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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측측측두두두하하하악악악장장장애애애 환환환자자자에에에서서서의의의 통통통증증증양양양상상상과과과 수수수면면면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수면과 통증과의 상호 작용은 여러 연구들에 의해 밝혀져 왔고 그 기전에 대해서
는 현재도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선 연구들은 대부분 류마티스질환
이나 섬유근통과 같은 전신적 질환을 갖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측두하
악질환을 포함한 안면통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구강내과,턱관절 및 안면통증 클리닉에 내원한 229명의 측두하악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수면설문 및 간이수면검사를 시행하여 측두하악장애 환자에
서의 통증양상과 수면과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1.PSQI설문에 의한 수면의 질 평가에서는 통증이 있는 측두하악장애 환자군이

통증이 없는 군에 비하여 수면의 질이 저하된 환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수면
의 질이 저하된 정도도 더 크게 나타났다.특히 통증이 6개월이상 지속된 만성 측두
하악장애 환자에서는 뚜렷하게 수면의 질 저하가 나타났다.
2.ESS설문에 의한 주간졸리움증의 평가에서도 통증이 있는 측두하악장애 환자군

이 통증이 없는 군에 비하여 주간졸리움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6개월이상 통증이 존재하는 만성 측두하악장애 환자군에서 더욱 높았으며 주간졸리
움증의 정도 또한 더 심하였다.특히 통증이 있는 만성 측두하악장애 환자군 중에서
globalPSQI가 5이상인 수면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에서만 평균 ESS수치가 10이상
을 기록하여 주간졸리움증의 판단 기준에 해당하였다.
3.통증의 강도에 따른 수면의 질과의 관련성이나 주간졸리움증과의 관련성의 결

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수면관련 호흡장애를 검사하기 위한 간이수면검사기기인 ApnealinkTM를 사용

하여 수면시 호흡상태를 측정한 결과 검사를 시행한 총 19명의 환자중 1명만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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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무호흡저호흡지수(AHI)>5인 수면무호흡증을 나타내었다.
다른 만성통증질환과 마찬가지로 만성통증을 나타내는 측두하악장애 환자에서도

수면의 질이 저하되었으며 주간졸리움증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수면장애가 있는
경우 통증에 대한 역치를 낮추고 통증과 수면장애가 순환적인 상호작용을 일으켜
치료를 어렵게 하므로 측두하악질환을 진단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수면설문지를 이
용한 수면 상태의 평가는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특히 치료가 장기화 되고 치료에
대한 반응이 적은 환자에게 있어서 수면장애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간이수면검사기기 또한 치과에서 진단하기 어려운 호흡관련 수면
장애의 초기 검진시 유용한 도구가 되리라 생각되는 바이다.

핵심되는 말 :수면의 질,주간졸리움증,측두하악장애,간이수면검사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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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측측두두두하하하악악악장장장애애애 환환환자자자에에에서서서의의의
통통통증증증양양양상상상과과과 수수수면면면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지지지도도도교교교수수수 최최최 종종종 훈훈훈>>>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대대대학학학원원원 치치치의의의학학학과과과

