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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혜로 채워주신 최모나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논문의 주제를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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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을 공부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힘이 되고 있는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02학번 동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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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랑하는 친구 수연이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학업을 하는 동안 가족들의 지지와 격려, 배려가 없었다면 이 길을 끝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늘 함께 있습니다. 저는 항상 하고 싶

은 것을 모두 하는 막내였습니다. 그런 제가 어떠한 선택을 하던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무한한 사랑으로 지지해주는 사랑하는 부모님 김기치, 임경재, 두 분과 언

니 김소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쁜 며느리를 늘 이해해 주시고, 하

는 모든 일들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는 아버님, 어머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묵묵히 저를 응원해주고, 모든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

록 큰 힘이 되어준 사랑하는 남편 정진열과 육아휴직 기간 동안 논문을 쓰는 엄마가

미안하지 않도록 건강하고 멋지게 자라준 아들 정시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진심으로 많이 사랑합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완성된 이 논문이 환자들에게 좋은 중재를 전달하고자 고

민하는 임상현장에서 조금이나마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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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폐쇄성 수면무호흡 환자를 위한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 Bandura의 자기효능이론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폐쇄성 수면무호흡 환자를 위한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은 국외 문헌에서 폐쇄성 수면무호흡 환자에게 효과

가 입증된 구 인두 운동 방법과 Bandura(1977)의 자기효능이론을 적용한 중재 프로그

램에 대한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개발하였고 전문가 검토 및 대상자 피드백을 거쳐 확

정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무작위 대조군 전·후 실험설계

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실험군 16명, 대조군 15명으로 실험군에게

는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을 12주 동안 제공하였고, 대조군에게는 구 인두 운동

교육을 1회 제공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중재 전·후에 자기효능감, 무호흡-저호

흡 지수, 주간졸림증, 수면의 질, 코골이 강도 및 빈도, 기상 시 입마름을 측정하였고,

중재 후에 운동일지에 기록한 수행률로 중재 순응도를 확인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의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은 국외 문헌을 통해 폐쇄성 수면무호흡

환자에게 효과가 입증된 구 인두 운동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교육하고

자 Bandura의 자기효능이론의 주요개념 중 네 가지 자기효능감 증진자원을 중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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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으로 사용하여 개발하였다(12주, 회당 30분의 대면교육 2회, 문자메시지 8회, 매주

회당 10분의 전화코칭 적용).

2)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가설 1.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중재 후 대조군 보다 자기효

능감이 더 향상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재 전·후 자

기효능감 점수의 평균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z=-2.52 p=.012).

가설 2.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중재 후 대조군보다 중재 순

응도가 높을 것이다.’는 지지되지 않았다(z=-.90 p=.370).

가설 3.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중재 후 대조군보다 수면증

진에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재 전·후 변수 값 차이에 대한 평균을 비교 분석한 결과 기상 시 입마름

(z=-2.00 p=.045)은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이외 무호흡-저호흡

지수, 주간졸림증, 수면의 질, 코골이 강도 및 빈도는 두 군 간의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단, 실험군에서 수면 시 무호흡-저호흡 지수(z=-2.06 p=.039),

주간졸림증(z=-2.20 p=.028), 코골이 강도(z=-2.64, p=.008), 기상 시 입마름

(z=-2.81 p=.005)은 중재 전에 비해 중재 후 모두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은 폐쇄성 수면무호흡 환자의 자

기효능감을 증진시켰으며 수면증진과 관련된 변수의 일부를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적은 표본 수의 제한이 따르기에 일반화된 검증을 위해 환자 범위를 확대하

고, 표본 수를 증가시킨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효과의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후

반복측정을 수행하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핵심되는 말 : 폐쇄성 수면무호흡, 구 인두 운동, 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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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수면장애란 건강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상태로 ‘불면증’, ‘기면증’, ‘하지불안증후

군’, ‘코골이/수면무호흡증’ 등을 포함한다(보건복지부, 2015). 국내 수면장애 환자 수

및 의료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여 2014년 수면장애 진료 환자 수는 약 41

만명으로 2012년 대비 연평균 7.6%의 증가율을 보였고, 건강보험진료비는 463억원으

로 2012년 대비 13.5%의 증가율을 보였다(보건복지부, 2015). 이러한 수면장애 환자들

의 수면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단지 의학적 치료 영역뿐만 아니라 간호학 중재 영

역에서도 그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폐쇄성 수면무호흡(obstructive sleep apnea, OSA)은 수면 중 상기도가 좁아져 호

흡 시 저항이 증가하여 일시적인 호흡정지, 저호흡이 시간당 5회 이상 발생하는 주요

수면장애 질환으로(Schafer, Koehler, Hasper, Ewig, & Luderitz, 1995), 우리나라의

유병률은 남성 4.5%, 여성 3.2%로 보고되고 있으며 노령 인구의 증가와 식생활의 서

구화로 발병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Kim et al., 2004). OSA 환자의 수면장애는 기상

시 두통, 피로, 입마름 등의 신체적인 불편감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울과 같은

정신적 문제를 일으키며, 주간 졸음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켜 환자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Baran & Richert, 2003; Birleanu, Rusu, &

Mihaescu, 2010; Oksenberg, Froom, & Melamed, 2006), 심뇌혈관 질환, 대사성 질환

등 다양한 전신질환 발생 위험성이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된다(Sanchez-de-la-

Torre, Campos-Rodriguez, & Barbe, 2013).

OSA는 수면 중 상기도의 폐쇄 여부가 증상의 발현과 연관되어 있어 치료를 위

해 상기도 협착을 완화시키는 방법들을 적용하게 되는데, 그 방법에는 체중감량, 수면

자세 변화와 같은 행동 조절 요법, 지속적 양압 호흡 치료(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CPAP), 구강보조기 적용과 같은 비외과적 치료, 해부학적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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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하는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외과적 수술치료 등이 존재한다. 다양한 치료법이 존

재하는 것은 각 치료법이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환자의 임상적 특징 및 중증

도에 따라 한 가지 치료법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

다.

2005년 Didgeridoo라는 호주의 전통 목관 악기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면무호흡 정

도가 개선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고(Puhan et al., 2006), 이후 이 원리를 적용하여

OSA 환자의 중재 방안으로 상부기도 근육을 강화시키는 구 인두 운동(oropharyngeal

exercise)의 효과에 대하여 여러 연구가 진행 되어왔다. 선행 연구에서 OSA 및 코골

이 환자에게 안면, 혀, 연구개를 이용해 상부기도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운동을 시행

했을 시 코골이 증상이 감소하고 주간졸림증이 개선된다고 보고되었고(Guimaraes,

Drager, Genta, Marcondes, & Lorenzi-Filho, 2009; Ieto et al., 2015), 최근

meta-analysis 보고에서도 구 인두 운동이 성인의 50%, 소아의 62%에서 수면 시 무

호흡-저호흡 지수(Apnea-hypopnea index, AHI)를 감소시킨다고 보고되었다

(Camacho et al., 2015).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OSA 환자 중 기존의 치료방법을

적용하기에 제한이 있는 CPAP 순응도가 떨어지는 환자, 정상체중의 경증 환자, 수술

의 비적응증 환자 등에게 구 인두 운동을 우선적인 중재로 적용 가능하다.

구 인두 운동법은 특별한 공간, 장비의 제약 없이 교육을 통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치료방법으로, OSA 환자에게서 효과가 입증되었지만 국내 임상에서는 구 인두

운동법의 적용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이에 국내 OSA 환자를 대상으로 그 효과를 입

증한 연구도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구 인두 운동법이 효과적인 중재라 할지라도 입

원이 불필요한 OSA 환자의 경우 집에서 스스로 매일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

인두 운동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운동에 참여하도록 환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효과적인 중재라 할지라도 환자가 중재를 참여하기 위해 행동을

변화하지 않거나, 행동을 변화한다 하더라도 변화된 행동을 지속적으로 유지 하지 않

는다면 그 중재의 효과를 볼 수 없다. Bandura는 인간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행

동을 변화하고 변화된 행동을 유지하는데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영향요인이고, 이러한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해서는 성취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의 4가지



- 3 -

자기효능감 증진자원이 활용된다고 하였다(Bandura, 1977). 궁극적으로 이러한 4가지

자기효능감 증진자원을 활용하여 자기효능감이 증진되면 인간은 목표한 긍정적 결과

를 얻기 위해 행동을 변화시키고 변화시킨 행동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구 인두 운동의 효과를 본 선행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중재

순응도가 중요한 관련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고, 환자들이 운동을 매일 지속적으로 수

행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Guimaraes et al.,

2009; Ieto et al., 2015). 이에 대상자의 중재 순응도는 운동 효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인 요소이며 이를 높이기 위한 간호학적 중재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외 논문에서 OSA 환자에게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는

구 인두 운동을 국내 OSA 환자들이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하고자 Bandura(1977)의

자기효능이론을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여 폐쇄성 수면

무호흡 환자에게 적절한 중재방법을 찾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폐쇄성 수면무호흡 환자를 위한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폐쇄성 수면무호흡 환자를 위한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째,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이 폐쇄성 수면무호흡 환자의 자기효능감 및 중

재 순응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셋째,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이 폐쇄성 수면무호흡 환자의 수면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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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구의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중재 후 대조군보다 자기

효능감이 더 향상될 것이다.

가설 2. 실험군은 중재 후 대조군보다 중재 순응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3. 실험군은 중재 후 대조군보다 수면증진에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부가설 3-1. 실험군은 중재 후 대조군보다 수면 시 AHI가 더 개선될 것이다.

부가설 3-2. 실험군은 중재 후 대조군보다 주간졸림증이 더 개선될 것이다.

부가설 3-3. 실험군은 중재 후 대조군보다 수면의 질이 더 개선될 것이다.

부가설 3-4. 실험군은 중재 후 대조군보다 코골이 강도가 더 줄어들 것이다.

부가설 3-5. 실험군은 중재 후 대조군보다 코골이 빈도가 더 줄어들 것이다.

부가설 3-6. 실험군은 중재 후 대조군보다 기상 시 입마름이 더 개선될 것이다.

D. 용어의 정의

1.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이론적 정의: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어떤 행위를 잘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한다

(Bandura, 1977).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Sherer 등(1982)이 개발하고 정애순(2007)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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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재 순응도(Intervention adherence)

이론적 정의: 중재 순응도란 환자의 행동이 의료진의 권고와 일치하는 정도를 뜻한다

(Haynes, 1979).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중재 순응도는 환자들이 작성한 운동일지를 기반으로 한

운동 수행률을 의미한다.

3. 무호흡-저호흡 지수(Apnea-hypopnea index, AHI)

이론적 정의: 폐쇄성 수면무호흡의 진단 및 중증도 평가를 위한 무호흡-저호흡 지수

는 한 시간의 수면 동안 발생하는 무호흡과 저호흡 횟수의 합으로, 5 이상 15 미만은

경증, 15 이상 30 미만은 중등도, 30 이상은 중증으로 분류한다(Sangal, Thomas, &

Mitler, 199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무호흡-저호흡 지수는 수면다원검사 또는 이동식 수면검사

기계인 Embletta MPR(Embla Systems Ltd, Kanata, ON, Canada)을 사용한 수면검

사를 통해 측정한 지수를 의미한다.

4. 주간졸림증(Daytime sleepiness)

이론적 정의: 주간졸림증은 낮 동안에 잠이 들 경향이 높아진 상태를 의미한다

(William & Dement, 1979).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주간졸림증은 Johns(1991)이 개발하고 Cho 등(2011)이 번안

한 일상생활에서 주간 수면과다를 평가하는 Epworth Sleepiness Scale(ESS)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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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면의 질(Sleep Quality)

이론적 정의: 수면의 질이 좋다는 것은 빨리 잠들고, 잠을 깨는 횟수가 적고, 수면 시

간이 길고, 수면 중 움직임이 적고 깨고 나서 휴식감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Knab &

Engel -Sittenfeld, 1983).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수면의 질은 Buysse, Reynolds, Monk, Berman과

Kupfer(1989)가 개발한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PSQI)를 Cho, Lee, Lee, Han

과 Lee(2003)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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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폐쇄성 수면무호흡 환자를 위한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OSA 환자의 수면문제, 구 인두 운동법, 자기효능감 및 중재순응도의 상관성과 관련한

선행 문헌을 고찰하였다.

