7개의 범주로 이루어진 총 19개의 문항으로 이
루어져 있는 설문이다. 0～3점으로 점수를 표시하
며 각 문항을 합산하거나 지수화 하여 총 수면지
수가 5이상일 경우 poor sleeper, 5이하일 경우
good sleeper로 평가하였다. 이 설문조사의 진단적
민감도는 89.6%이며 특이도는 86.5%로 알려져 있
다.10)

Fig. 1. ApneaLinkTM, Resmed. Inc.

2) 간이 수면검사
Global PSQI수치가 높은 환자 중 검사에 동의한 환
자를 대상으로 수면 중 저호흡증(hypopnea)과 무호
흡증(apnea)을 객관적으로 검사하기 위해 간이 수면
검사기기인 ApnealinkTM(Resmed Inc, Fraunhoferstr,
Germany, Fig. 1)를 이용하여 총 수면시간동안 발생
한 시간당 무호흡과 저호흡의 횟수를 의미하는 apnea
Hypopnea Index(이하 AHI)를 측정하였다.11,12)
3) 분석내용
(1) 각각의 환자군에서 global PSQI 값이 5이상이 되
는 poor sleeper(수면의 질이 저하된 군)와 5미만
인 good sleeper(수면의 질이 저하되지 않은 군)
의 분포비율을 비교하였다.
(2) 각 환자군에서 수면의 질 지수의 분포와 그 값을
비교하기 위하여 평균 global PSQI를 계산하여
상호 비교하였고, 다시 각 환자군을 PSQI설문 결
과인 global PSQI 값이 5이상인 poor sleeper군과
5미만인 good sleeper군으로 세분하여 총 8개의
군(Table 1)에 대하여 평균 global PSQI 수치를
계산하여 상호 비교하였다.
(3) 주간졸리움증을 나타내는 환자의 분포를 알아보
고 그 비율을 비교하기 위하여 각 환자군에서
ESS수치가 10이상인 환자들의 수와 비율을 구하
여 비교하였다. 또한 각 환자군을 다시 PSQI설문
결과인 global PSQI 값이 5이상인 poor sleeper군
과 5미만인 good sleeper군으로 세분하여 총 8개
의 군에 대하여 ESS 수치가 10이상인 환자들의
수와 비율을 구하여 비교하였다.
(4) 주간졸리움증과 수면의 질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총 8개의 환자군에 대하여 평균 ESS수치
를 비교하였다.
(5) 모든 환자들을 병력의 기간에 따라 chronic군과
acute군으로 구분한 뒤, 다시 통증의 강도에 따라
VAS 0을 no pain군, VAS 1～3을 mild pain군,
VAS 4～7을 moderate pain군, VAS 8～10을
severe pain군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군에서 통증
의 강도에 따른 수면의 질과 주간졸리움증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global PSQI
값과 평균 ESS 값을 비교하였다.
(6) 수면과 관련된 호흡장애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
지에서 조사한 신장과 체중으로부터 체질량 지수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값)를 계산하
여 chronic 환자군과 acute 환자군을 비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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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rouping of TMD patients by duration, pain, sleep quality
Duration

Pain or painless

chronic

pain

Sleep quality
poor sleeper
good sleeper

painless

poor sleeper
good sleeper

acute

pain

poor sleeper
good sleeper

painless

poor sleeper
good sleeper

Poor sleeper : global PSQI ≥5, good sleeper : global PSQI <5

ApnealinkTM를 시행한 환자로 부터 측정된 AHI
값을 알아보았다.
4) 통계적 분석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SAS Institute,
Inc., USA) V9.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항목의 기
술통계를 산출하였으며,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 및 분산분석(ANOVA)을 시행하였으며, 95% 신
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을 이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환자의 분포
총 229명의 환자가 연구에 참여했으며 이 중 여성
이 146명으로 64.0%, 남성이 83명으로 36.0%로 나타

났다. 환자의 연령은 12세에서 77세까지 분포되었으
며 평균 연령은 35.1±15.5세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각
각 여자가 33.6±15.0세, 남자가 32.2±16.4세로 나타났
다. 연령 분포는 10대가 18.0%(41/229), 20대가 42.0%
(96/229), 30대가 11.0%(25/229), 40대가 13.0%(29/
229), 50대가 8.0%(19/229), 60대 이상이 8.0%(19/229)
로 나타났다(Fig 2).
2. 증상의 지속기간과 통증의 유무에 따른 분포
Chronic-pain군은 26.6%(61/229), chronic-painless
군은 8.2%(19/229), acute-pain군은 59.0%(135/229),
acute-painless군은 6.2%(14/229)였다. Chronic군의
평균 병력기간은 44.0개월, acute군의 평균 병력기간
은 1.1개월이었다(Fig 3).