태태태 일일일 호호호

ⅠⅠⅠ...서서서 론론론

수면은 인생의 삼분의 일 혹은 사분의 일을 차지하는 삶의 또 다른 중요한 과정이
며 일반적으로 의미 없는 외부자극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행동적이고 생리적인
상태이다(Carskadon,2000).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급속안구
운동(rapideyemovement,이하 REM)수면과 비급속안구운동(이하 비REM)수면으로
구성되어 있다.비REM 수면은 얕은 수면상태인 1,2단계수면과 깊은 수면상태인
3,4단계수면으로 구성되며 정상수면은 90분에서 110분의 주기로 1,2,3,4단계수면의
비REM수면과 REM수면이 하룻밤에 3회에서 5회 반복되어 나타나게 된다.수면은
낮 동안 소모되고 손상된 부분을 회복시켜주고 정보의 재정리와 재학습 및 기억과
관련된 기능 등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통증은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체의 반응으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조
직손상과 관련되거나 또는 그러한 손상으로 기술된 불쾌하고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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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으로 정의된다(InternationalAssociationfortheStudyofPain,1994).통증의
기간에 따라 급성통증과 만성통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급성통증은 급작스런 발현
과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수일,수시간,수분)내에 감소하고,신체의 손상에 의해 발
생하며 치유가 되면 대체적으로 소실된다.대개는 빈맥,고혈압,발한,산동
(mydriasis),창백등과 같은 자율신경계의 객관적인 신체적 징후와 동반되는 경향이
있다(AmericanPainSociety,1999).다른 관점에서 보면 통증은 위험이나 손상으로
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전이라 할 수 있다.반면 만성통증은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원인에 의해 6개월 이상 지속되며 현재 가능한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았거나 환자의 여생동안 지속될 수 있는 통증을 의미한다(Wall& Melzack,1999).
이와 같은 만성통증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증상이나 만성통증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는 불안감,분노,공포,우울감과 같은 심리적인 요소와 기분장애, 불안장애,신체화
장애 등과 같은 정신장애 및 수면장애와 같은 질환들이 있다(Okeson,2005).
이처럼 수면과 통증은 소모된 부분의 회복,정보의 재정리,재학습,위험으로 부터
의 보호와 같은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주며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Smith,2004).따라서 수면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 통증에 대한 역치가 감소
하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수면 장애가 발생하는 것처럼,통증과 수면은 서로가 영향
을 끼치며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어 치료와 관리가 어려워지는 양상을 나타낸다.
수면 장애는 InternationalClassificationofSleepDisorder2nd(ICSD)에 의하면
불면증,수면과 관련된 호흡장애,중추기원의 과다수면증(기면증),일주기율동 수면
장애(circadianrhythm sleepdisorder),사건수면(parasomnia),수면관련 운동장애(하
지불안증후군),독립된 증상,다른 수면장애의 총 8가지 항목으로 구분된다.이중 수
면과 관련된 호흡장애는 중추성 수면무호흡증,폐쇄성 수면무호흡증,수면과 관련된
호흡저하증/저산소혈증,다른 수면관련 장애로 나뉜다.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다
시 성인에서의 수면무호흡증과 아동에서의 수면무호흡증으로 분류된다.
구강안면통증의 하나인 측두하악장애는 저작근 및 측두하악관절과 주변 구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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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혹은 복합적인 임상적 증상을 나타내는 총체적인 용어이며 Schiffman(1990)에
의하면 하나 이상의 측두하악장애 증상을 갖는 사람은 전 인구의 70%정도에 달할
정도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질환이다.또한 측두하악장애는 구강안면부위에서 가장
흔하게 만성통증으로 발전하게 되는 질환이라고 한다(Okeson,2005,McMahon,
2006).이처럼 측두하악장애는 그 유병율이 높으며 만성질환으로도 발전하기 쉬운
반면 측두하악장애와 수면장애와의 관련성을 보여준 연구는 Yatanietal(2002),김
등(2002)의 몇몇 연구가 있으나 대부분 대조군의 미비와 설문지를 통한 주관적인 결
과만의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성 측두하악장애 환자의 주
관적인 수면의 질과 주간졸리움증의 상관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부가적으로 수면장
애 중 수면과 관련되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호흡장애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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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및및및 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턱관절 및 안면통증 클리닉에 2007년 11월 7
일부터 2007년 12월 5일까지 내원한 구강안면통증 환자 중 Research Diagnostic
CriteriaforTemporoMandibularDisorder(RDC/TMD)(Dworkin& LeResche,1992)
에 의거하여 측두하악질환(TemporoMandibularDisorder,이하 TMD)으로 진단된
22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중 병력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만성측두하악
질환군,6개월 미만인 경우를 급성측두하악질환군으로 구분하였고(Okeson,2005)이
두 군을 다시 통증이 없는 군과 통증이 있는 군으로 분류하였다.통증의 정도는 시
각상사척도(VisualAnalogScale,VAS)를 이용하여 표시하였으며 VAS1이상인 경우
를 통증군,VAS0인 경우를 통증이 없는 군으로 분류하여 각각 통증이 있는 만성
측두하악질환군(이하 chronic-pain), 통증이 없는 만성측두하악질환군(이하
chronic-painless),통증이 있는 급성측두하악질환군(이하 acute-pain),통증이 없는 급
성측두하악질환군(이하 acute-painless)으로 구분하였다.

222...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가가가...설설설문문문지지지

주관적인 수면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주간 졸음 진단 설문지인 Epworth
Sleepiness Scale설문지(이하 ESS)와 수면의 질 지수 설문지인 Pittsburgh Sleep
QualityIndex설문지(이하 PSQI)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체질량지수의 계산을 위하
여 신장과 체중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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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pworthSleepinessScal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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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s,
1991).

(2)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PSQI)는 주관적 수면의 질(subjectivesleep
quality),수면잠복기(sleep latency),수면시간(sleep duration),습관적 수면효율
(habitual sleep efficiency), 수면장애(sleep disturbances), 수면제 사용(use of
sleepingmedication),주간 기능장애(daytimedysfunction)의 7개의 범주로 이루어진
총 1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설문이다.0~3점으로 점수를 표시하며 각 문항을
합산하거나 지수화 하여 총 수면지수가 5이상일 경우 poorsleeper,5이하일 경우
good sleeper로 평가하였다.이 설문조사의 진단적 민감도는 89.6%이며 특이도는
86.5%로 알려져 있다(Buysse,1988).

나나나...간간간이이이 수수수면면면검검검사사사
GlobalPSQI수치가 높은 환자 중 검사에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수면 중 저호흡

증(hypopnea)과 무호흡증(apnea)을 객관적으로 검사하기 위해 간이 수면검사기기인
ApnealinkTM(ResmedInc,Fraunhoferstr,Germany,Fig1)를 이용하여 총 수면시간
동안 발생한 시간당 무호흡과 저호흡의 횟수를 의미하는 apneaHypopneaIndex(이
하 AHI)를 측정하였다(Patil,2007,Kushida,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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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ApneaLinkTM,Resmed.Inc.