A. 폐쇄성 수면무호흡 환자의 수면문제

수면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적 기능으로 낮 동안 소모된 신체의 여러 기능을 회

복시켜주고 생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이 있어 적정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정상적인 에너지 보존에 필수적인 요소이다(Foreman & Wykle, 1995). 이에 건

강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상태인 수면장애는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야기할 뿐만 아

니라 낮 동안의 활동 저하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수면의 질이 좋다는 것은 빨리 잠들고, 잠을 깨는 횟수가 적고, 수면 시간이 길

고, 수면 중 움직임이 적고 깨고 나서 휴식감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Knab &

Engel-Sittenfeld, 1983). 수면장애의 분류 중 호흡관련 수면장애에 속하는 OSA는 반

복되는 무호흡과 저호흡으로 수면 중 수시로 각성 현상이 일어나 수면의 깊이 및 효

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Redline & Strohl, 1998). 이러

한 OSA 환자의 낮은 수면의 질은 기상의 어려움, 주간기능 장애, 집중력 감소 및 기

억력 감퇴, 피로, 기분 장애 등을 일으켜 환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Lieberman, 2009)

OSA의 대표적인 증상인 주간졸림증은 밤 동안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해 낮

동안 잠이 들 경향이 높아진 상태로 주간기능 장애를 발생시키는데 구체적으로

교통사고나 업무 중 사고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Birleanu et al., 2010)

우울과 같은 정서장애를 유발하고(Adams et al., 2016), 집중력 및 인지기능 저하로

직장 근무 및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Zhou, Camacho, Tang, & Kush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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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OSA는 수면 중 발생하는 무호흡-저호흡 증상으로 인하여 수면을 분절시켜 잦은

각성을 발생시키고 깊은 수면을 방해하여 수면 효율을 떨어뜨리고 주관적인 수면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신질환 합병증을 야기한다(Redline & Strohl, 1998). 수

면 중 무호흡과 저호흡은 불필요한 각성을 일으켜 자율신경계를 자극하여 고혈압, 부

정맥, 심부전, 심근경색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 및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 질환 발생률

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Sanchez-de-la-Torre et al., 2013), 염증지표의 증가, 대사기

능 장애, 인슐린 저항성 증가 등의 부정적인 신체 문제를 야기하고 수면 중 돌연사

위험을 증가시킨다(Mehra, 2014).

OSA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하는 주된 이유로 꼽히는 코골이는 환자 개인의 수면

의 질뿐만 아니라 OSA 환자와 함께 생활하는 동침자 및 가족의 수면의 질에도 영향

을 미쳐 부부생활 및 단체생활에 문제를 야기해 결혼 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협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Luyster, 2017). 코골이와 함께 많은 OSA

환자들이 기상 시 입마름을 호소하는데, 이는 수면 중 잦은 구강 호흡으로 인해 발생

하는 증상으로, 이로 인해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등 치주염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Suzuki et al., 2016). 이 밖에도 OSA 환자들이 질병과 관련된 증상으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나 OSA 환자에게 성기능장애 발병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Liu et al., 2015)

OSA로 인한 수면 문제는 부정적인 신체증상 이외에도 우울 등의 정서 장애와도

연관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Cai, Xu, Wei, Sun, & Chen, 2017; Ohayon, 2003). 지

역사회 OSA 환자의 17%, 수면 클리닉 OSA 환자의 21~41%가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Harris, Glozier, Ratnavadivel, & Grunstein, 2009), 특히 중증의 OSA 환

자에게는 우울증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되고 있다(Lang et al., 2017).

이렇듯 OSA의 병태생리적 기전으로 발생하는 증상 및 징후들은 OSA의 수면의

질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기에 적극

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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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폐쇄성 수면무호흡 환자의 구 인두 운동법

OSA의 원인은 수면 중 상기도가 좁아지는 것이므로 치료와 중재의 주 원리는

모두 수면 중의 상기도 협착 및 폐쇄를 방지하는 것이다. OSA 치료에는 CPAP, 구강

보조기, 수술치료 등의 주 치료법과 체중감량, 수면자세 변화와 같은 보조적인 치료법

이 있는데 중재 방법 별로 장·단점 및 적용 환자의 제한이 있다.

OSA의 주 치료법에는 CPAP, 구강보조기, 수술 등의 방법이 있으며 이 중 환자

의 중증도, 해부학적 구조 등을 고려해서 치료법을 선택하게 된다. 상기 치료법 중

CPAP은 중등도 이상의 환자군에게 권고되며 치료효과는 가장 뛰어나지만 치료보다

는 조절의 개념이고, 사용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어 환자별 치료 순응도에 차이를

보인다(BaHammam et al., 2015; Guilleminault & Abad, 2004; Lewis, Seale, Bartle,

Watkins, & Ebden, 2004). 구강보조기 역시 증상을 조절하는 치료법으로 성공률은

CPAP에 비해 낮다(Ramar et al., 2015). 수술 치료의 경우 기도가 폐쇄된 부위를 잘

찾아야 그 효과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 적용 가능한 환자군에 제한이 있으며(Smith,

Cohen, & Ishman, 2015), 수술 후 치료적 효과와 함께 일부 통증, 출혈, 연하장애 등

의 합병증과 부작용을 갖고 있는 한계가 있고(Finkelstein, Shapiro-Feinberg, Stein,

& Ophir, 1997), 수면무호흡 증상이 잔존하는 경우가 존재한다(Friedman, Vidyasagar,

Bliznikas, & Joseph, 2005).

OSA의 보조적인 치료법은 주로 경증의 환자에게 적용되거나, 혹은 주 치료법과

함께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비만은 OSA 발병의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상부기도 구조뿐만 아니라 기능을 변화시켜 수면 중 호흡양상을

변화시킨다(Peppard, Young, Palta, Dempsey, & Skatrud, 2000). 이에 OSA 환자에게

체중감량을 권고하고 있으나 모든 환자가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며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인들의 경우 미국에 비해 비만 정도가 낮음에도 해부학적 구조상의 차

이로 중증 수면무호흡 장애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체중감량은 보조적인 치료

법으로 채택하게 된다(Kim et al., 2004; Li, Kushida, Powell, Riley, & Guilleminault,

2000). OSA의 행동 조절 요법 중 수면자세변화는 주로 경증이고 비만하지 않은 젊은



- 10 -

환자에게서 효과적이며, OSA 환자의 가장 정확한 진단방법인 수면다원검사

(polysomnography) 시 옆으로 누워 수면을 취할 때 증상이 없어지는 환자에게 효과

적인 치료법으로 적용 환자군의 제한이 있다(Oksenberg, Khamaysi, Silverberg, &

Tarasiuk, 2000).

2005년 Didgeridoo라는 호주의 전통 목관 악기를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수면무호

흡 정도가 개선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Puhan et al., 2006). 이후 구 인두 운동

이 OSA 환자에게 효과적인 중재 방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었고,

최근 meta-analysis 보고에서 구 인두 운동이 성인의 50%, 소아의 62%에서 AHI를

감소시킨다고 보고되었다(Camacho et al., 2015).

구 인두 운동법은 안면, 혀, 연구개를 이용해 상부기도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등장

성, 등척성 운동법으로 구강근육을 강화시킴으로써 수면 시 기도를 잘 유지할 수 있

도록 유도하는 운동을 의미한다(Guimaraes et al., 2009). 운동의 원리는 혀, 안면근육,

연구개, 턱 등 구강, 인두, 안면과 관련된 근육을 움직이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아래턱

부터 혀까지를 운영하는 근육인 이설근(genioglossus)을 발달시키고 수면 시 호흡 통

로가 폐쇄되지 않도록 상부기도 근육 긴장도를 증가시켜 폐쇄성 무호흡 증상을 완화

시키는 것이다(Guimaraes et al., 2009; Valbuza et al., 2010).

구 인두 운동법은 특별한 공간이나 장비의 제약, 비용 발생 없이 교육을 통해 쉽

게 따라 할 수 있는 중재방법으로 OSA의 중증도나 임상적 특징에 큰 제한 없이 모

든 OSA 환자에게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구 인두 운동을 적용한 선행연구에서 연

구 방법을 확인하면 높은 운동 수행률이 중재의 효과를 얻는데 필수적인 요인으로 강

조되고 있다(Guimaraes et al., 2009). 이에 환자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데, OSA 환

자의 경우 수술치료를 제외하고 입원이 필요치 않으며 환자들은 집에서 자가관리를

하면서 지내게 되므로 환자가 스스로 운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만 구 인두 운동 중

재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환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여 중재의 순응도를 올리

는 전략이 구 인두 운동 중재의 성공적 적용에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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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자기효능감과 중재순응도

효과적인 중재라 할지라도 중재에 대한 환자의 순응도가 낮으면 그 효과를 보기

힘들다. OSA는 다양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 개인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험

도는 높으나 환자가 증상을 느끼는 정도는 예상보다 적으며, 질병의 중증도와 증상

인식 정도와의 상관관계가 낮아 AHI가 높을수록 오히려 증상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

타나기도 한다(이세영 et al., 2016). 이렇듯 증상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질병의 특

성은 환자들의 치료와 중재 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OSA 환자들은 가장 효과적인

치료인 CPAP의 경우에도 그 순응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CPAP 치료

를 받기로 결정한 환자 중 25~50%는 2~4주 이내 치료를 포기하고(Zozula & Rosen,

2001), 장기적으로 환자의 25%는 3년 내 치료를 중단한다고 보고되었다(Engleman &

Wild, 2003). 또한 CPAP의 순응도는 환자들의 중증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CPAP 치료는 AHI가 낮을수록 치료적 순응도가 더욱 떨어진다(Yetkin, Kunter, &

Gunen, 2008).

OSA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어떠한 중재를 적용하더라고 환자들의 중재

순응도를 높이는 간호학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며 중재 수행에 있어 간호사의 적극적

인 개입이 치료의 긍정적인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Chen et al., 2015). OSA의 치료에

대한 심리학적 이론의 기여를 조사한 Olsen, Smith와 Oei(2008)의 논문에서 Bandura

의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은 환자의 중재 순응도를 이해하기 위한 유

용한 모델로 소개되었다. 중재의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가 목표한 것을 이루

기 위해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행동변화가 요구되는데, Bandura(1977)는 개인이 어떤

행위를 잘해낼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인 자기효능감이 상승되면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

해 행동을 변화시키고 이는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게 한다고 하였다.

OSA 환자의 중재 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한 선행연구에서 자기효능

감은 중재 순응도를 높이는 유용한 개념으로 소개되고 있다(Dzierzewski, Wallace, &

Wohlgemuth, 2016). 시간이 지남에 따라 OSA 환자의 CPAP 사용 순응도 예측 인자

를 확인한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은 순응도와 관련성을 보여 자기효능감이 높은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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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순응도가 높게 나타났다(Sampaio, Graca Pereira, & Winck, 2014).

OSA 뿐만 아니라 자가관리가 필요한 여러 만성질환자들의 중재 순응도 향상 및

자기관리 행동 개선을 위해 자기효능감은 유용한 전략으로 사용된다. Burke 등(2015)

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증진자원을 사용한 행동

중재를 적용하여 환자들의 체중관련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 체중 감량 및 감량된 체

중을 장기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 Sit 등(2016)의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임파워먼트 중재를 적용하여 환자들의 자기효능감을 의미 있게 향상

시켰고 궁극적으로 자기관리행동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을 개선시켰다.