160
140
120

(n)

100
80
60
40
20
0
Chronic-pain

Fig. 2. Distribution of age and sex of the patients
(n=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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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distribution of poor sleeper and good sleeper by duration
poor sleeper

good sleeper

p-value

Total

chronic-pain

47
(77.0%)

14
(23.0%)

P<0.05

61

acute-pain

91
(67.4%)

44
(32.6%)

P<0.05

135

p-value

P<0.05

P<0.05

sub total

138

58

chronic-painless

11
(57.9%)

8
(42.1%)

N.S

19

acute-painless

8
(57.1%)

6
(42.9%)

N.S

14

p-value

N.S

N.S

sub total

19

14

33

total

157

72

229

196

percentages shown in parentheses

3. 수면의 질이 저하된 환자의 분포

Table 3. Comparison of mean global PSQI by pain
duration

Chronic-pain군에서 global PSQI 값이 5이상이 되
는 poor sleeper는 77.0%(47/61)로 good sleeper
23.0%(14/61)에 비하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
었고 이러한 분포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높았다.
Acute-pain군에서도 poor sleeper의 비율이 67.4%
(91/135)로 good sleeper 32.6%(44/135)에 비하여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증이 없
는 painless군에서는 chronic-painless군이나 acutepainless군 모두 poor sleeper와 good sleeper의 비율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hronic-pain군에서의 poor sleeper의 비율과
acute-pain군에서의 poor sleeper의 비율을 비교시
chronic-pain군에서 poor sleeper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만성통증환자군에서 수면의 질이
저하된 환자가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Table
2).

chronic-painless군, acute-painless군에서는 두 군 간
의 수면의 질의 차이가 없었다(Table 3). 모든 군에서
평균 global PSQI는 poor sleeper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ronic-pain군에서
poor sleeper군의 평균 global PSQI수치는 8.4±2.7로
acute-pain군의 poor sleeper군의 7.1±2.0에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chronic-pain군과 acute-pain
군에서 good sleeper간의 global PSQI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4. 수면의 질 지수의 분포와 비교

5. 주간졸리움증의 분포와 비교

Chronic-pain군과 acute-pain군에서 평균 global
PSQI를 비교한 결과 chronic-pain군이 acute-pain군
에 비하여 수면의 질이 더 저하되었으며 통증이 없는

Chronic-pain군과 acute-pain군에서 ESS 수치 10이
상인 환자의 비율은 chronic-pain군에서 36.1%
(22/61), acute-pain군에서 22.2%(30/135)로 나타났으

pain or painless

chronic

acute

p-value

pain

7.3±3.1

5.8±2.6

P<0.05

painless

5.9±3.3

5.3±2.5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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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mean global PSQI in poor
sleeper and good sleeper
poor sleeper good sleeper

5). 또한 poor sleeper군과 good sleeper군에서 ESS
수치 10이상인 환자의 비율에서도 chronic-pain군의
poor sleeper군과 acute-pain군의 poor sleeper군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Table 6).

p-value

chronic-pain

8.4±2.7

3.6±0.6

P<0.0001

acute-pain

7.1±2.0

3.1±0.9

P<0.0001

p-value

P<0.05

N.S

chronic-painless

7.7±3.3

3.5±0.8

P<0.05

acute-painless

6.8±2.1

3.3±1.2

P<0.05

p-value

N.S

N.S

6. 주간졸리움증과 수면의 질과의 관계
Poor sleeper와 good sleeper에서 평균 ESS 수치는
chronic-pain군의 poor sleeper군과 acute-pain군의
poor sleeper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chronicpain군의 poor sleeper군에서는 ESS 평균치가
10.3±4.9로 주간졸리움증을 평가하는 기준인 10을 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증이 없는 군에서는 poor
sleeper군과 good sleeper간의 평균 ESS의 차이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hronic-pain군과
acute-pain군의 poor sleeper에서의 ESS 평균치는
chronic-pain군의 poor sleeper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만성통증을 가진 환자 중 수면의 질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에서 주간졸리움증이 높게 나타난다는 결
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수면의 질이 저하되지 않
은 통증이 있는 환자군에서는 주간졸리움증의 통증
기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Table 7).