다다다...분분분석석석내내내용용용
(1)각각의 환자군에서 globalPSQI값이 5이상이 되는 poorsleeper(수면의 질이

저하된 군)와 5미만인 good sleeper(수면의 질이 저하되지 않은 군)의 분포비율을
비교하였다.
(2)각 환자군에서 수면의 질 지수의 분포와 그 값을 비교하기 위하여 평균

globalPSQI를 계산하여 상호 비교하였고,다시 각 환자군을 PSQI설문 결과인
globalPSQI값이 5이상인 poorsleeper군과 5미만인 goodsleeper군으로 세분하여
총 8개의 군(Table1)에 대하여 평균 globalPSQI수치를 계산하여 상호 비교하였다.
(3)주간졸리움증을 나타내는 환자의 분포를 알아보고 그 비율을 비교하기 위하여

각 환자군에서 ESS수치가 10이상인 환자들의 수와 비율을 구하여 비교하였다.또한
각 환자군을 다시 PSQI설문 결과인 globalPSQI값이 5이상인 poorsleeper군과 5
미만인 goodsleeper군으로 세분하여 총 8개의 군에 대하여 ESS수치가 10이상인
환자들의 수와 비율을 구하여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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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졸리움증과 수면의 질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총 8개의 환자군에 대
하여 평균 ESS수치를 비교하였다.
(5)모든 환자들을 병력의 기간에 따라 chronic군과 acute군으로 구분한 뒤,다시

통증의 강도에 따라 VAS0을 nopain군,VAS1~3을 mild pain군,VAS4~7을
moderatepain군,VAS8~10을 severepain군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군에서 통증의
강도에 따른 수면의 질과 주간졸리움증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globalPSQI값과 평균 ESS값을 비교하였다.
(6)수면과 관련된 호흡장애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에서 조사한 신장과 체중으

로부터 체질량 지수(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값)를 계산하여 chronic환자
군과 acute환자군을 비교하고 ApnealinkTM를 시행한 환자로 부터 측정된 AHI값을
알아보았다.

Table1.GroupingofTMD patientsbyduration,pain,sleepquality

Poorsleeper:globalPSQI≥5,goodsleeper:globalPSQI<5

라라라...통통통계계계적적적 분분분석석석
SAS(StatisticalAnalysis System,SAS Institute,Inc.,USA)V9.1.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항목의 기술통계를 산출하였으며,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및
분산분석(ANOVA)을 시행하였으며,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을

Duration Painorpainless Sleepquality
chronic pain poorsleeper

goodsleeper
painless poorsleeper

goodsleeper
acute pain poorsleeper

goodsleeper
painless poorsleeper

goodslee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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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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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환환환자자자의의의 분분분포포포
총 229명의 환자가 연구에 참여했으며 이 중 여성이 146명으로 64.0%,남성이 83명
으로 36.0%로 나타났다.환자의 연령은 12세에서 77세까지 분포되었으며 평균 연령
은 35.1±15.5세였다.성별에 따라서는 각각 여자가 33.6±15.0세,남자가 32.2±16.4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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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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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Distributionofageandsexofthepatients(n=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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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증증증상상상의의의 지지지속속속기기기간간간과과과 통통통증증증의의의 유유유무무무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분분분포포포
Chronic-pain군은 26.6%(61/229),chronic-painless군은 8.2%(19/229),acute-pain군

은 59.0%(135/229),acute-painless군은 6.2%(14/229)였다.Chronic군의 평균 병력기
간은 44.0개월,acute군의 평균 병력기간은 1.1개월이었다(그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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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Distributionofdurationandpainofthepatients(n=229)

333...수수수면면면의의의 질질질이이이 저저저하하하된된된 환환환자자자의의의 분분분포포포
Chronic-pain군에서 globalPSQI값이 5이상이 되는 poorsleeper는 77.0%(47/61)

로 goodsleeper23.0%(14/61)에 비하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분포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높았다.Acute-pain군에서도 poorsleeper의 비율이
67.4%(91/135)로 good sleeper32.6%(44/135)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증이 없는 painless군에서는 chronic-painless군이나
acute-painless군 모두 poorsleeper와 goodsleeper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chronic-pain군에서의 poorsleeper의 비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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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ute-pain군에서의 poorsleeper의 비율을 비교시 chronic-pain군에서 poorsleeper
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따라서 만성통증환자군에서 수면의 질이 저하된 환자
가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Table2).

Table 2.Comparison ofdistribution ofpoor sleeper and good sleeper by
duration

percentagesshowninparentheses

444...수수수면면면의의의 질질질 지지지수수수의의의 분분분포포포와와와 비비비교교교
Chronic-pain군과 acute-pain군에서 평균 globalPSQI를 비교한 결과 chronic-pain

군이 acute-pain군에 비하여 수면의 질이 더 저하되었으며 통증이 없는
chronic-painless군,acute-painless군에서는 두 군 간의 수면의 질의 차이가 없었다
(Table3).모든 군에서 평균 globalPSQI는 poorsleeper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ronic-pain군에서 poorsleeper군의 평균 globalPSQI수치
는 8.4±2.7로 acute-pain군의 poorsleeper군의 7.1±2.0에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났고

poorsleeper goodslee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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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otal 138 58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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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otal 19 14 33
total 157 72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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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chronic-pain군과
acute-pain군에서 good sleeper간의 globalPSQI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4).

Table3.ComparisonofmeanglobalPSQIbypainduration

Table4.ComparisonofmeanglobalPSQIinpoorsleeperandgoodsleeper

555...주주주간간간졸졸졸리리리움움움증증증의의의 분분분포포포와와와 비비비교교교
Chronic-pain군과 acute-pain군에서 ESS 수치 10이상인 환자의 비율은

chronic-pain군에서 36.1%(22/61),acute-pain군에서 22.2%(30/135)로 나타났으며,
chronic-painless군에서는 15.8%(3/19),acute-painless군에서는 14.3%(2/14)의 비율로
나타났다.Painless군에서는 병력의 기간에 따른 주간졸리움증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ain군에서는 만성 병력을 갖는 chronic-pain군에서 주간졸리움증이 더

painorpain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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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orsleeper goodslee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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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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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비율로 나타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Table5).또한 poorsleeper군과 good
sleeper군에서 ESS수치 10이상인 환자의 비율에서도 chronic-pain군의 poorsleeper
군과 acute-pain군의 poorsleeper군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Table6).