OSA 환자에게 구 인두 운동의 효과를 확인한 선행논문에서 중재 순응도가 운동

의 효과를 얻는데 중요한 관련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고, 이에 환자들이 운동을 지속

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하였다(Guimaraes et

al., 2009; Ieto et al., 2015). 운동 중재의 경우 중재에 참여하는 환자의 행동 변화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 중재의 순응도가 필수적인데, 이에 운동 프로

그램의 효과를 보고자 한 여러 선행 연구에서 Bandura의 자기효능이론을 적용하여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운동을 지속하도록 행동을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중재의 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국내문헌을 살펴보면, 임순옥(2005)의 연구에

서는 비만여성의 체중 조절을 위한 자기효능강화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였

고, 그 결과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에서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체중,

체지방률, 복부지방률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체력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보

였다. 조수진(2012)의 연구에서는 노인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자기효능 강

화 스트레칭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에서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증가했고 관절 뻣뻣

함, 통증의 개선을 보였다. 이춘지(2014)의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자기효능

자원을 이용한 필라테스 운동을 개발하여 적용하였고 그 결과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

험군이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체력, 근육량 향상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안재현과 김남초(2000)의 연구에서 신장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자기효능증진 운동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결과 운동시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체중, 체지방률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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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게 감소하였고, 심폐기능, 상대적 산소섭취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국외문헌

중 운동프로그램에 Bandura의 자기효능감 증진자원을 활용하여 그 효과를 확인한 연

구를 보면, Wang, Boehmke, Wu, Dickerson와 Fisher(2011)의 연구에서 조기유방암을

진단받은 여성을 대상으로 Bandura의 자기효능이론에 근거하여 개발된 걷기 프로그

램을 적용한 그룹이 삶의 질, 피로, 수면 장애, 운동 효능감의 개선을 보였고 운동 행

동 및 운동 능력이 증가하였다. Resnick, Luisi와 Vogel(2008)의 연구에서는 노인 환

자들에게 자기효능감 증진자원을 사용한 운동 중재를 적용하여 운동시간을 유의하게

증가시키고 우울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Millen과 Bray(2009)의 연구에서 심장질환

환자들에게 재활운동을 위해 자기효능증진자원을 사용한 저항운동을 적용한 결과 중

재를 받은 실험군은 자기효능감, 결과 기대, 저항운동량이 대조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을 고찰해 본 결과 자기효능감 증진자원을 강화하여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중재는 질병에 대한 자기관리 행동을 향상시키고 중재의 순응도를 증가시

킨다. 특히 운동 프로그램 중재에 있어 운동실천을 적극적으로 하게하여 신체기능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연구에서 보고자 한 변수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지고 왔다.

질병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와 중재를 위해서는 질병 관리에 대한 환자의 적극적

인 참여가 요구된다. Bandura에 의해 소개된 개념인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목표한 결

과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을 변화시키는 주요 결정인자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행위 변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변화된 행위를 장기간 지속시킨다. 이에 개인

의 건강 행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 자기효능감 증진은 중재 순응도를 향상시켜 효과적인 중재 전달

및 이를 통한 건강지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중재 구성 시 자기효능

감 향상을 위해 자기효능감 증진자원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

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andura의 자기효능이론을 중심으로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OSA 환자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 OSA 환자들에게 그 효과가 입증된 구 인두 운동을 적극 수행하도록 행동

을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OSA 건강관리지표인 수면증진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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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의 개념적 기틀

자기효능이론은 Bandura의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에서 유도된

것으로 Bandura는 사회인지이론에서 자기효능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개인의 인지를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인간

이 외부 자극을 종합적으로 인지하여 스스로 그들의 환경을 통제해 나가기 때문이다.

자기효능이론은 인간이 행동을 수행하고 결과를 도출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자기효능감이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이 어떤 행위를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한다. 이에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 결과를 도

출하기 위해 특정 행동을 선택하고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그 행동을 지속적

으로 유지 할 수 있게 된다(Bandura, 1977).

Bandura의 이론에서 자기효능감은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동력이 되는데,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네 가지 자기효능감 증진

자원에 의해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는 각각 성취경험(performance accomplishment),

대리경험(vicarious experience), 언어적 설득(verbal persuasion), 정서적 각성

(emotional arousal)을 말한다. 성취경험(performance accomplishment)은 개인이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시도한 행동의 결과가 성공으로 이어지면 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반복적인 성공을 얻어낸다면 자기효능기대가 일어나 적절한 행동

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기효능 판단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결

정인자이다. 대리경험(vicarious experience)은 유사한 타인의 성공과 실패 경험이 개

인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타인이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관찰함으로

써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언어적 설득(verbal persuasion)은 타

인으로부터 자신이 성공할 것이라는 언어적 설득을 받는 사람은 자기효능감이 높아져

성공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여 이로 인해 긍정적 행동변화를 유도하게 되는 것이

다. 정서적 각성(emotional arousal)은 불안이나 공포 상황에서 자기효능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주관적인 위협에 대한 정서적 긴장을 제거하기 위한 중재를 통해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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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향상과 자기효능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Bandura, 1977).

Bandura가 제시한 자기효능이론은 자기효능감 증진자원들이 자기효능감에 영향

을 미쳐 자기효능감을 상승시키고 이는 행동변화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결

과를 도출함을 설명하고 있다<그림 1>. 본 연구에서 구 인두 운동 중재에 대한 순응

도를 올리기 위해, Bandura의 자기효능이론을 적용하여 개발된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이론의 네 가지 자기효능감 증진자원을 프로그램에 결합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운동 수행에 대한 목표설정, 성공적인 운동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 자가 점검 및 운동일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성취경험을 느낄 수 있

도록 구성하였고, 구 인두 운동 중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OSA 환자들의 경험 및

우수 수행자의 사례를 공유하여 중재 참여에 대한 대리 경험을 할 수 있게 구성하였

다. 언어적 설득에는 OSA에 대한 교육 및 구 인두 운동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중

재 중 전화코칭 및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피드백을 주는 것으로 구성하였으며 정서적

각성은 폐쇄성 수면무호흡 증상 및 관련 질환, 합병증을 교육하여 질병에 대해 바르

게 알게 하고, 운동 진행에 대해 피드백 하면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신체적, 정서

적 부담을 확인하여 이를 극복해 가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자기효능감 증진자

원의 제공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강화시켜 운동중재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고자 하

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폐쇄성 수면 무호홉 환자의 수면증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

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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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기효능이론(Bandura, 1977)

그림 2. 연구의 개념적 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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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방법

본 연구는 폐쇄성 수면무호흡 환자를 위한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와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무작위 대조

군 전·후 실험 설계의 2단계로 진행되었다. 각 단계의 연구과정은<그림 3>과 같고,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위한 실험연구 설계 모형은 <표 1>과 같다.

그림 3. 연구 과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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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사전조사 처치(12 주) 사후조사

실험군 Ye1 X1 Ye2

대조군 Yc1 X2 Yc2

표 1. 실험연구 설계 모형

X1 :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

X2 : 구 인두 운동 교육 1회

Ye1, Yc1 : 일반적 특성, 자기효능감, 무호흡-저호흡 지수, 주간졸림증, 수면의 질,

코골이 강도, 코골이 빈도, 기상 시 입마름

Ye2, Yc2 : 자기효능감, 중재 순응도, 무호흡-저호흡 지수, 주간졸림증, 수면의 질,

코골이 강도, 코골이 빈도, 기상 시 입마름



- 19 -

A.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1. 국내·외 문헌 고찰

본 연구에서는 Bandura의 자기효능이론을 중심으로 OSA 환자를 위한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OSA 환자를 대상으로 구 인두 운동 중재의

효과를 확인한 선행연구 및 Bandura의 자기효능이론을 적용하여 중재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문헌검색을 위해 국외문헌은

MEDLINE, CINAHL Cochrane Library, 국내문헌은 한국학술정보, 한국의학논문데이

터베이스(KMbase), RISS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검색하였고, 논문 게재 년도는

2006년 이후로 제한하였다.

국외문헌에서 OSA 환자에게 효과가 입증된 구 인두 운동 방법을 확인하기 위하

여 검색어는 ‘oropharyngeal exercise’, ‘myofunctional therapy’, ‘obstructive sleep

apnea’를 AND와 OR로 조합하여 검색하였다. 검색된 논문 중 구 인두 운동의 방법이

기술되어 있고, 그 효과가 확인된 논문 3편(Guilleminault et al., 2013; Guimaraes et

al., 2009; Ieto et al., 2015)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Bandura의 자기효능이론을 적용

하여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자기효능이론에 근거한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중재의 종

류는 본 연구와 유사하게 운동중재로 제한하여 운동중재에 자기효능이론을 적용하여

운동 수행률을 높이고 최종적으로 중재의 효과를 확인한 국내·외 문헌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검색어는 ‘Bandura’, ‘자기효능(self-efficacy)’, ‘중재(intervention)’, ‘운동

(exercise)’, ‘프로그램(program)’을 AND와 OR로 조합하여 검색하였다. 검색된 논문

중 Bandura의 자기효능이론을 적용하여 개발된 중재의 효과를 확인한 국내논문 5편

(김유정, 2009; 옥지원, 2007; 이춘지, 2014; 조수진, 2012; 차은석, 신윤아, & 김희영,

2008), 국외논문 6편(Barkley & Fahrenwald, 2013; Chao, Scherer, Montgomery, Wu,

& Lucke, 2015; Millen & Bray, 2009; Pozehl, Duncan, Hertzog, & Norman, 2010;

Resnick et al., 2008; Wang et al., 2011)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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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재 프로그램 초안 개발

프로그램 초안 개발을 위하여 OSA 환자를 대상으로 구 인두 운동의 효과를 확

인한 문헌고찰을 통해 구 인두 운동의 방법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구 인두 운동을

환자들이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Bandura (1997)의 자

기효능이론에 적용하여 운동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된 중재의 긍정적인 효과

를 확인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중재 전략, 중재 내용 등을 결정하여 중재 프로그램의

초안 목록을 작성하였다.

3. 전문가 검토 및 자문

프로그램 내용의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해 이비인후과 전문의 1인, 간호대학 교수

4인의 검토와 자문을 얻은 뒤 프로그램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4. 프로그램 초안에 대한 환자 피드백 반영

프로그램의 내용과 중재의 실현 가능성 및 적용 시 발생 가능한 문제의 확인을

위하여 OSA를 진단 받고 외래를 방문한 환자 3명을 대상으로 12주의 프로그램에 대

해 설명하고 1주차의 대면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프로그램 적용에 대한 의견을 받아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였다.

5. 프로그램 최종안 완성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에 대한 전문가 검토 시 받은 조언과 OSA 환자들의 피드

백을 바탕으로 중재 내용 및 운영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

최종안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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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 효과 평가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대상자는 서울시에 소재한 일개 상급종합병원에 OSA 증상으로 내원하여

수면검사를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선정기준

(1)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

(2) 만 18세 이상 대상자

(3)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는 자

(4) 수면검사 시행 시 AHI 5 이상 15 미만인 자

(5) 수면검사 시행 시 AHI 15 이상이면서 CPAP 등 다른 치료를 거부하여

수면 전문의에게 구 인두 운동 중재를 추천받은 환자

2) 대상자 제외기준

(1) 영상검사로 확인 된 Severe obstructive nasal disease, Craniofacial malformation

등의 해부학적 구조 이상

(2) 갑상선기능저하증

(3) 근골격계 질환, severe comorbidities 등으로 수면 전문의가 구 인두 운동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환자

(4) 목관 악기를 다루거나 성악, 가수의 직업 군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SWOG Statistical Center 의 statistical tools을 사용하여

Two arm normal, 일방향 검정, 검정력 0.8을 기준으로 구 인두 운동 시작 전 시점과

12주 중재 이후 AHI 등 변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 기존 연구(Guimaraes et

al., 2009)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반으로 산출한 26명의 표본수에, 구 인두 운동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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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진행한 선행연구(Guimaraes et al., 2009)의 탈락률 약 20%를 감안하여 총 31명

을 목표로 하였다.