Table 5. Distribution of ESS>10 in groups by duration
and pain
pain or painless

chronic

acute

p-value

pain

22
(36.1%)

30
(22.2%)

P<0.05

painless

3
(15.8%)

2
(14.3%)

N.S

percentages shown in parentheses

7. 통증의 강도에 따른 수면의 질과 주간졸리움증과
의 관계

며, chronic-painless군에서는 15.8%(3/19), acutepainless군에서는 14.3%(2/14)의 비율로 나타났다.
Painless군에서는 병력의 기간에 따른 주간졸리움증
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ain군에서는 만
성 병력을 갖는 chronic-pain군에서 주간졸리움증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Table

만성환자군에서 통증의 강도에 따른 평균 global
PSQI, 평균 ESS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었으며
급성환자군에서도 각 통증군 간의 평균 global PSQI
와 평균 ESS 모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Table 6. Distribution of ESS>10 in poor sleeper and good sleeper
poor sleeper

good sleeper

p-value

Total

chronic-pain

21/47
(44.7%)

1/14
(7.1%)

P<0.05

61

chronic-painless

2/11
(18.2%)

1/8
(12.5%)

N.S

19

acute-pain

26/91
(28.6%)

4/44
(9.1%)

P<0.05

135

acute-painless

2/8
(25.0%)

0/6
(0%)

N.S

14

percentages shown in parenthe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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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mparison of mean ESS by pain duration
poor sleeper

good sleeper

p-value

chronic-pain

10.3±4.9

5.4±2.1

P<0.0001

acute-pain

7.3±3.9

5.3±3.3

P<0.05

p-value

P<0.05

N.S

chronic-painless

6.9±4.0

6.8±4.0

N.S

acute-painless

7.3±5.0

5.8±5.0

N.S

p-value

N.S

N.S

한 Severe 군에서 통증기간에 따른 PSQI, ESS의 비
교는 각각의 p-value가 0.8239, 0.1540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으며, mild, no pain군에서 모두 기간에 따
른 PSQI, ESS수치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moderate 군에서는 PSQI, ESS 모두 p value 0.0019,
0.0191로 만성통증환자군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Table 8).
TM

8. Apnealink

수면과 관련된 호흡장애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면
무호흡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인 체질
량 지수는 chronic군에서 20.9±2.6kg/m2, acute군에서
21.9±3.0kg/m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
TM
으로 나타났다. Apnealink 검사 결과는 검사를 시
행한 19명 중 3명은 측정 시 cannula가 잘 고정되지
않아 결과 값이 측정되지 않아 제외하였고 결과가 측

정된 16명중 AHI(Apnea Hypopnea Index)가 5이상
이 되는 환자는 1명이었으며 15명은 AHI가 5미만이
었다.
Ⅳ. 총괄 및 고찰
수면장애와 통증과의 관련성은 여러 선학들에 의
해 연구되어져 왔다.4) 통증이 수면에 영향을 주기도
하며 수면상태가 통증에 영향을 주는 순환적인 상관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급성통증이 수면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급성통증의 특성인 통증이 유지되는 기
간이 짧다는 것과 예측이 어렵다는 특성으로 연구에
어려움이 있으나, 몇몇 연구들은 수술 후 나타나는 통
증과 수면상태에 대한 연구로써 술 후 1~2일 까지는
수면의 양이 감소하였고 수면이 분절화 되어 각성상
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13,14,15) 만성통증
과 수면과의 관계는 두통환자나 당뇨병성 신경병이