Table5.DistributionofESS>10 ingroupsbydurationandpain

percentagesshowninparentheses

Table6.DistributionofESS>10inpoorsleeperandgoodsleeper

percentagesshowninparentheses

666...주주주간간간졸졸졸리리리움움움증증증과과과 수수수면면면의의의 질질질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Poorsleeper와 goodsleeper에서 평균 ESS수치는 chronic-pain군의 poorsleeper

군과 acute-pain군의 poorsleeper군에서 높게 나타났다.특히 chronic-pain군의 poor
sleeper군에서는 ESS평균치가 10.3±4.9로 주간졸리움증을 평가하는 기준인 10을 넘
는 것으로 나타났다.통증이 없는 군에서는 poorsleeper군과 goodsleeper간의 평

painorpainless chronic acute p-value

pain 22
(36.1%)

30
(22.2%) P<0.05

painless 3
(15.8%)

2
(14.3%) N.S

poorsleeper goodslee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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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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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ESS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chronic-pain군과 acute-pain군의 poor
sleeper에서의 ESS평균치는 chronic-pain군의 poorsleeper에서 높게 나타났다.이
는 만성통증을 가진 환자 중 수면의 질이 저하되어있는 환자에서 주간졸리움증이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반면 수면의 질이 저하되지 않은 통증이
있는 환자군에서는 주간졸리움증의 통증기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Table7).

Table7.ComparisonofmeanESSbypainduration

777...통통통증증증의의의 강강강도도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수수수면면면의의의 질질질과과과 주주주간간간졸졸졸리리리움움움증증증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만성환자군에서 통증의 강도에 따른 평균 globalPSQI,평균 ESS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었으며 급성환자군에서도 각 통증군 간의 평균 globalPSQI와 평균 ESS
모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Severe군에서 통증기간에 따른 PSQI,ESS
의 비교는 각각의 p-value가 0.8239,0.1540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mild,no
pain군에서 모두 기간에 따른 PSQI,ESS수치의 차이가 없었다.그러나 moderate군
에서는 PSQI,ESS모두 pvalue0.0019,0.0191로 만성통증환자군에게서 높게 나타
났다 (Table8).

poorsleeper goodslee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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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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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8.DistributionofmeanglobalPSQI,ESSbypainintensity

8.AAApppnnneeeaaallliiinnnkkkTTTMMM

수면과 관련된 호흡장애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면무호흡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인 체질량 지수는 chronic군에서 20.9±2.6kg/m2, acute군에서
21.9±3.0kg/m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ApnealinkTM 검
사 결과는 검사를 시행한 19명 중 3명은 측정 시 cannula가 잘 고정되지 않아 결과
값이 측정되지 않아 제외하였고 결과가 측정된 16명중 AHI(Apnea Hypopnea
Index)가 5이상이 되는 환자는 1명이었으며 15명은 AHI가 5미만이었다.

duration pain
severity

mean
VAS N mean

globalPSQI mea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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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ain 0 19 6.0±3.3 6.8±3.5

ac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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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ain 0 14 5.3±2.5 6.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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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VVV...총총총괄괄괄 및및및 고고고찰찰찰

수면장애와 통증과의 관련성은 여러 선학들에 의해 연구되어져 왔다.(Smith,2004)
통증이 수면에 영향을 주기도 하며 수면상태가 통증에 영향을 주는 순환적인 상관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급성통증이 수면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급성통증의 특성인
통증이 유지되는 기간이 짧다는 것과 예측이 어렵다는 특성으로 연구에 어려움이
있으나,몇몇 연구들은 수술 후 나타나는 통증과 수면상태에 대한 연구로써 술 후
1~2일 까지는 수면의 양이 감소하였고 수면이 분절화 되어 각성상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Ellis,1976,Aurell,1985,Rosenberg,1994).만성통증과 수면과의
관계는 두통환자나 당뇨병성 신경병이나 대상포진후 신경통과 같은 말초성 신경병
증,류마티스관절염이나 퇴행성골관절염,섬유근통과 같은 근골격계질환들에서 연구
가 되었다.두통환자들에게 있어서 수면다원검사상 수면효율이 감소하였고 수면중
자주 깨고 서파수면(slow wavesleep)이 감소된다고 하였다(Drake,1990).기상시 두
통이 있는 경우는 수면 무호흡이 빈번하게 관찰되었으며 Paviaetal(1997)에 의하면
두통을 갖는 환자의 약 55%에서 수면 장애가 관찰된다고 하였다.신경병성 통증에
있어서는 주로 환자의 주관적 수면 평가에 의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당뇨병성 신
경병증이나 대상포진후 신경병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수면다원검사에서는 수면효
율의 감소와 분절화된 수면이 나타났으며 3,4단계의 수면 및 REM 수면이 감소하
고 1단계수면이 증가한다고 하였다(Mundel,2003).근골격계 통증환자 들에 대한 수
면다원검사 연구에서 그 결과는 다양한데 수면효율이 정상이라는 연구(Drewes,
1998,Walsh,1996)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는 연구(Lavie,1991,1992,Hirsch,1994)들
이 있으며 분절화된 수면이 나타나거나 비REM수면과 서파수면에서 alpha침범
(alpha파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휴식을 취할 때 나타나는 뇌파)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섬유근통 환자에 있어서는 서파수면,REM수면,총 수면시간의 감소가 나타난다고
하였다.이와는 반대로 수면이 통증에 영향을 주는 경우로는 수면 시 소리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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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건강한 대상에게 서파수면을 방해하였을 때 다음날 통각과민 증상이 나타난다는
실험 결과들이 있다(Moldofsky,1975,1976,Onen,2001,Older,1998).만성통증환자
에게 있어 수면방해가 통증에 기여한다는 이론에 대한 근거로는 만성통증환자에게
서 나타나는 서파수면의 감소와 alpha수면의 증가가 앞선 실험에서 건강한 대상에
게 수면방해를 하였을 때 나타나는 양상과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Smith,2003).
Bailey(1997)에 의하면 구강안면통증 환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수면 장애로는 수