서울시에 소재한 일개 상급종합병원 외래에 연구에 대한 설명 후 2016년 12월 28

일부터 2017년 3월 16일까지 환자 모집을 진행하여 35명을 모집하였으나 이 중 선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1명과 연구 참여를 거부한 3명을 제외한 31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배정은 Microsoft Office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성한 난수표에 따라 실험군에 16명, 대조군에 15명으로 무작위 배정하였다. 실험군

에서 중도탈락자 2명, 대조군에서 사후 조사를 거부한 4명이 발생하여 총 6명이 탈락

하였다. 최종 분석 시에는 intention-to-treat 분석을 수행하였다. 대상자 모집과정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연구대상자 모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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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1) 자기효능감(Self-efficacy scale)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Sherer 등(1982)이 개발하고 정애순(2007)이 수정 보완

한 Self-Efficacy Scale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총 17개 항목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최저 17점에서 최고 85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애순(200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94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9였다.

2) 중재 순응도(Intervention adherence)

본 연구에서 중재 순응도는 환자가 직접 기입한 운동일지로 측정하였으며 중재

기간 총 84일 중 운동을 수행한 날의 비율로 산출하였다.

3) 무호흡-저호흡 지수(Apnea-hypopnea index, AHI)

본 연구에서 AHI는 수면다원검사 또는 이동식 수면검사 기계인 Embletta

MPR(Embla Systems Ltd, Kanata, ON, Canada)을 사용한 수면검사를 통해 측정하였

다. 무호흡(apnea)은 10초 이상 기류가 90% 이상 감소를 보이는 경우로 정의하였으

며, 저호흡(hyponea)은 호흡이 10초 이상, 기류가 30% 이상 감소를 보이면서 산소 포

화도가 3% 이상 감소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AHI는 평균 수면 동안 발생하는 무호

흡과 저호흡의 횟수를 합한 값이다(Berry et al., 2012).

4) 주간졸림증(Daytime sleepiness)

본 연구에서 주간졸림증은 Johns(1991)이 개발하고 Cho 등(2011)이 번안한 일상

생활에서 주간 수면과다를 평가하는 Epworth Sleepiness Scale(ESS) 도구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총 8개 항목으로 ‘전혀 졸지 않는다.’ 0점에서부터 ‘거의 매번

졸게 된다.’ 3점까지로 평가하여 최저 0점에서 최고 24점까지의 범위이다. 본 도구로

측정하였을 때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졸릴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하며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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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시 과도한 주간 졸림이 있음을 의미한다(Johns, 1991). 본 도구의 신뢰도는

Johns(199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8이었고, Cho 등(201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66이었다.

5) 수면의 질(Sleep quality)

본 연구에서 수면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Buysse 등(1989)이 개발한 PSQI를 Cho

등(2003)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주관적 수면의 질 1문항, 수

면 잠복기 2문항, 수면 시간 1문항, 수면 효율 2문항, 수면방해 정도 9문항, 수면제 복

용 1문항, 주간활동장애 2문항 등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개의 하위영역과

하위영역 점수의 총합인 global PSQI 점수로 나타낸다. Global PSQI는 최저 0점에서

최고 21점까지로 Buysse 등(1989)에 의하면 global PSQI 점수가 5점 이하이면 수면의

질이 양호한 군(good sleeper), 5점 보다 크면 수면의 질이 낮은 군(poor sleeper)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Cronbach's α =.83이었으며(Buysse et

al., 1989),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71이었다.

6) 코골이 강도/빈도, 기상 시 입마름(Snoring intensity/frequency, Dry mouth)

본 연구에서 코골이 강도/빈도 및 기상 시 입마름은 수치평가척도(Numeric

Rating Scale, NRS)를 사용하여 자가평가 하도록 하였다. 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0점까지의 범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코골이 강도/빈도, 기상 시 입마름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3. 연구 진행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12월 28일부터 2017년 6월 6일까지로, 연구

진행 전 서울 시 일개 상급종합병원 신경과와 이비인후과에 연구의 목적을 설명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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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조사

연구자는 연구 환자에게 실험 전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목둘레(Neck circumference, NC), 복부둘레(Abdominal circumference, AC),

흡연, 음주, 고혈압, 당뇨병)과 함께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효능감, 주간졸

림증, 수면의 질, 코골이 강도와 빈도, 기상 시 입마름을 측정하였다. 환자의 일반적

특성 중 BMI 산출을 위한 키, 몸무게는 연구를 진행 한 병원 내 동일한 기계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으며 복부둘레와 목둘레는 연구자가 직접 측정하였다. 이와 함께 의무

기록을 통해 진료 전 OSA 진단을 위해 검사실에서 시행한 수면다원검사 결과를 통

해 AHI 수치를 확인하였다.

2) 실험내용

실험군에게는 구 인두 운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Bandura의 자기효능

이론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을 12주 동안 제공하였고, 대조군

에게는 구 인두 운동 교육을 1회 제공하였다. 구 인두 운동의 내용은 스탠포드 수면

센터에서 블로그를 통해 소개한 자료를 근거로 교육하였다(Stanford Sleep Medicine,

2012).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본 연구를 위해 제작한 구 인두 운동 동작이 시각적으로

그려진 리플렛 자료와 구 인두 운동 방법을 설명한 동영상 자료를 제공하였고, 운동

일지를 제공하여 운동 수행 유무 및 코골이 강도, 기상 시 입마름 등 증상 변화를 기

록하도록 하였다.

실험군에게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은 Bandura의 자기효능이론의 주요개념 중 네

가지 자기효능감 증진자원을 중재 전략으로 사용하였으며, 12주 동안 회당 30분의 대

면교육 2회, 모바일 문자 메시지 8회, 매주 회당 10분의 전화코칭을 적용하여 프로그

램을 운영하였다.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다. 대조군에게는 구 인두 운동

교육을 1회 제공하였다. 대조군에게 제공한 구 인두 운동 교육은 실험군에게 제공한

동일한 구 인두 운동법에 대해 연구자가 시범을 보인 후 환자가 직접 동작을 수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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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이에 대해 연구자가 피드백 하는 것으로 총 30분간 진행하였다.

3) 사후조사

사후조사는 12주의 중재 종료 후 외래를 방문하여 변수를 측정하도록 계획하였

다. 사전조사에서 수행한 것과 동일하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효능감, 주

간졸림증, 수면의 질, 코골이 강도와 빈도, 기상 시 입마름을 측정하였으며, 환자가 자

가 기록한 운동일지를 통해 중재 순응도를 확인하였다. AHI 수치는 이동식 수면검사

기계인 embletta MPR 장비를 사용하여 집에서 진행한 수면검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하

에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하다. 최종 분석 시에는 intention-to-treat 분석을 수행하

였고, 연구 종료 시 결측 데이터는 탈락직전 관측된 최종 값으로 대체하는 last

observation carried forward(LOCF)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Myers, 2000). 탈락

직전 최종값이 존재하지 않는 운동 수행률은 expectation-maximization algorithm을

이용하여 결측값을 보완 후 분석하였다(Dempster, Laird, & Rubin, 1977). 실험군과

대조군의 표본수는 30미만으로 연속형 변수의 평균비교는 비모수 통계방법을 이용하

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자기효능감(SES), AHI, 주간졸림증(ESS), 수

면의 질(PSQI), 코골이 강도와 빈도, 기상 시 입마름의 동질성 검정을 위해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Mann-Whitney test를 통해 분석하였고, 명목변수는

χ2-test 를 통해 분석하였다.

2) 자기효능감(SES), AHI, 주간졸림증(ESS), 수면의 질(PSQI), 코골이 강도와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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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상 시 입마름의 그룹 내 중재 전·후 변수의 평균 비교는 Wilcoxon

Signed Ranks test로, 전·후 값 차이의 평균에 대한 그룹 간 비교는

Mann-Whitney test로 분석하였고, 중재 순응도의 그룹 간 비교는

Mann-Whitney test로 분석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S병원의 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

은 후(승인번호: 2016-09-056-005) 시행되었다. 연구 시작 전 연구대상 병원의 해당

진료과와 간호부로부터 연구진행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에 대한 협조를 구했

다. 환자 모집 시 본 연구 환자 조건에 해당되는 환자에게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

적과 연구 진행절차, 참여에 대한 이익 및 위험, 연구 환자 보호, 보상 등에 관해 구

체적으로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환자에게 환자가 연구 중단을 원할 시 언제

든지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상기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동의

하여 서면으로 된 동의서를 작성한 환자만 연구에 참여시켰다. 환자가 응답하는 설문

지에는 환자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는 표기하지 않았으며 동의서는 설문지와 분리하여

보관하였다. 또한 자료의 처리는 연구자의 연구실에서 코딩하고, 분석하여 코딩된 자

료는 보안파일로 저장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얻어진 정보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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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결과

A.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1. 국내·외 문헌고찰 분석 결과

OSA 환자에게 구 인두 운동의 효과를 확인한 3편의 논문 고찰 결과 구 인두 운

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두 혀, 입술, 턱, 연구개를 이

용해 근육을 강화시키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하였다. 이 중 Guilleminault 등

(2013)의 논문에서 소개한 구 인두 운동 방법은 스탠포드 수면 센터에서 블로그를 통

해 구체적인 운동 방법을 공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기 방법을 사용하여

구 인두 운동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소개한 구 인두 운동 동작은 총 10가지로 구성되

어 있으며 각 동작은 모두 10회씩 반복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하루 총 운동 시간은

45분이 되도록 운동을 지속 반복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10가지 동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Stanford Sleep Medicine, 2012).

- 혀를 윗니 뒤 입천장(경구개)에 위치시킨 후 5초 동안 혀를 민다.

- 혀가 코를 향하도록 위쪽으로 밀고 10초 정도 유지한다.

- 혀를 아래 턱 끝 방향을 향해 10초 정도 민다.

- 혀를 오른쪽 방향으로 10초 정도 민다.

- 혀를 왼쪽 방향으로 10초 정도 민다.

- 혀를 둥글게 말고 앞으로 내밀고 10초 동안 유지한다.

- 15초 동안 ‘탁탁탁’ 소리가 나게 혀를 튀긴다.

- 숟가락을 혀 앞에 대고 혀로 숟가락을 밀면서 10초 유지한다.

- 이가 아닌 입술로 숟가락 손잡이 부분을 물고 10초 동안 유지한다.

- 길이가 10cm 이상인 줄로 단추를 묶고, 단추를 입술 사이에 물어 빠지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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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줄을 당긴 채 10초 유지한다.

구 인두 운동의 적용기간은 성인 OSA 환자의 경우 12주 동안 적용하여 그 효과

를 보았다(Guimaraes et al., 2009; Ieto et al., 2015).

자기효능이론에 기반을 둔 선행연구의 중재 전략을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 증진

자원 중 성취경험을 위하여 자기점검 및 운동일지 작성,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 여

부 확인을 위한 신체계측, 보상의 방법이 활용되었고, 대리경험을 위하여 성공 사례

공유 및 멘토링, 역할모델, 스토리텔링, 사례 관찰, 비디오 시청을 이용하였다. 언어적

설득을 위하여 격려와 칭찬, 교육과 상담, 이행에 대한 약속 받기, 문자나 전화, 혹은

면대면 방법을 통한 피드백 제공이 이루어졌다. 정서적 각성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시

작 전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위한 레크리에이션 등의 방법과 정서적 지지, 신체적/정

서적 부담 확인 및 중재 수행의 걱정 및 감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부록 1>.

2. 중재프로그램 초안 개발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 초안 개발을 위하여 OSA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적

인 구 인두 운동의 방법을 설명한 선행 연구 및 Bandura의 자기효능이론과 관련한

문헌고찰을 근거로 하여 프로그램의 초안을 개발하였다.

구 인두 운동의 방법은 스탠포드 수면 센터에서 블로그를 통해 소개한 구 인두

운동 동작 총 10가지를 각 10회씩 반복하는 운동을 하루 45분, 12주 동안 수행하도록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중재 프로그램 구성에 앞서 구 인두 운동 방법의 효과적인 전

달을 위해 구 인두 운동 동작이 그려진 리플렛 자료를 제작하였으며, 이비인후과 전

문의가 직접 운동 동작을 시범 보이고 수행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동영상 자료를 제작

하였다.