Table 8. Distribution of mean global PSQI, ESS by pain intensity
duration

pain
severity

mean
VAS

N

mean
global PSQI

mean ESS

chronic

severe

8.5±0.7

18

8.3±3.5

10.1±6.0

moderate

6.0±1.0

34

7.1±3.0

8.7±4.3

mild

3.0±0.6

9

5.8±1.9

8.8±5.0

no pain

0

19

6.0±3.3

6.8±3.5

severe

8.8±0.7

11

8.0±2.6

7.2±3.5

moderate

5.6±1.1

83

5.4±2.5

6.7±4.0

mild

2.7±0.7

41

5.8±2.5

6.5±3.4

no pain

0

14

5.3±2.5

6.6±3.9

ac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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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상포진후신경통과 같은 말초성 신경병증, 류마
티스관절염이나 퇴행성골관절염, 섬유근통과 같은 근
골격계질환들에서 연구가 되었다. 두통환자들에게 있
어서 수면다원검사상 수면효율이 감소하였고 수면중
자주 깨고 서파수면(slow wave sleep)이 감소된다고
하였다.16) 기상시 두통이 있는 경우는 수면 무호흡이
빈번하게 관찰되었으며 Pavia에 의하면 두통을 갖는
환자의 약 55%에서 수면 장애가 관찰된다고 하였
다.17) 신경병성 통증에 있어서는 주로 환자의 주관적
수면 평가에 의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당뇨병성 신
경병증이나 대상포진후 신경병 환자를 대상으로 시
행한 수면다원검사에서는 수면효율의 감소와 분절화
된 수면이 나타났으며 3, 4단계의 수면 및 REM 수면
이 감소하고 1단계수면이 증가한다고 하였다.18) 근골
격계 통증환자 들에 대한 수면다원검사 연구에서 그
18)
결과는 다양한데 수면효율이 정상이라는 연구 와 현
19,20)
들이 있으며 분절화된
저하게 감소하였다는 연구
수면이 나타나거나 비REM수면과 서파수면에서
alpha침범(alpha파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휴식을 취할
때 나타나는 뇌파)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섬유근통 환
자에 있어서는 서파수면, REM수면, 총 수면시간의
감소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수면이 통
증에 영향을 주는 경우로는 수면 시 소리를 이용하여
건강한 대상에게 서파수면을 방해하였을 때 다음날
통각과민 증상이 나타난다는 실험 결과들이 있
다.21-24) 만성통증환자에게 있어 수면방해가 통증에
기여한다는 이론에 대한 근거로는 만성통증환자에게
서 나타나는 서파수면의 감소와 alpha 수면의 증가가
앞선 실험에서 건강한 대상에게 수면방해를 하였을
때 나타나는 양상과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4)
Bailey에 의하면 구강안면통증 환자들에게 흔히 나타
나는 수면 장애로는 수면무호흡증, 불면증, 코골이,
상기도저항증후군,
주기성사지운동장애(periodic
limb movement disorder), 수면이갈이 등이 있다고
하였다.25)
본 연구에서는 구강내과, 턱관절 및 안면통증 클리
닉에 내원한 구강안면통증 환자 중 측두하악질환을
나타내는 환자를 대상으로 수면설문 및 간이수면검
사를 시행하여 TMD환자에서의 수면의 양상을 분석
하였다. 수면설문지는 주간졸리움증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위한 ESS, 수면의 질 평가를 위한 PSQI 설문
지를 이용하였으며 만성 TMD 통증환자 중 global
PSQI 5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간이수면검사를 원하
는 환자에게서 ApnealinkTM를 사용하여 간이수면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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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시행하였다.
연구에 참가한 229명의 환자 중 196명(85.6%)의 환
자가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중 6개월 이상 통증을 호
소하는 만성통증환자는 61명(26.6%), 6개월 미만의
병력을 갖는 급성통증환자는 135명(59.0%)으로 나타
났다.
수면의 질에 대한 평가에서는 대조군인 통증이 없
는 측두하악장애 환자군에서는 chronic-painless군이
나 acute-painless군 모두 수면의 질의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으나 통증이 동반된 측두하악장애군에서는
chronic-pain과 acute-pain군 모두 poor sleeper의 비
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증이 있는 측두
하악장애 환자군에서 통증이 없는 경우보다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chronic-pain군에서 acute-pain군에 비하여 수면의
질이 저하된 환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므로 통
증이 있는 측두하악장애 환자의 경우 급성 보다는 만
성인 경우 수면의 질이 더 저하된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통증이 있는 측두하악장애 환자군이 통증이 없는
측두하악장애 환자군에 비하여 수면의 질이 저하되
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의 질이 저하
된 통증이 있는 측두하악장애 환자군중 만성인 경우
가 급성인 경우에 비하여 수면의 질이 더욱 많이 저
하되어 있었다. 따라서 통증이 없는 경우보다는 통증
이 있는 경우에서 또한 급성인 경우보다는 만성인 경
우 수면의 질 저하가 더욱 크고 더 많은 환자들이 수
면의 질 저하를 호소한다고 할 수 있다.
주간졸리움을 나타내는 ESS 10이상인 환자의 비율
은 통증이 없는 측두하악장애 환자군에서는 통증의
기간에 따른 만성군과 급성군과의 차이가 없었으나
통증이 있는 측두하악장애 환자군에서는 만성인 경
우가 급성인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면의
질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증이
없는 측두하악장애 환자에서는 주간졸리움증을 나타
내는 환자의 비율이 수면의 질이 저하되지 않은 군과
비교시 차이가 없었으나 통증이 있는 측두하악장애
환자군에서는 수면의 질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서
주간졸리움증이 더 많이 나타났다. 주간졸리움증의
정도는 통증이 있는 측두하악장애 환자군 중 수면이
저하되어 있는 군에서 만성과 급성 모두에서 주간졸
리움증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만성인 경우
만이 주간졸리움증이 있다고 할 수 있는 ESS 10 이