면무호흡증,불면증,코골이,상기도저항증후군,주기성사지운동장애(periodiclimb
movementdisorder),수면이갈이 등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강내과,턱관절 및 안면통증 클리닉에 내원한 구강안면통증 환자

중 측두하악질환을 나타내는 환자를 대상으로 수면설문 및 간이수면검사를 시행하
여 TMD환자에서의 수면의 양상을 분석하였다.수면설문지는 주간졸리움증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위한 ESS,수면의 질 평가를 위한 PSQI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만성
TMD 통증환자 중 globalPSQI5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간이수면검사를 원하는 환
자에게서 ApnealinkTM를 사용하여 간이수면검사를 시행하였다.
연구에 참가한 229명의 환자 중 196명(85.6%)의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중 6

개월 이상 통증을 호소하는 만성통증환자는 61명(26.6%),6개월 미만의 병력을 갖는
급성통증환자는 135명(59.0%)으로 나타났다.
수면의 질에 대한 평가에서는 대조군인 통증이 없는 측두하악장애 환자군에서는

chronic-painless군이나 acute-painless군 모두 수면의 질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
나 통증이 동반된 측두하악장애군에서는 chronic-pain과 acute-pain군 모두 poor
sleeper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통증이 있는 측두하악장애 환자군
에서 통증이 없는 경우보다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또한
chronic-pain군에서 acute-pain군에 비하여 수면의 질이 저하된 환자의 비율이 더 높
게 나타났으므로 통증이 있는 측두하악장애 환자의 경우 급성 보다는 만성인 경우
수면의 질이 더 저하된다고 할 수 있다.또한 통증이 있는 측두하악장애 환자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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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이 없는 측두하악장애 환자군에 비하여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 정도가 더 큰 것
으로 나타났다.수면의 질이 저하된 통증이 있는 측두하악장애 환자군중 만성인 경
우가 급성인 경우에 비하여 수면의 질이 더욱 많이 저하되어 있었다.따라서 통증이
없는 경우보다는 통증이 있는 경우에서 또한 급성인 경우보다는 만성인 경우 수면
의 질 저하가 더욱 크고 더 많은 환자들이 수면의 질 저하를 호소한다고 할 수 있
다.
주간졸리움을 나타내는 ESS10이상인 환자의 비율은 통증이 없는 측두하악장애

환자군에서는 통증의 기간에 따른 만성군과 급성군과의 차이가 없었으나 통증이 있
는 측두하악장애 환자군에서는 만성인 경우가 급성인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면의 질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증이 없는 측두하악장애
환자에서는 주간졸리움증을 나타내는 환자의 비율이 수면의 질이 저하되지 않은 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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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두에서 주간졸리움증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만성인 경우만이 주간졸리움
증이 있다고 할 수 있는 ESS10이상의 수치가 도출되었다.따라서 통증이 없는 경
우보다는 통증이 있는 경우에서 또한 급성인 경우보다는 만성인 경우 주간졸리움증
의 정도가 더 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간졸리움증을 호소한다고 할 수 있다.
통증의 강도에 따른 주간졸리움증과 통증의 강도에 따른 수면의 질의 상관성에

대한 결과에 의하면 통증의 강도가 클 수록 주간졸리움증의 수치나 수면의 질 수치
가 높게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다
만 통증의 정도가 중등도인 경우에서는 만성측두하악장애 환자군에서 수면의 질과
주간졸리움증의 정도가 급성측두하악장애 환자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의 질이 저하된 만성통증환자 16명에게서 실시한 간이 수면검사 결과는 15명

에서는 AHI수치가 5미만으로 판정되었고 1명만이 AHI=10으로 폐쇄성수면무호흡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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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단기준을 만족시켰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한 만성통증환자에서의 주간졸리움증이나 수면의 질 저하가

수면시 호흡상태를 평가하는 간이수면검사 결과와 일치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수
면의 질 저하가 반드시 수면 중 호흡장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며 만성통
증과 관련되어 가장 흔히 나타나는 수면장애는 불면증이기 때문일 것이다.불면증은
ICSD-II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입면이 어렵다.
수면유지가 어렵다.
너무 일찍 일어나거나 비 회복 수면이 나타나거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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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한다.
긴장감이 들고 두통이나 위장질환이 수면부족과 관련되어 발생한다.
수면에 관해 걱정하거나 신경을 쓰게 된다.
상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 불면증의 진단 기준이 되며 DSM IV&ICSD