구 인두 운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 방법은 Bandura의 자기효능이론

과 관련한 문헌고찰을 근거하여 자기효능감 증진자원에 따르는 중재 전략과 중재 내

용을 구체화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중재 전략으로 네 가지 자기효능감 증진자원을 다

음과 같이 구체화 하였다. 성취경험을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하였고,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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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에 대해 보상하고, 본인 스스로 운동 수행 및 이와 관련된 변화를 점검하고 운동

일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대리경험을 위하여 시범교육, 동영상 관찰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언어적 설득을 위하

여 OSA 및 운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전화 및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피드백

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정서적 각성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고 있

다는 격려 및 지지와 운동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OSA 증상을 치료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신체적, 정서적 부담 확인 및 이를 극복하도록 지지하는 것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얻

도록 구성하였다<부록 2>.

구성된 중재 전략과 내용을 토대로 각 주마다 달성해야 할 하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재내용 및 운영방법의 초안을 작성하였다<표 2>.

본 프로그램의 하위목표는 1주차에 프로그램 소개 및 OSA와 구 인두 운동 바로

알기, 2주차에 효과적으로 구 인두 운동 수행하기, 3주차에 운동 수행에 대한 자기점

검, 4주차에 운동의 기대효과 표현하기, 5주차에 OSA의 합병증 바로 알기, 6주차에

운동 수행 진행사항 중간점검 및 성공사례 공유하기, 7주차에 수행 장벽 확인하기, 8

주차에 수행 장벽 극복하기, 9주차에 좋은 습관 강화하기, 10주차에 긍정적인 효과 표

현하기, 11주차에 향후 운동 지속 방안 설계하기, 12주차에 운동으로 인한 변화 확인

및 긍정적인 자기 평가하기이다.

본 프로그램의 중재 내용은 1주차에 본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및 사전조사를 실

시 후, OSA의 정의, 증상, 합병증, 진단방법, 치료방법에 대해 시각적 자료를 이용한

강의를 제공하도록 구성하였다. 이와 함께 구 인두 운동이 무엇이며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는지 소개하고 운동 방법 및 효과에 대해 관련 논문을 근거하여 설명하고자 하였

다. 12주간 진행해야 할 구 인두 운동의 방법에 대해 리플렛과 동영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환자들에게 운동일지를 제공하여 스스로 운동한 날을 체크하고

운동량을 기록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1주차에 환자들은 12주 프로그램에 참여하

면서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본인의 목표를 설정하고, 운동수행률은 85%이상 수행할

것을 다짐하도록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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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에는 일주일간의 운동 수행 패턴을 표현하도록 구성하였다. 이와 함께 효과

적으로 구 인두 운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도록 하였는데, 이

는 오전과 오후에 나눠서 운동하기, 장거리 이동 시 혹은 TV 시청 중 수행하기, 기상

시 혹은 취침 전 시간을 내어 수행하기 등 본인의 생활패턴에 맞게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방법을 상담하고 향후 운동 수행 방법 및 계획을 수립하도록 구성하였다.

3주차에는 그 동안의 운동 수행에 대한 자기점검 시간을 갖고, 최종 목표를 이루

기 위한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도록 하였다. 운동의 질적 평가를 위해 혀와 안면 근육

이 당기는 느낌이 드는지 확인하고, 한 동작 당 10~15초를 정확히 지켰는지, 수행하기

어려운 동작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하지 못한 동작은 없는지 연구자와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4주차에는 12주 운동 프로그램을 마쳤을 시 기대되는 효과를 표현하게 하였다.

수면 무호흡-저호흡 지수의 감소를 통해 중등도에서 경증으로, 경증에서 정상으로 개

선되기 등, 변화되기를 원하는 효과를 표현하고 코골이나 기상 시 입마름 등 구체적

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증상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또한 양압기 적용을 거부하여 다

른 중재 방안을 찾기를 원했던 환자들에게는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정상이 되어 양압

기와 이별하기 등 본인만의 구체적인 기대효과를 표현하게 하였다.

5주차에는 OSA의 병태생리 및 합병증에 관한 기사를 공유하며 OSA의 합병증의

발생 기전을 이해하고 구 인두 운동을 통해 OSA와 관련된 전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음을 인식해 운동에 대한 필요성 인식을 강화시키도록 구성하였다.

6주차에는 운동 진행사항에 대한 중간점검을 하며 현재까지 운동 수행률을 확인

하고, 코골이 강도나 빈도, 기상 시 입마름 등 운동 시작 전 환자가 표현한 OSA 관련

증상들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가한 환자 중 현재

까지 운동을 100% 수행한 우수 수행자에게 보상으로 소정의 상품(5,000원 상당의 상

품권)을 제공하고 우수 수행자의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스스로 운동 진행에 있어 미흡한 부분과 잘하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을 표현하여 향후

운동 진행을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수행 전략을 논의하도록 구성하였다.

7주차에는 운동을 수행함에 있어 어려운 점들을 표현하게 하였다. 회식이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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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타인의 시선 등 운동에 방해가 되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들을 논의하도록 하였다.

8주차에는 7주차에 논의한 수행 장벽들을 얼마나 극복했는지 확인하며 극복에 대

해서 칭찬과 격려를 제공하고 극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 극복해낼 수 있다는

지지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9주차에는 환자가 본인이 운동을 진행함에 있어 스스로 칭찬하고 싶은 부분을 표

현하게 하였다. 높은 운동 수행률, 정확한 동작 유지, 하루에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

기 등, 긍정적으로 운동을 수행한 부분이 있으면 칭찬과 격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

성하였다.

10주차에는 운동 후 변화된 긍정적인 효과를 표현하게 하였다. 본인이 느끼는 증

상의 변화 혹은 수면 파트너가 표현하는 증상의 변화가 있다면 이를 표현하게 하였

다. 긍정적인 변화가 없을 시 조급해 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12주 이후 최종적으로 주

관적, 객관적인 수면증진 여부를 확인 할 것임을 설명하도록 하였다.

11주차에는 마지막까지 운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목표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12주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논의

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향후 운동 수행 계획, 시간, 방법들에 대해 스스로 표현하도

록 하였다.

12주차에는 사후조사를 통해 운동으로 인한 주관적, 객관적인 변화를 확인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스스로 운동 진행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고 잘 수행한 부

분과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게 하였다.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환자들에게는 언어적 칭

찬을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운동 수행을 격려하도록 구성하였고, 긍정적인 변화가 없

는 환자에게는 운동 진행의 장벽 및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 후 향후 개선점을 실천하여 운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으로 구성하였

다. 12주의 프로그램을 마친 환자 중 수행률이 100%인 우수 수행자를 선정하여 언어

적 보상 및 소정의 상품(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고 모든 환자에게 수료증 및

수면 무호흡-저호흡 지수 결과지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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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하위목표 중재 내용

1 프로그램 소개 및

OSA와 구 인두 운동

바로 알기

- 프로그램 소개

- OSA의 정의, 증상, 합병증, 진단방법,

치료방법 강의

- 구 인두 운동 방법 및 효과 소개

- 구 인두 운동 설명 리플렛 자료 및

동영상 자료 제공

- 운동일지 제공

- 최종 목표 설정 및 운동 수행률 달성 다짐하기

2
효과적으로

구 인두 운동 수행하기

- 본인의 운동 수행 패턴 표현하기

- 본인의 생활패턴에 맞는 효과적인 운동 방안 논의

3
운동 수행에 대한

자기점검

- 운동 수행에 대한 자기점검

- 운동 수행을 위한 세부 규칙 수립

4 기대효과 표현하기 - 기대되는 효과 표현

5 합병증 바로 알기 - OSA 병태생리 및 합병증 관련 기사 공유

6
진행사항 점검 및

성공사례 공유

- 중간점검, 수행률 및 증상 변화 확인

- 우수 수행자 보상 및 우수 수행 사례 공유

- 향후 6주의 운동 수행을 위한 전략 논의

7 수행 장벽 확인하기 - 수행 장벽 표현하기

8 수행 장벽 극복하기
- 수행 장벽 극복에 대한 칭찬과 격려

- 정서적 지지

9 좋은 습관 강화하기
- 운동수행과 관련한 좋은 습관에 대해 스스로

칭찬하기

10 긍정적인 효과 표현하기 - 긍정적인 변화 표현하기

11
운동 지속 방안

설계하기

- 최종 목표 점검

- 향후 운동의 지속 수행을 위한 방법 논의

12
변화 확인 및

긍정적인 자기 평가

- 주관적, 객관적 변화 확인

- 우수 수행자 보상 및 우수 수행 사례 공유

- 수료증 증정

표 2.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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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대면교육과 전화코칭,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운영하였고, 구성은

12주 동안 회당 30분의 대면교육 3회, 문자메시지 8회, 매주 외당 10분의 전화코칭을

적용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3. 전문가 검토 및 자문

전문가의 프로그램 내용 검토 및 자문을 통해 구 인두 운동 방법 중 일부를 수정

하였다. 선행연구의 구 인두 운동 동작 중 길이가 10cm 이상인 줄에 단추를 묶고, 입

술 사이에 단추를 물어 빠지지 않게 하고 줄을 당기는 동작이 환자들이 수행함에 있

어 줄이 끊어지거나 이로 인해 단추를 삼키는 등의 위험이 있어 숟가락을 이용하는

동작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본 동작은 입술로 숟가락의 손잡이 부분을 물고 손으로

숟가락의 넓은 부분을 잡은 채 10초 동안 꾸준히 당기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와 함

께 교육 내용을 단순화하여 환자가 쉽게 암기하여 따라 할 수 있도록 모든 동작은

10~15초 정도 유지하도록 교육하였고, 이에 첫 번째 동작도 다른 동작들과 같이 10초

정도 동작을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부록 3>.

또한 환자가 작성하는 운동일지는 운동 수행률 뿐만 아니라 코골이, 기상 시 입

마름 등을 주 단위로 기록하여 증상의 변화를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부록 4>.

4. 프로그램 초안에 대한 환자 피드백 반영

외래를 방문한 OSA 환자 3명을 대상으로 12주간의 교육 프로그램 초안을 설명

하고 1주차에 제공되는 대면 교육을 실시하였다. 별도의 입원이나 외래 진료가 없는

상황에서 병원을 방문해 대면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면 교육

은 3회에서 2회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구 인두 운동을 수행하면서 운동 수행

과 관련된 문답을 공유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반영해 환자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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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교육 자료에 추가하였다.

5. 프로그램 최종안 완성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에 대한 전문가 검토 시 받은 조언과 OSA 환자들의 피드

백을 바탕으로 중재 내용 및 운영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

최종안을 완성하였다<표 3>.



- 36 -

프로그램명 폐쇄성 수면무호흡 환자를 위한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목적 본 프로그램은 국내 폐쇄성 수면무호흡 환자들에게 국외에서 효과가 입증된 구 인두 운동을 효과적으

로 교육하여 운동의 순응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환자의 수면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일정 본 프로그램은 12주 동안 회당 30분의 대면교육 2회(1주, 12주), 문자메시지 8회, 주당 10분의 전화코

칭을 매주 적용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자는 매일 구 인두 운동을 스스로 45분 수행하고, 수행여부에 대한 운동일지를 작성하며 주 단위 

증상변화에 대해 기록한다.

구 인두 운동 방법

(각 동작 모두 10회 반복,

 매일 45분 수행)

① 혀를 윗니 뒤 입천장(경구개)에 위치시킨 후 10초 동안 혀를 민다.

② 혀가 코를 향하도록 위쪽으로 밀고 10초 정도 유지한다. 

③ 혀를 아래 턱 끝 방향을 향해 10초 정도 민다.

④ 혀를 오른쪽 방향으로 10초 정도 민다.

⑤ 혀를 왼쪽 방향으로 10초 정도 민다.

⑥ 혀를 둥글게 말고 앞으로 내밀고 10초 동안 유지한다.

⑦ 15초 동안 ‘탁탁탁’ 소리가 나게 혀를 튀긴다. 

⑧ 숟가락을 혀 앞에 대고 혀로 숟가락을 밀면서 10초 유지한다.

⑨ 이가 아닌 입술로 숟가락 손잡이 부분을 물고 10초 동안 유지한다. 