상의 수치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통증이 없는 경우보
다는 통증이 있는 경우에서 또한 급성인 경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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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인 경우 주간졸리움증의 정도가 더 심하고 더 많
은 사람들이 주간졸리움증을 호소한다고 할 수 있다.
통증의 강도에 따른 주간졸리움증과 통증의 강도에
따른 수면의 질의 상관성에 대한 결과에 의하면 통증
의 강도가 클 수록 주간졸리움증의 수치나 수면의 질
수치가 높게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할 만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통증의 정도가
중등도인 경우에서는 만성측두하악장애 환자군에서
수면의 질과 주간졸리움증의 정도가 급성측두하악장
애 환자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의 질이 저하된 만성통증환자 16명에게서 실
시한 간이 수면검사 결과는 15명에서는 AHI수치가 5
미만으로 판정되었고 1명만이 AHI=10으로 폐쇄성수
면무호흡증의 진단기준을 만족시켰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한 만성통증환자에서의 주간
졸리움증이나 수면의 질 저하가 수면 시 호흡상태를
평가하는 간이수면검사 결과와 일치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수면의 질 저하가 반드시 수면 중 호흡장
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며 만성통증과 관
련되어 가장 흔히 나타나는 수면장애는 불면증이기
때문일 것이다. 불면증은 ICSD-II에 의하면 다음과
5)
같이 정의된다.
A) 입면이 어렵다.
수면유지가 어렵다.
너무 일찍 일어나거나 비 회복 수면이 나타나거
나,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
B) 수면에 적절한 환경이나 기회가 있어도 발생한다.
C) 주간에
피곤하거나 권태감이 든다.
집중력, 기억이 감퇴된다.
학업이나 업무, 사회적 생활에 장애가 생긴다.
주간 졸리움증이 생긴다.
동기유발이나 기력이 감소된다.
실수를 자주하거나 운전할 때나 업무상 사고가 발
생한다.
긴장감이 들고 두통이나 위장질환이 수면부족과
관련되어 발생한다.
수면에 관해 걱정하거나 신경을 쓰게 된다.
상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 불면증의 진단 기
준이 되며 DSM IV&ICSD에 의하면 잠드는데 30분
이상이 잠든 후 깨어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이며 일주
일에 3회 이상 발생하는 것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만성적인 불면증의 진단 기준이 된다. 그러나 임
상적으로 불면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임상적인 면
담뿐만이 아니라 자가보고 설문지, 심리검사, 수면일
지, 손목운동 기록기와 같은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
므로 임상에서 만성 TMD환자에게 불면증에 대한 평
가를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환자의 협조도 부분에
있어서 무리가 있다.
반면 간이 수면검사기기는 임상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불면증과는 달리 5분정도의 사용방법을 숙지
한 후 시행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
다. 또한 수면다원검사와는 다르게 환자가 간단하게
집에서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환자의 병력
에 코골이 병력이 있거나 주간졸리움증이 심하거나
수면설문지상 ESS 10이상, global PSQI 5이상인 경
우 시행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간이수면검사는 EEG,
EMG, EKG 등의 검사 항목이 빠져있으므로 수면다
원검사에 비해 한계가 있음을 주지해야한다. 특히 상
기도저항관련각성(RERA)과 같이 AHI에서 제외되는
호흡상태와 뇌의 각성을 검사하기위해서는 EEG가
필요하다. 그러나 2007년 Thurnheer에 의하면 총
11,485명을 대상으로 간이수면검사와 수면다원검사
에 대한 연구에서 3.5%만이 간이수면검사이외에 추
가적인 수면다원검사를 필요로 한다고 하였으며 간
이수면검사기기의 민감도는 최저 79.3%에서 최고
95.0%, 특이도는 최저 79.3%에서 최고 95.2%로 높게
나타나 초기 검진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26)
본 연구에서 간이 수면검사를 시행한 결과 수면무
호흡증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한명의 만
성통증환자는 추가적으로 수면전문센터에서 수면다
원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되어 TMD에 대한 치료와 병행하여 수면치료를
받고 있다.
TMD는 다른 치과질환에 비하여 만성화로 진행되
3)
는 경향이 높은 질환 으로, 본 연구의 결과처럼 만성
통증환자에서 77%정도가 수면의 질이 저하되어 있었
으며 급성통증환자에게서도 67%에서 수면의 질이 저
하되어 있었다. 따라서 TMD환자를 진단하고 관리하
는 데 있어 수면설문지를 이용한 수면 상태의 평가는
유용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수면무호흡증의 초기 검진에 유용한 간이
수면검사기기를 사용하여 수면상태를 진단하는 것은
치과에서 진단하기 어려운 호흡관련 수면장애를 진
단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많은 경우
TMD에 의해 수면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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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장애로 인해 TMD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환
자의 치료 시 특히 만성통증의 치료시 간과하기 쉬운
수면에 대해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으리라 사료된
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구강내과, 턱관절 및 안면통증 클리닉에
내원한 구강안면통증 환자 중 수면설문지와 일부 간
이수면검사를 시행한 총 229명의 환자의 수면 양상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통증이 있는 측두하악장애 환자군이 통증이 없는
측두하악장애 환자군에 비하여 수면의 질의 저하
된 정도나 환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통증이 있는 측두하악장애 환자군 중 만성인
경우에서 급성인 경우보다 수면의 질이 저하된 환