에 의하면 잠드는데 30분 이상이 잠든 후 깨어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이며 일주일에
3회 이상 발생하는 것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만성적인 불면증의 진단 기준이
된다.그러나 임상적으로 불면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임상적인 면담뿐만이 아니라
자가보고 설문지,심리검사,수면일지,손목운동 기록기와 같은 추가적인 검사가 필
요하므로 임상에서 만성 TMD환자에게 불면증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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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자의 협조도 부분에 있어서 무리가 있다.
반면 간이 수면검사기기는 임상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불면증과는 달리 5분정도

의 사용방법을 숙지한 후 시행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또한 수
면다원검사와는 다르게 환자가 간단하게 집에서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환자의 병력에 코골이 병력이 있거나 주간졸리움증이 심하거나 수면설문지상 ESS
10이상,globalPSQI5이상인 경우 시행해 볼 수 있다.하지만 간이수면검사는 EEG,
EMG,EKG 등의 검사 항목이 빠져있으므로 수면다원검사에 비해 한계가 있음을 주
지해야한다.특히 상기도저항관련각성(RERA)과 같이 AHI에서 제외되는 호흡상태와
뇌의 각성을 검사하기위해서는 EEG가 필요하다.그러나 2007년 Thurnheeretal에
의하면 총 11,485명을 대상으로 간이수면검사와 수면다원검사에 대한 연구에서 3.5%
만이 간이수면검사이외에 추가적인 수면다원검사를 필요로 한다고 하였으며 간이수
면검사기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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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간이 수면검사를 시행한 결과 수면무호흡증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한명의 만성통증환자는 추가적으로 수면전문센터에서 수면다원검사를 실
시하였으며 검사결과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되어 TMD에 대한 치료와 병행하여 수
면치료를 받고 있다.
TMD는 다른 치과질환에 비하여 만성화로 진행되는 경향이 높은 질환으로

(Okeson,2004)본 연구의 결과처럼 만성 통증환자에서 77%정도가 수면의 질이 저
하되어 있었으며 급성통증환자에게서도 67%에서 수면의 질이 저하되어 있었다.따
라서 TMD환자를 진단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수면설문지를 이용한 수면 상태의 평
가는 유용할 것으로 사료되며,또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수면무호흡증
의 초기 검진에 유용한 간이수면검사기기를 사용하여 수면상태를 진단하는 것은 치
과에서 진단하기 어려운 호흡관련 수면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
이다.많은 경우 TMD에 의해 수면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수면장애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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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D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환자의 치료 시 특히 만성통증의 치료시 간과하기
쉬운 수면에 대해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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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는 구강내과,턱관절 및 안면통증 클리닉에 내원한 구강안면통증 환자 중
수면설문지와 일부 간이수면검사를 시행한 총 229명의 환자의 수면 양상을 분석하
여,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통증이 있는 측두하악장애 환자군이 통증이 없는 측두하악장애 환자군에 비하
여 수면의 질의 저하된 정도나 환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증이
있는 측두하악장애 환자군 중 만성인 경우에서 급성인 경우보다 수면의 질이 저하
된 환자의 비율이 더 높고 수면의 질이 저하된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통증이 있는 측두하악장애 환자군이 통증이 없는 측두하악장애 환자군에 비하

여 주간졸리움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통증이 있는
측두하악장애 환자군 중 만성인 경우가 급성인 경우보다 더 높은 환자들이 주간졸
리움증을 나타냈다.수면의 질이 저하된 통증이 있는 측두하악장애 환자군 중에서
만성인 경우가 급성인 경우보다 주간졸리움증의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직 수면의 질이 저하된 만성 통증이 동반된 측두하악장애 환자군에서만 주간졸리
움증을 나타내는 ESS수치가 기준치 인 10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통증의 강도가 클 수록 주간졸리움증의 수치나 수면의 질 수치가 높게 나타나

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다만 통증의 정도
가 중등도인 경우에서는 만성측두하악장애 환자군에서 수면의 질과 주간졸리움증
의 정도가 급성측두하악장애 환자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수면의 질이 저하된 측두하악장애 환자중 만성통증을 갖는 환자군에서의 간이

수면검사 결과 16명중 1명만이 AHI=10으로 측정되어 평가기준이 되는 AHI>5로 나
타났으며,이 환자는 추가적으로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하여 폐쇄성수면무호흡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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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받았다.



- 24 -

참참참고고고문문문헌헌헌

김미혜,한경수,박미성:PittsburghSleepQualityIndex를 이용한 측두하악장애 환
자의 수면의 질에 관한 연구.대한구강내과학회지 27(1):89-105,2002

대한신경정신의학회.신경정신의학 2nded.2005,pp331-351,중앙문화사,서울

American Academy ofSleep Medicine,American Academy ofSleep Medicine.
Internationalclassification ofsleep disorders,2nd ed.:Diagnosticand Coding
Manual.2005,Westchester,Illinois.

AurellJ,ElmqvistD:Sleep in the surgicalintensive care unit:continuous
polygraphicrecordingofsleepinninepatientsreceivingpostoperativecare.Br
MedJ(ClinResEd).290(6474):1029-1032,1985.

BaileyDR:Sleepdisorders.Overview andrelationshiptoorofacialpain.DentClin
NorthAm.41(2):189-209,1997.

BuysseDJ,ReynoldsCF3rd,MonkTH,BermanSR,KupferDJ:The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a new instrumentforpsychiatricpracticeand research.
PPPsssyyyccchhhiiiaaatttrrryyyRRReeesss...28(2):193-213,1989.