표 3.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 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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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입술로 숟가락의 손잡이 부분을 물고, 손으로 숟가락의 넓은 부분을 잡은 채 10초 동안 꾸준히 

   당긴다.

주 하위목표 중재 내용 운영방법 소요

시간

자기효능감 

증진자원

PA VE VP EA

1 프로그램 소개 및 

OSA와 구 인두 운동 

바로 알기

- 프로그램 소개

- OSA의 정의, 증상, 합병증, 진단방법, 치료방법 강의

- 구 인두 운동 방법 및 효과 소개

- 구 인두 운동 설명 리플렛 자료 및 동영상 자료 제공

- 운동일지 제공

- 최종 목표 설정 및 운동 수행률 달성 다짐하기

대면 교육

전화코칭

모바일메신저

30분

10분

V V V V

2 효과적으로 

구 인두 운동 수행하기

- 본인의 운동 수행 패턴 표현하기 

- 본인의 생활패턴에 맞는 효과적인 운동 방안 논의

전화코칭 10분
V V

3 운동 수행에 대한

자기점검

- 운동 수행에 대한 자기점검

- 운동 수행을 위한 세부 규칙 수립

전화코칭

모바일메신저

10분
V V

4 기대효과 표현하기 - 기대되는 효과 표현

- 구 인두 운동 수행 관련 Q&A 공유

전화코칭 10분
V V

5 합병증 바로 알기 - OSA 병태생리 및 합병증 관련 기사 공유 전화코칭 10분 V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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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메신저

6 진행사항 점검 및

성공사례 공유

- 중간점검, 수행률 및 증상 변화 확인

- 우수 수행자 보상 및 우수 수행 사례 공유

- 향후 6주의 운동 수행을 위한 전략 논의

전화코칭

모바일메신저

10분

V V V

7 수행 장벽 확인하기 - 수행 장벽 표현하기 전화코칭 10분
V

8 수행 장벽 극복하기 - 수행 장벽 극복에 대한 칭찬과 격려

- 정서적 지지

전화코칭

모바일메신저

10분
V

9 좋은 습관 강화하기 - 운동수행과 관련한 좋은 습관에 대해 스스로 칭찬하기 전화코칭

모바일메신저

10분
V

10 긍정적인 효과 표현하기 - 긍정적인 변화 표현하기 전화코칭 10분
V

11 운동 지속 방안 설계하기 - 최종 목표 점검

- 향후 운동의 지속 수행을 위한 방법 논의

전화코칭

모바일메신저

10분
V V

12 변화 확인 및 

긍정적인 자기 평가

- 주관적, 객관적 변화 확인

- 우수 수행자 보상 및 우수 수행 사례 공유

- 수료증 증정

대면 교육

전화코칭

모바일메신저

30분

10분 V V

* PA = Performance accomplishment; VE = Vicarious experience; VP = Verbal persuasion; EA = Emotional arou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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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 효과 평가

1. 집단 간의 동질성 검정

1)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는 실험군 16명, 대조군 15명으로 사전조사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을 수행한 결과 두 군의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이 검증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4>와 같다.

성별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남성이 많아 각각 10명(62.5%)과 13명(86.7%)이었

고, 평균연령은 실험군 53.88±18.44세, 대조군 49.20±19.40세였으며, 평균 체질량지수는

실험군 24.44±2.88kg/m2, 대조군 26.78±4.88kg/m2이었다. 평균목둘레는 실험군

37.56±3.71cm, 대조군 39.07±3.58cm였으며 평균 복부둘레는 실험군 88.38±8.87cm, 대

조군 93.73±13.30cm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비흡연자가 많아 각각 13명(81.2%)과

14명(93.3%)이었고, 음주여부는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음주를 하지 않는 환자는 각각

11명(68.7%), 6명(40.0%)이었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고혈압을 진단받지 않은 환자

가 많아 각각 12명(75.0%)과 12명(80.0%)이었고, 당뇨병 역시 진단받지 않은 환자가

많아 각각 15명(93.7%)과 13명(86.7%)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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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n=16) Cont.(n=15)

χ
2
or z p

n(%) or M±SD n(%) or M±SD

Gender Males 10(62.5) 13(86.7)
2.36 .124

Females 6(37.5) 2(13.3)

Age, years 53.88±18.44 49.20±19.40 -0.52 .607

BMI, kg/m
2

24.44±2.88 26.78±4.88 -1.76 .078

NC, cm 37.56±3.71 39.07±3.58 -1.25 .211

AC, cm 88.38±8.87 93.73±13.30 -1.15 .251

Smoking Yes 3(18.8) 1(6.7)
1.01 .316

No 13(81.2) 14(93.3)

Alcohol Yes 5(31.3) 9(60.0)
2.58 .108

No 11(68.7) 6(40.0)

Hypertension Yes 4(25.0) 3(20.0)
0.11 .739

No 12(75.0) 12(80.0)

Diabetes Yes 1(6.3) 2(13.3)
0.44 .505

No 15(93.7) 13(86.7)

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

(N=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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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Score
Exp.(n=16) Cont.(n=15)

z p
n(%) or M±SD n(%) or M±SD

SES 17-85 61.38±9.50 62.27±9.76 -0.08 .937

AHI 19.51±11.41 16.57±7.28 -0.61 .540

ESS 0-24 9.88±3.84 10.47±2.83 -0.36 .721

PSQI 0-21 6.75±3.32 8.00±4.50 -0.54 .591

Snoring intensity 0-10 5.57±3.13 5.47±3.42 -0.30 .765

Snoring frequency 0-10 5.75±3.38 5.47±3.38 -0.46 .646

Dry mouth 0-10 6.44±3.14 4.47±2.88 -1.81 .070

2)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변수에 대한 실험 전 동질성 검정을 수행한 결과 자기효

능감, 무호흡-저호흡 지수, 주간졸림증, 수면의 질, 코골이 강도와 빈도 및 기상 시 입

마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두 군 간에 동질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대상자의 종속변수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

(N=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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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검증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재 전·후 종속 변수의 변화 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6>

과 같다.

1) 가설 1.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중재 후 대조군

보다 자기효능감이 더 향상될 것이다.

자기효능감 점수는 최저 17점에서 최고 85점 범위로, 실험군은 중재 전

61.38±9.50점에서 중재 후 65.56±10.89점으로 증가하여 중재 전·후의 증가 값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으나(z=-2.33, p=.020), 대조군에서는 중재 전 62.27±9.76점에서 중재 후

60.27±10.85점으로 감소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z=-0.49, p=.624). 중

재 전·후 자기효능감 점수 차이의 평균을 두 군간 비교 분석한 결과 두 군 간의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z=-2.52, p=.012). 따라서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

험군은 중재 후 대조군 보다 자기효능감이 더 향상될 것이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

2) 가설 2. 실험군은 중재 후 대조군보다 중재 순응도가 높을 것이다.

중재 순응도는 최저 0%에서 최고 100%의 범위로, 실험군은 82.06±23.70%, 대조

군은 72.52±30.09%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중재 순응도인 운동 수행 비율이 높았

으나 두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z=-0.90, p=.370). 따라서 실험군은 중

재 후 대조군보다 중재 순응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 2는 지지되지 않았다.

3) 가설 3. 실험군은 중재 후 대조군보다 수면증진에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부가설 3-1. 실험군은 중재 후 대조군보다 수면 시 무호흡-저호흡 지수

(apnea-hypopnea index, AHI)가 더 개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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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중재 전에 비해 중재 후 AHI가 감소하였으나 실험군의 감

소폭이 대조군의 감소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군은 중재 전 19.51±11.41에서

중재 후 14.11±9.13으로 감소하여 중재 전·후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z=-2.06,

p=.039). 반면 대조군에서는 중재 전 16.57±7.28에서 중재 후 14.30±10.03으로 감소하

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z=-1.60, p=.109). 중재 전·후 AHI 값 차이

의 평균을 두 군간 비교 분석한 결과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z=-0.46,

p=.647). 따라서 실험군은 중재 후 대조군보다 수면 시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더 개선

될 것이라는 부가설 3-1은 지지되지 않았다.

부가설 3-2. 실험군은 중재 후 대조군보다 주간졸림증이 더 개선될 것이다.

주간졸림증은 최저 0점에서 최고 24점 범위로,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중재 전에

비해 중재 후 감소하였으나 실험군의 감소폭이 대조군의 감소폭보다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실험군은 중재 전 9.88±3.84점에서 중재 후 7.56±3.42점으로 감소하여 중재 전·

후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z=-2.20, p=.028). 반면 대조군에서는 중재 전

10.47±2.83점에서 중재 후 9.93±3.22점으로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z=-0.54, p=.593). 중재 전·후 주간졸림증 값 차이의 평균을 두 군간 비교 분석

한 결과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z=-1.30, p=.193). 따라서 실험군은 중재 후

대조군보다 주간졸림증이 더 개선될 것이라는 부가설 3-2는 지지되지 않았다.

부가설 3-3. 실험군은 중재 후 대조군보다 수면의 질이 더 개선될 것이다.

수면의 질은 최저 0점에서 최고 21점 범위로,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중재 전에

비해 중재 후 감소하였다. 실험군은 중재 전 6.75±3.32점에서 중재 후 6.00±3.27점으로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z=-1.02, p=.307). 대조군에서도 중재 전

8.00±4.50점에서 중재 후 7.20±3.80점으로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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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1.61, p=.107). 중재 전·후 수면의 질 값 차이의 평균을 두 군간 비교 분석한 결과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z=-0.24, p=.809). 따라서 실험군은 중재 후 대조군

보다 수면의 질이 더 개선될 것이라는 부가설 3-3은 지지되지 않았다.

부가설 3-4. 실험군은 중재 후 대조군보다 코골이 강도가 더 줄어들 것이다.

코골이 강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0점 범위로,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중재 전에

비해 중재 후 감소하였으나 실험군의 감소폭이 대조군의 감소폭보다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실험군은 중재 전 5.57±3.13점에서 중재 후 4.44±2.68점으로 감소하여 중재 전·

후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z=-2.64, p=.008). 반면 대조군에서는 중재 전

5.47±3.42점에서 중재 후 4.80±3.26점으로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z=-1.73, p=.084). 중재 전·후 코골이 강도 측정값 차이의 평균을 두 군간 비교

분석한 결과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z=-0.91, p=.362). 따라서 실험군은 중

재 후 대조군보다 코골이 강도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부가설 3-4는 지지되지 않았다.

부가설 3-5. 실험군은 중재 후 대조군보다 코골이 빈도가 더 줄어들 것이다.

코골이 빈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0점 범위로, 실험군은 중재 전 5.75±3.38점에

서 중재 후 5.13±3.16점으로 감소하였고(z=-0.99, p=.321), 대조군은 중재 전 5.47±3.38

점에서 중재 후 5.07±3.06 점으로 감소하였으나(z=-1.24, p=.216), 두 군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중재 전·후 코골이 빈도 측정값 차이의 평균을 두 군간 비

교 분석한 결과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z=-0.33, p=.742). 따라서 실험군은

중재 후 대조군보다 코골이 빈도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부가설 3-5는 지지되지 않았

다.

부가설 3-6. 실험군은 중재 후 대조군보다 기상 시 입마름이 더 개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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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시 입마름은 최저 0점에서 최고 10점 범위로,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중재

전에 비해 중재 후 감소하였으나 실험군의 감소폭이 대조군의 감소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군은 중재 전 6.44±3.14점에서 중재 후 3.63±2.33점으로 감소하여 중재

전·후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z=-2.81, p=.005). 반면 대조군은 중재 전

4.47±2.88점에서 중재 후 3.93±2.63점으로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z=-1.26, p=.207). 중재 전·후 기상 시 입마름 측정값 차이의 평균을 두 군간 비

교 분석한 결과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z=-2.00, p=.045). 따라서 실험군은

중재 후 대조군보다 기상 시 입마름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부가설 3-6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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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Group
Pre Post

z p
Mean difference

z p
M±SD M±SD M±SD

SEE Exp.(n=16) 61.38±9.50 65.56±10.89 -2.33 .020 -4.19±6.78
-2.52 .012

Cont.(n=15) 62.27±9.76 60.27±10.85 -0.49 .624 2.00±7.32

Adherence Exp.(n=16) . 82.06±23.70 . .
-0.90 .370

Cont.(n=15) . 72.52±30.09 . .