자의 비율이 더 높고 수면의 질이 저하된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통증이 있는 측두하악장애 환자군이 통증이 없는
측두하악장애 환자군에 비하여 주간졸리움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증이 있는 측두하악장애 환자군 중 만성인 경우
가 급성인 경우보다 더 높은 환자들이 주간졸리움
증을 나타냈다. 수면의 질이 저하된 통증이 있는
측두하악장애 환자군 중에서 만성인 경우가 급성
인 경우보다 주간졸리움증의 정도가 더 심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오직 수면의 질이 저하된 만성 통
증이 동반된 측두하악장애 환자군에서만 주간졸
리움증을 나타내는 ESS 수치가 기준치 인 10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통증의 강도가 클 수록 주간졸리움증의 수치나 수
면의 질 수치가 높게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할 만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통증의 정도가 중등도인 경우에서는 만성측두하
악장애 환자군에서 수면의 질과 주간졸리움증의
정도가 급성측두하악장애 환자군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4. 수면의 질이 저하된 측두하악장애 환자중 만성통
증을 갖는 환자군에서의 간이수면검사 결과 16명
중 1명만이 AHI=10으로 측정되어 평가기준이 되
는 AHI>5로 나타났으며, 이 환자는 추가적으로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하여 폐쇄성수면무호흡증으
로 진단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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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Interaction between Pain Aspect and Sleep Quality
in Patients with Temporomandibular Disorder
Il-Ho Tae2, D.D.S.,M.S.D., Seong-Taek Kim1, D.D.S.,M.S.D.,Ph.D.,
Hyung-Joon Ahn1, D.D.S.,M.S.D., Ph.D., Jeong-Seung Kwon1, D.D.S.,M.S.D.,
1
Jong-Hoon Choi , D.D.S.,M.S.D.,Ph.D.
Department of Oral Medicine, College of Dentistry, Yonsei University1
Department of Oral Medicine, College of Dentistry, Pusan National University2
Interaction between pain and sleep has long been proved through many researches, and various studies are being
conducted to identify its mechanism. However, these studies have targeted on patients with systemic disease, such as
rheumatic disease and fibromyalgia. There are few researches on patients with orofacial pain including
temporomandibular disorder(TMD).
In this study, we studied interaction between pain aspect and sleep quality in 229 patients with TMD, who visited
the TMJ and Orofacial pain clinic.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PSQI), Epworth sleepiness scale(ESS) questionnaire
were surveyed and sleep-screening device was operated.
PSQI showed that sleep quality in TMD patients with pain was poorer than that in TMD patients without pain. The
ratio of poor sleeper was higher in TMD patients with pain. Especially, TMD patients with chronic pain showed
obviously poorer sleep quality than TMD patients with acute pain.
The result of ESS showed that patients with painful TMD showed more daytime sleepiness than painless TMD
patients. The ratio of TMD patients with chronic pain who had daytime sleepiness was higher than TMD patients with
acute pain, and the amount of daytime sleepiness was higher in the group of chronic pain. In TMD patients with chronic
pain, only the poor sleeper(PSQI>5) presented mean ESS>10(diagnostic criteria of daytime sleepiness).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pain intensity and sleep quality or daytime sleepiness.
The result of ApnealinkTM for screening of sleep related breathing disorder showed that only 1 patient presented
AHI>5 among 19 participants.
TMD patients with chronic pain presented poor sleep quality and excessive daytime sleepiness similar to other chronic
pain patients. Evaluation of sleep state by questionnaire might be useful for diagnosis and management of TMD, because
sleep disturbance decreases pain threshold and pain disturbs sleep. In addition, sleep-screening device would be useful
for screening sleep related breathing disorder in dental clinic.
Key words : daytime sleepiness, sleep quality, sleep-screening device, temporomandibular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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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Epworth Sleepiness Scale (주간 졸음 진단표)
아래 척도를 이용하여 각 상황에서 자신에 가장 적합한 사항을 선택하세요.
0
1
2
3