CarskadonMA,DementWC,Normalhumansleep:anoverview.InPrinciples
andpracticeofsleepmedicine.3rded.KrygerMH,RothT,dementWC,eds.,



- 25 -

2000,pp15-25,W.B.SaundersCo.,Philadelphia.

DrakeME Jr,PakalnisA,AndrewsJM,BognerJE:Nocturnalsleep recording
withcassetteEEGinchronicheadaches.Headache.30(9):600-603,1990.

DrewesAM,SvendsenL,TaagholtSJ,BjerregårdK,NielsenKD,HansenB:Sleep
in rheumatoid arthritis:a comparison with healthy subjects and studies of
sleep/wakeinteractions.BrJRheumatol.37(1):71-81,1998.

Dworkin SF,LeResche L:Research diagnostic criteria fortemporomandibular
disorders:review,criteria,examinationandspecifications,critique.JCraniomandib
Disord6(4):301-355.1992.

EllisBW,Dudley HA:Some aspectsofsleep research in surgicalstress.J
Psychosom Res.20(4):303-308,1976.

Erman MK,StewartD,Einhorn D,Gordon N,CasalE:Validation ofthe
ApneaLinkforthescreeningofsleepapnea:anovelandsimplesingle-channel
recordingdevice.JClinSleepMed.3(4):387-392,2007.

Hirsch M,CarlanderB,Vergé M,TaftiM,Anaya JM,Billiard M,Sany J:
Objectiveandsubjectivesleepdisturbancesinpatientswithrheumatoidarthritis.
ArthritisRheum.37(1):41-9,1994.

Johns MW:A new method formeasuring daytime sleepiness:the Epworth



- 26 -

sleepinessscale.Sleep.14(6):540-545,1991.

JohnsMW:ReliabilityandfactoranalysisoftheEpworthSleepinessScale.Sleep.
15(4):376-381,1992.

KushidaCA,LittnerMR,MorgenthalerT,AlessiCA,BaileyD,Coleman JJr,
Friedman L,HirshkowitzM,Kapen S,KramerM,Lee-Chiong T,LoubeDL,
Owens J,Pancer JP,Wise M:Practice parameters for the indications for
polysomnographyandrelatedprocedures:anupdatefor2005.Sleep.28(4):499-521,
2005.

LavieP,Epstein R,Tzischinsky O,Gilad D,NahirM,LorberM,ScharfY:
Actigraphicmeasurementsofsleepinrheumatoidarthritis:comparisonofpatients
withlow backpainandhealthycontrols.JRheumatol.19(3):362-365,1992.

McMahon SB,Koltzenburgeds.Walland Melzack'sTextbookofPain.5th ed.
2006,p325,Elsevierltd.

McMahon SB,Koltzenburgeds.Walland Melzack'sTextbookofPain.5th ed.
2006,p1207,Elsevierltd.

MoldofskyH,ScarisbrickP,EnglandR,SmytheH:Musculosketalsymptomsand
non-REM sleep disturbancein patientswith "fibrositissyndrome"and healthy
subjects.Psychosom Med.37(4):341-351,1975.



- 27 -

Moldofsky H,Scarisbrick P:Induction ofneurasthenic musculoskeletalpain
syndromebyselectivesleepstagedeprivation.Psychosom Med.38(1):35-44,1976.

OkesonJP:Bell'sOrofacialPains:Theclinicalmanagementoforofacialpain.
6thed.2005,pp101-104,QuintessencePublishingCo,Inc.,Illinois.

OkesonJP:Bell'sOrofacialPains:Theclinicalmanagementoforofacialpain.
6thed.2005,pp289,QuintessencePublishingCo,Inc.,Illinois.

OlderSA,BattafaranoDF,DanningCL,WardJA,GradyEP,DermanS,Russell
IJ:The effects of delta wave sleep interruption on pain thresholds and
fibromyalgia-like symptoms in healthy subjects;correlations with insulin-like
growthfactorI.JRheumatol.25(6):1180-1186,1998.

OnenSH,AllouiA,GrossA,EschallierA,DubrayC:Theeffectsoftotalsleep
deprivation,selectivesleep interruption and sleep recovery on pain tolerance
thresholdsinhealthysubjects.JSleepRes.10(1):35-42,2001.

PaivaT,FarinhaA,MartinsA,BatistaA,GuilleminaultC:Chronicheadaches
andsleepdisorders.ArchInternMed.157(15):1701-1705,1997.

PatilSP,SchneiderH,SchwartzAR,SmithPL:Adultobstructivesleep apnea:
pathophysiologyanddiagnosis.Chest.132(1):325-337,2007.

Rosenberg J,Wildschiodtz G,Pedersen MH,von Jessen F,KehletH:Late



- 28 -

postoperativenocturnalepisodichypoxaemiaand associated sleep pattern.BrJ
Anaesth.72(2):145-150,1994.

SchiffmanEL,FrictonJR,HaleyDP,ShapiroBL:Theprevalenceandtreatment
needsofsubjectswith temporomandibulardisorders.JAm DentAssoc120(3):
295-303,1990.

Smith MT,HaythornthwaiteJA:How do sleep disturbanceand chronicpain
inter-relate?Insightsfrom thelongitudinalandcognitive-behavioralclinicaltrials
literature.SleepMedRev.8(2):119-132,2004.