AHI Exp.(n=16) 19.51±11.41 14.11±9.13 -2.06 .039 5.40±9.47
-0.46 .647

Cont.(n=15) 16.57±7.28 14.30±10.03 -1.60 .109 2.27±7.80

ESS Exp.(n=16) 9.88±3.84 7.56±3.42 -2.20 .028 2.31±3.55
-1.30 .193

Cont.(n=15) 10.47±2.83 9.93±3.22 -0.54 .593 .53±4.09

PSQI Exp.(n=16) 6.75±3.32 6.00±3.27 -1.02 .307 .75±2.74
-0.24 .809

Cont.(n=15) 8.00±4.50 7.20±3.80 -1.61 .107 .80±1.86

Snoring intensity Exp.(n=16) 5.57±3.13 4.44±2.68 -2.64 .008 1.31±1.78
-0.91 .362

Cont.(n=15) 5.47±3.42 4.80±3.26 -1.73 .084 .67±1.40

Snoring frequency Exp.(n=16) 5.75±3.38 5.13±3.16 -0.99 .321 .44±2.48
-0.33 .742

Cont.(n=15) 5.47±3.38 5.07±3.06 -1.24 .216 .40±1.18

Dry mouth Exp.(n=16) 6.44±3.14 3.63±2.33 -2.81 .005 2.81±2.99
-2.00 .045

Cont.(n=15) 4.47±2.88 3.93±2.63 -1.26 .207 .53±1.46

표 6.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N=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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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논의

본 연구는 폐쇄성 수면무호흡 환자를 대상으로 Bandura(1977)의 자기효능이론을

중심으로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OSA 환자에게 적용함으로써

구 인두 운동 중재에 대한 OSA 환자들의 순응도를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

로 환자들의 수면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OSA 환자를 대상으로 구 인두 운동 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OSA 환자에게 적용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였다. 이에

OSA 환자를 위한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적용한 효과에 대해 논

의하고자 한다.

A.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은 국외 문헌에서 그 효과가 입

증된 구 인두 운동을 환자들이 잘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중재에 대한 환자

들의 순응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중재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에 국내 OSA 환자들에게 교육하기 용이한 형태의 구 인두 운동 컨텐츠를 확인하여

수정, 보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Bandura의 자기효능 이론을 사용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구 인두 운동의 효과를 확인한 선행 연구에서 구 인두 운동의 효과를 보기 위해

서는 중재 순응도가 중요한 관련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고, 환자들이 운동을 지속적으

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Guimaraes et

al., 2009; Ieto et al.,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 인두 운동 컨텐츠에 대한 교육뿐

만 아니라 환자들이 스스로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행동을 변화시키는 전략을 수립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Olsen 등(2008)의 논문에서 OSA 환자의 중재 순응도를 이해

하기 위한 유용한 모델로 Bandura의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과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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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을 소개하였다. 이 중 사회인지이론은 개인이 어떤 행

위를 잘해낼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인 자기효능감이 상승되면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

행동을 변화시키고 이는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재 이행에 있어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OSA 환자의 중재 순

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한 선행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은 OSA 환자들의

중재 순응도를 높이는 유용한 개념으로 소개되고 있다(Dzierzewski et al., 2016;

Sawyer et al.,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OSA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중재를 전달하

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재로의 몰입을 유도하기 위해 자기효능감 증진을 목표

로 자기효능감 증진자원을 사용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중재 프

로그램에서 자기효능감 증진자원의 네 가지 요소와 관련된 내용은 성취경험과 관련된

내용이 8가지, 대리경험이 3가지, 언어적 설득이 7가지, 정서적 각성이 5가지였으며,

이 중 성취경험은 자기효능 판단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결정인자로(Bandura, 1977), 이

에 가장 많은 내용을 배분하였다. 하지만 중재 프로그램 진행 동안 환자들의 운동 성

취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에는 다소 제한이 있었는데, 최종 프로그램 종료 후 AHI 변

화를 확인하기 전까지 환자들은 본인의 운동 수행으로 인한 변화를 주관적인 증상 지

표의 개선으로만 확인해야 했고, 운동의 강도나 동작의 정확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에 제한이 있었다. 실로 중재기간 동안 구 인두 운동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진행

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질문이 많았는데, 구체적으로는 혀를 어느 정도 내밀어야 하는

지, 숟가락의 무게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등의 질문이 있었다. 구 인두 운동은 구

인두 근육의 긴장도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설에 근거하여 운동을 수행하고 그 효과

를 측정하고 있어, 구 인두 운동이 근육의 긴장도를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메카니즘은

입증되지 않았다. 이에 선행 연구에서도 객관적인 메카니즘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제언하고 있다(Camacho et al.,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도 중재 진행 동안 성취

경험 내용을 환자들의 주관적인 평가에 근거했다는 점에 제한이 있으며 향후 환자들

이 운동 수행 시 객관적인 지표로 그 효과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

구 인두 운동의 경우 지속적인 운동 진행이 필요한 중재이기에 선행 연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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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운영을 위해 주 1회 외래를 방문하도록 하였으나(Ieto et al., 2015; Verma et al.,

2016), 이는 현실적으로 임상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제한이 따른다. 실로 본 연구의 교

육 프로그램 개발 당시 환자들은 병원에 방문해 대면 교육을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했

고 이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최근 건강 행동 증진을 위한

중재의 방법으로 모바일 문자 서비스가 효과적이고 부담이 적은 중재방법이라는 증거

가 증가하고 있다(de Jongh, Gurol-Urganci, Vodopivec-Jamsek, Car, & Atun, 2012).

이러한 중재방법은 당뇨환자, 체중감량이나 금연이 필요한 환자와 같이 자가관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환자 군이나 항바이러스제 복용 환자와 같이 투약 순응도가 요

구되는 환자들에게서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Hall, Cole-Lewis, & Bernhardt,

2015). 본 연구의 대상인 OSA 환자들은 수술의 경우를 제외하고 입원이 불필요하고,

외래 진료 후 집에서 스스로 지속적인 자가관리가 필요한 질병 군으로 중재 적용 시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중재에 순응하는 것이 향후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필수적인 전

제요건이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자가관리가 요구되는 환자 및 순응도가

요구되는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중재 전달 방법으로 확인된 모바일 문자 서비스를 중

재 운영 방법으로 이용하여 환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교육내용을

전달하고, 진행과 관련한 의사소통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운영방법은 임상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의 환자는 총 31명으로 이중 수면 중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15이상인 환

자는 18명이었다. 이들은 CPAP 사용에 대한 거부감을 보여 다른 중재를 적용 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선행논문에서도 CPAP은 OSA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중등도

이상의 OSA 환자에게 주치료법으로 권고되고 있으나 적용의 거부감을 갖는 환자들

이 있고, 적용 후에도 중재의 순응도가 낮은 단점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Yetkin et

al., 2008). 이와 같이 CPAP이 OSA의 가장 효과적인 중재방법이라 할지라도 임상에

서 CPAP을 거부하고 새로운 중재를 적용 받기 원하는 환자군이 있어 이들을 중재할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중재 프로그램은 이러한 주 치료법의 비적응증

환자들에게 적극 활용이 가능한 중재 방법으로 임상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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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과 음주는 OSA와 관련성이 높은 영향요인으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Barvaux, Aubert, & Rodenstein, 2000; Duran, Esnaola, Rubio, & Iztueta, 2001). 12

주의 교육 프로그램 적용 후 중재의 순응도가 높았음에도 객관적인 수면증진 지표인

무호흡-저호흡 지수의 개선이 보이지 않은 환자들도 존재했는데, 이들의 경우 체중의

증가, 음주 등 OSA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습관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

재한다. 이에 향후 본 연구의 교육 프로그램에 기반하여 교육의 내용을 구 인두 운동

에서 나아가 OSA에 영향을 미치는 체중증가, 음주 등 생활습관 개선을 함께 다루는

복합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룰 진행하며 제작한 리플렛과 동영상 자료는 병원에 내원하는 OSA 환자

들에게 바로 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연구 이후에도 지속 활용이 가능하다. 현

재 국내 OSA 환자를 대상으로 구 인두 운동을 설명한 교육 자료가 부족하기에 본

자료는 연구를 진행한 병원뿐만 아니라 국내 OSA 환자들에게 구 인두 운동 방법을

교육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B.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 효과 평가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자기효능이론에 따라 수립

한 가설을 중심으로 자기효능감, 행동 변화인 중재 순응도, 중재의 결과인 수면증진의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가설 1 검증 결과,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자기효능감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졌다. 중재를 제공받은 실험군의 경우 12명 환자의

자기효능감 점수가 상승한 반면 대조군은 12주 후 4명만이 자기효능감 점수가 상승하

고 이 외 환자들은 자기효능감 점수가 감소하였다. 이는 OSA 환자를 대상으로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한 선행연구에서의 결과와 동일하게 환자

들의 중재 순응도 향상을 위해 자기효능감 증진을 목표로 한 중재 프로그램이 OSA

환자들의 자기효능감을 유의하게 향상시킨 결과와 동일하다(Lai, Fong, Lam, We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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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2014). Lai 등(2014)의 연구에서는 동기부여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OSA 환

자들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CPAP 중재 순응도를 향상시켰다. OSA

환자의 중재 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한 선행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중

재 순응도를 높이는 유용한 개념으로 소개되고 있다(Dzierzewski et al., 2016). 시간이

지남에 따라 OSA 환자의 CPAP 사용 순응도 예측 인자를 확인한 연구에서 자기효능

감은 순응도와 관련성을 보여 자기효능감이 높은 그룹이 순응도가 높게 나타났다

(Sampaio et al., 2014). 반면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의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증가하

였음에도 중재 순응도에는 두 군 간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실험군은 중재

후 대조군보다 중재 순응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 2는 지지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원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중재 순응도 변수의 측정에 대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중재 순응도는 환자들이 기록한 운동일지

에 근거하였다. 환자들은 운동을 수행한 날과 수행하지 않은 날을 기록하고 세부 내

용으로 운동 수행 시간 혹은 횟수를 기록하도록 하였으나, 하루 45분의 운동을 수행

하지 않아도 일부 환자들은 운동을 수행했다고 기록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함

께 운동일지는 운동의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는데 제한이 있어 운동을 100% 수행했다

고 기록하였어도 일부 환자는 정확한 동작을 정확한 시간에 맞춰 수행하지 않았을 수

있다. 둘째, 적은 환자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의 중재 순응도

는 대조군보다 높아 각각 82.06±23.70%, 72.52±30.09%였으나 실험군 16명, 대조군 15

명의 적은 표본수의 제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구 인두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전 OSA 환자의 자기효능

감은 실험군 61.38±9.50점, 대조군 62.27±9.76점이었다. 이는 중재 전 환자 배정 시 무

작위 배정의 원칙에 따라 기질적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환자들이 각 군에 배정되었

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중재 이후 순응도의 변화와 운동수행률을 확인해본 결

과 자기효능감 점수가 상승한 환자는 실험군은 12명, 대조군 4명으로 이들의 평균 운

동 수행률은 각각 실험군 84%, 대조군 97%였다. 이는 대조군에서 중재를 제공 받지

는 않았지만 기질적으로 자기효능감이 높고 스스로 운동을 열심히 수행하는 환자들이

있어 전체 평균을 향상시켰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구 인두 운동 중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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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지속적으로 운동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환

자라면 기본적으로 운동 수행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고, 이에 적은 정보를 제공한

대조군이라도 운동수행률이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 궁극적으로 수면증진이라는 결과

변수의 차이를 보면 순응도라는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어도

실험군에서만 AHI, 주간졸림증, 코골이 강도 및 기상 시 입마름이 개선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향후 순응도 변수에 대한 객관적 측정 방안의 모색 및 표본수 확대