-

전혀 졸리지 않음
약간 졸림
상당히 졸림
매우 많이 졸림

※각 상황을 잘 읽어보시고 본인이 느끼는 졸리움의 정도에 체크표시 하십시오.
상 황

졸리움 정도(0~3)

앉아서 책을 읽을 때

0

1

2

3

TV를 볼 때

0

1

2

3

0

1

2

3

한 시간 이상 계속 운행 중인 차 속에 승객으로 있을 때

0

1

2

3

오후에 쉬면서 혼자 누워 있을 때

0

1

2

3

앉아서 상대방과 대화하고 있을 때

0

1

2

3

술을 마시지 않고 점심 식사 후 조용히 앉아 있을 때

0

1

2

3

교통체증으로 몇 분 동안 정차해 있는 차 안에서

0

1

2

3

공공장소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때(예,

총 점

신장 :
체중 :
VAS (기입하지 마세요) :

극장에서나 회의를 할 때)

(부록2)

The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수면의 질 지수)
다음의 질문들은 지난 한달 동안의 당신의 수면 습관들에 관련된 문항들입니다.
1. 지난 한달 동안 몇 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까?
시
2. 지난 한달 동안 밤마다 잠드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시간
3. 지난 한달 동안 아침에 몇시에 일어났습니까?
시
4. 지난 한달 동안 실제로 잠잔 시간은 하루에 평균 얼마나 됩니까?
시간 분 (잠자리에서 누워있는 시간과 실제로 잠잔 시간은 다릅니다.)
5. 지난 한달 동안 잠자는데 얼마나 자주 어떤 문제가 있었습
니까? (해당 칸에 체크표시 해주세요)

한번도
없었다

분
분
분

한주에
한번보다
적게

한주에
한두 번
정도

한주에
세 번 이상

상당히
좋은

상당히
나쁜

매우 나쁜

a. 30분 이내로 잠들 수 없다.
b. 한밤중이나 새벽에 깬다.
c.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난다.
d. 편안하게 숨 쉴 수 없다.
e. 기침을 하거나 시끄럽게 코를 곤다.
f. 너무 춥다.
g. 너무 덥다.
h. 악몽을 꾼다.
I. 통증이 있다.
j.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아래에 적어주시고 빈도도
표시해 주세요. :

6. 지난 한달 동안 당신의 전반적인 수면의 질은 어느 정도라
매우 좋은
고 평가하십니까?
7. 지난 한달 동안 잠들기 위해 얼마나 자주 약을 복용하였습
니까?

한번도
없었다

한주에
한번보다
적게

한주에
한두 번
정도

한주에
세 번 이상

8. 지난 한달 동안 운전하거나, 식사 때 또는 사회활동을 하는
동안 얼마나 자주 졸음을 느꼈습니까?

한번도
없었다

한주에
한번보다
적게

한주에
한두 번
정도

한주에
세 번 이상

약간

매우 큼

9. 지난 한달 동안 하는 일에 열중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
전혀 없음 아주 약간
이 있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