Thurnheer R,Bloch KE,Laube I,Gugger M,Heitz M;Swiss Respiratory
PolygraphyRegistry:Respiratorypolygraphyinsleepapnoeadiagnosis.Reportof
theSwissrespiratorypolygraphyregistryandsystematicreview oftheliterature.
SwissMedWkly.137(5-6):97-102,2007.

YataniH,StudtsJ,CordovaM,Carlson CR,Okeson JP:Comparisonofsleep
quality and clinical and psychologic characteristics in patients with
temporomandibulardisorders.
JOrofacPain.16(3):221-228,2002.



- 29 -

AAAbbbssstttrrraaacccttt

Interaction Interaction Interaction Interaction between between between between pain pain pain pain aspect aspect aspect aspect and and and and sleep sleep sleep sleep quality quality quality quality inininin

patients patients patients patients with with with with temporomandibular temporomandibular temporomandibular temporomandibular disorderdisorderdisorderdisorder

IlHoTae,D.D.S.

DepartmentofOralmedicine/Dentalscience
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Jong-HoonChoi,D.D.S.,M.S.D.,Ph.D.)

Interaction between pain and sleep has long been proved through many
researches,and variousstudiesarebeingconducted toidentifyitsmechanism.
However,thesestudieshavetargetedonpatientswithsystemicdisease,suchas
rheumaticdiseaseandfibromyalgia. Therearefew researchesonpatientswith
orofacialpainincludingtemporomandibulardisorder(TMD).
Inthisstudy,westudiedinteractionbetweenpainaspectandsleepqualityin

229 patients with TMD,who visited the TMJ and Orofacialpain clinic.
PittsburghSleepQualityIndex(PSQI),Epworthsleepinessscale(ESS)questionnaire
weresurveyedandsleep-screeningdevicewasoperated.
PSQIshowedthatsleepqualityinTMD patientswithpainwaspoorerthan

thatin TMD patientswithoutpain.Theratio ofpoorsleeperwashigherin
TMD patientswith pain.Especially,TMD patientswith chronicpain showed
obviouslypoorersleepqualitythanTMD patientswithacute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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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ofESS showed thatpatientswith painfulTMD showed more
daytimesleepinessthanpainlessTMD patients.TheratioofTMD patientswith
chronicpainwhohad daytimesleepinesswashigherthanTMD patientswith
acutepain,andtheamountofdaytimesleepinesswashigherinthegroupof
chronicpain.InTMD patientswithchronicpain,onlythepoorsleeper(PSQI>5)
presentedmeanESS>10(diagnosticcriteriaofdaytimesleepiness).
Therewasnocorrelationbetweenpainintensityandsleepqualityordaytime

sleepiness.
TheresultofApnealinkTM forscreening ofsleep related breathing disorder

showedthatonly1patientpresentedAHI>5among19participants.
TMD patientswith chronicpain presented poorsleep quality and excessive

daytimesleepinesssimilarto otherchronicpain patients.Evaluation ofsleep
statebyquestionnairemightbeusefulfordiagnosisandmanagementofTMD,
becausesleep disturbancedecreasespainthreshold and paindisturbssleep.In
addition,sleep-screening device would be usefulforscreening sleep related
breathingdisorderindentalclinic.

Key words :sleep quality,daytime sleepiness,temporomandibular disorder,
sleep-screening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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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등록번호 : 

Epworth Sleepiness Scale (주간 졸음 진단표)

아래 척도를 이용하여 각 상황에서 자신에 가장 적합한 사항을 선택하세요.

0 - 전혀 졸리지 않음

1 - 약간 졸림

2 - 상당히 졸림

3 - 매우 많이 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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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 : 

체중 : 

VAS (기입하지 마세요) :  

상 황 졸리움 정도(0~3)

 앉아서 책을 읽을 때 0 1 2 3

 TV를 볼 때 0 1 2 3

 공공장소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때(예, 극장에서나 회의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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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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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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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수면의 수면의 수면의 수면의 질 질 질 질 지수지수지수지수)

다음의 질문들은 지난 한달 동안의 당신의 수면 습관들에 관련된 문항들입니다. 

 1. 지난 한달 동안 몇 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까?       시      분

 2. 지난 한달 동안 밤마다 잠드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시간     분

 3. 지난 한달 동안 아침에 몇시에 일어났습니까?       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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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습니까? (해당 칸에 체크표시 해주세요)

한번도 

없었다

한주에 

한번보다 

적게

한주에 

한두 번 

정도

한주에 

세 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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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도라고 평가하십니까?

매우 좋은 상당히 좋은 상당히 나쁜 매우 나쁜

7. 지난 한달 동안 잠들기 위해 얼마나 자주 약을 복용하

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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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지난 한달 동안 하는 일에 열중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

려움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음 아주 약간 약간 매우 큼


	차 례
	국문 요약
	Ⅰ.서 론
	Ⅱ.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연구 대상
	2.연구 방법

	Ⅲ.연구 결과
	1.환자의 분포
	2.증상의 지속기간과 통증의 유무에 따른 분포
	3.수면의 질이 저하된 환자의 분포
	4.수면의 질 지수의 분포와 비교
	5.주간졸리움증의 분포와 비교
	6.주간졸리움증과 수면의 질과의 관계
	7.통증의 강도에 따른 수면의 질과 주간졸리움증과의 관계
	8.ApnealinkTM

	Ⅳ.총괄 및 고찰
	Ⅴ.결 론
	참고 문헌
	영문 요약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