를 통한 보완이 요구되며 기질적으로 효능감이 높은 환자와 낮은 환자에게 각기 다른

중재 방법을 고안해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가설 3,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중재 후 대조군보다 수

면증진에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비록 두 군 간의 AHI,

주간졸림증, 수면의 질, 코골이 강도와 빈도의 개선 정도는 차이가 없었지만 실험군의

중재 전·후 변수들의 변화를 보면 중재 전에 비해 AHI, 주간졸림증, 코골이 강도, 기

상 시 입마름이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성인 OSA 환자를 대상으로 구 인두 운동의 효

과를 본 9편의 논문을 고찰한 meta-analysis 보고에서도 구 인두 운동은 성인의 50%

에서 수면 시 AHI를 감소시키고, 주간졸림증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이와 함께 주·

객관적인 코골이 정도를 감소시켜 객관적으로는 수면다원검사 상 코골이 정도를 의미

있게 개선시키고, 주관적으로는 본인이 느끼는 코골이의 정도가 수면 시 정상 호흡소

리와 유사하게 감소되었다고 보고했다(Camacho et al., 2015). 본 연구에서 구 인두

운동의 중재 효과로 주관적으로 평가한 수면의 질은 개선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구

인두 운동의 효과를 확인한 선행연구에서 수면의 질이 유의하게 개선된 결과와는 상

이하였다(Guimaraes et al., 2009). 구 인두 운동의 효과를 본 선행연구에서 기상 시

입마름을 종속변수로 확인한 연구는 없었으나 본 연구에서 기상 시 입마름이 중재

전·후 유의하게 개선을 보여 구 인두 운동으로 인해 수면 시 불필요한 구강 호흡의

감소 및 이로 인한 입마름의 개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 수면의 질과 주간졸림증을 평가하는 도구의 신뢰도는 각각

Cronbach's α=.71, Cronbach's α=.66으로 0.6이상 0.8이하의 수준을 보여 다소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이는 OSA의 증상 및 중증도와 심리적 증상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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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새롭게 OSA를 진단받은 환

자들은 질병의 중증도와 주간졸림증, 수면의 질 등의 심리적 증상 사이에 강한 연관

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는데(Macey, Woo, Kumar, Cross, &

Harper, 2010),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주로 최근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OSA를 새롭게

진단받은 군으로 중등도 이상의 환자라 할지라도 주간졸림증이나 수면의 질 등 심리

적 증상 호소가 적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중등도 이상의 대상자는 18명이었으나 이

중 10명의 환자는 주간졸림증이 10이하로 과도한 주간졸림증이 있는 군에서 제외되었

고, 8명은 수면의 질이 양호한 군으로 평가되었다. 이렇듯 대상자들의 주관적 증상에

대한 호소가 다소 일관적이지 않아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가 낮게 평가됐을 가능

성이 존재한다. Cho 등(2011)의 연구에서 한국인에게 ESS의 신뢰도와 유용성을 확인

한 결과 OSA의 중증도가 높을수록 ESS 점수패턴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 중 AHI가 5에서 15미만인 경증 OSA 환자는 13명

으로 전체 대상자의 42%를 차지한다. 이 중 7명은 ESS 점수가 10점 이하로 과도한

주간졸림증이 없고 일상생활에서 크게 주관적인 불편감을 느끼지 않아 OSA 진단받

은 군임에도 주간졸림증에 대한 평가점수가 양호하여 도구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중재 이후 수면의 질의 유의한 개선이 이루어

지지 않은 부분도 본 연구의 대상자가 새롭게 OSA를 진단받거나 혹은 경증 OSA 환

자 등 주관적 증상에 대한 인식이 낮은 그룹으로 구성된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

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자기효능감 증진자원을 사용한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은 OSA 환자들의 자기효능감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중재 순응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운동 수행률은 각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높은 수행률을 기록하였다. 궁극적으로 실험군

에서는 수면증진과 관련된 변수인 AHI, 주간졸림증, 코골이 강도 및 기상 시 입마름

이 의미 있게 개선되어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입증했다. 이에 본 연

구에서 개발된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은 향후 OSA 환자의 중재 순응도를 향상

시키고 수면을 증진시키는 중재 전략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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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구의 의의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통해 간호이론, 간호연구, 간호실무, 간호교육 측면에

서의 의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간호이론 측면

Bandura(1977)의 자기효능이론은 인간의 행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어 건강행위 변화가 요구되는 여러 대상자들에게 적용이 가

능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자기효능이론을 바탕으로 OSA 환자를 위한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간호중재이론으로서의 자기효능이

론의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국내 처음으로 자기효능이론을 OSA 환자의 구 인두

운동 중재에 적용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자가관리가 필요한 OSA 환자

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데 자기효능이론의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2. 간호연구 측면

본 연구는 자기효능이론을 중심으로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OSA 환자의 중재 연구를 확대시켰다. 또한 국내 OSA 환자에게 구 인두 운동의 긍정

적인 효과를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OSA 환자의 중재 순응도 향상

을 위해 자기효능이론을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였고, 이는 추후 OSA

뿐만 아니라 자가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중재 순응도 향상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

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3. 간호실무 측면

본 연구에서 적용한 중재는 유병률이 증가하고 만성질환화 되어가는 OSA 환자



- 55 -

의 증상완화 및 중증도 감소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주 치료법의 비적응증

OSA 환자에게 우선적 중재방안으로 적용 가능할 것이다. 또한 환자의 중재 순응도를

향상시킴에 있어 간호사 역할의 중요성을 입증하여 실무현장에서 중재 순응도 향상을

위한 간호인력 역할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4. 간호교육 측면

본 연구에서 적용한 중재는 모든 OSA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간호 중재 교육 자

료로 활용 가능하며, 간호사들에게 환자 교육의 효과를 향상 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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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및 제언

A. 결론

본 연구는 폐쇄성 수면무호흡 환자를 위한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자 방법론적 연구방법과 그 효과를 평가하고자 무작위 대조군 전·후 실험 설계를

수행하였다.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은 국외 문헌에서 효과가 입증된 구 인두 운동 방법

과 Bandura(1977)의 자기효능이론을 적용하여 효과가 검증된 중재 프로그램의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내용은 5명의 전문가에게 검토 및 자문을 받았

고, 최종적으로 OSA 환자 3명의 피드백을 받아 수정 및 보완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참여한 환자는 실험군 16명, 대조군 15명이었

으며, 실험군에게는 12주 동안 회당 30분의 대면교육 2회, 문자메시지 8회, 매주 회당

10분의 전화코칭을 적용하는 것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조군에게는

30분의 대면교육을 통해 구 인두 운동 교육 1회를 적용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중재 전·후 자기효능감, AHI, 주간졸림증, 수면의 질, 코골이 강도, 코골이 빈도, 기상

시 입마름을 평가하였고, 중재 후 운동일지를 통한 수행률로 중재 순응도를 평가하였

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는 국외 문헌을 통해 OSA 환자에게 그 효과가 입증된 구 인두 운동을

국내 OSA 환자들에게 효과적으로 교육하고자 Bandura(1977)의 자기효능이론

의 주요개념인 성취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이라는 네 가지

자기효능감 증진자원을 중재 전략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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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중재 후 대조군 보다 자기

효능감이 더 향상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재 전·후

자기효능감 점수의 평균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z=-2.52, p=.012).

가설 2.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중재 후 대조군보다 중재 순

응도가 높을 것이다.’는 지지되지 않았다(z=-.90 p=.370).

가설 3.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중재 후 대조군보다 수면증

진에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재 전·후 변수들 점수의 평균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기상 시 입마름

(z=-2.00, p=.045)은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이외 무호흡-저호흡

지수, 주간졸림증, 수면의 질, 코골이 강도 및 빈도, 기상 시 입마름은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단, 실험군에서 수면 시 무호흡-저호흡 지수

(z=-2.06, p=.039), 주간졸림증(z=-2.20, p=.028), 코골이 강도(z=-2.64, p=.008),

기상 시 입마름(z=-2.81, p=.005)은 중재 전에 비해 중재 후 모두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은 폐쇄성 수면무호

흡 환자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켰으며 수면증진과 관련된 변수의 일부를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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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을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해 사전, 사후 조사만을 실시하고 추

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중재의 장기적 지속 효과를 검증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이에 중재 프로그램의 장기간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추후 연구기간을 연장하여 본 프

로그램에 대한 장기적인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시 일개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로 향후 대상자 확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중재 순응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운동일지는 자가 기입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운동 수행의 양 뿐만 아니라 질을 정확히 측정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환자가 정확한 동작을 수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이오피드

백 등의 방법과 운동의 양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순응도를

평가할 것을 제언한다.

넷째, 본 연구는 OSA 환자에게 개발된 프로그램을 단일중재로 적용하여 그 효과

를 검증하였다. OSA 치료를 위해서는 다양한 중재방법이 존재하는 바, 향후 개발된

프로그램을 수술 및 CPAP 등 다른 중재방안과 복합중재로 적용하여 그 효과를 보는

연구를 제언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은 특별한 비용, 장비,

장소의 제약이 없으므로 폐쇄성 수면무호흡 환자의 중재 방안으로 적극 활용이 가능

하다. 이에 OSA 환자를 대상으로 중재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

양한 임상현장의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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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모임 

- 보상

  (칭찬, 인정)

- 장애물 확인

- 소책자 제공

차은석 등, 

2008

과체중 및 

비만 

대학생

운동프로그램 12주

- 소그룹 미팅

- 운동일지 작성 

- 신체계측

- 문자 메시지 

  피드백

- 전화 피드백

Barkley   & 

Fahrenwald, 

2013

Cardio-

vascular   

diseases

심장재활운동

목표

달성시

까지

- 보상(언어적)

- 운동일지
- 경험 공유

- 목표 논의

- 수행장벽/

자신감 논의

- 운동 수행 걱정 

및 감정논의

Chao   et 

al., 2015

Living 

Resident

Wii Fit 

exergames
4주

- 목표 설정

- 성과 논의

- 역할 모델

- 스토리텔링

- 교육

- 지원 및 격려

- 신체적/정서적 

  부담 확인

Millen   & 

Bray, 

2009

cardiac 

patients

Resistance   

training
4주

- 목표지향적 진행

- 이해하기 쉬운 

매뉴얼 제공

- 타인 관찰

- 신뢰도 높은 

출처의 자료로 

구성된 매뉴얼 

제공

- 신체적 불편감 

확인

- 정보제공

- 정상적인 감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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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zehl   

et al., 

2010

Heart 

Failure

Multicomponent 

exercise   

training 

intervention

12주

- 목표 설정

- 보상

- 자가점검

(신체계측)

- 운동시연

- 경험공유

- 역할모델

- 강의

- 웹기반 

교육자료

- 개별 코칭

- 증상 평가 교육

- 경고증상 확인

Resnick   

et al., 

2008

Older 

adults

Senior 

Exercise 

Self-efficacy

Project 

12주
- 목표 설정

- 보상

- 역할모델

- 경험공유

- 소책자 제공

- 긍정적 강화

- 신체적/정서적 

부담 확인

- 즐거운 수업 

독려

Wang   et 

al., 2011

Early-

Stage   

Breast 

Cancer, 

Women

Walking 

Program
6주

- 목표 설정

- self-monitoring

- 운동일지

- 신체계측

- 역할모델

- 스토리텔링 

- 면대면 상담

- 교육

- 정보 제공

- 목표 설정

- 연구원과 좋은 

관계 맺기 

- 전화 통화

- 물리적/정서적 

부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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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 증진자원 중재 전략 중재 내용

성취경험 - 목표설정 - 최종 목표 설정 및 운동 수행률 달성 다짐하기

- 최종 목표 점검

- 보상 - 우수 수행자 보상

- 수료증 증정

- 자가점검 - 운동수행과 관련한 좋은 습관에 대해 스스로 칭찬하기

- 긍정적인 변화 표현하기

- 주관적, 객관적 변화 확인

- 수행률 및 증상 변화 확인

- 본인의 운동 수행 패턴 표현하기 

- 운동 수행에 대한 자기점검

- 운동일지 - 운동일지 작성

대리경험 - 모범사례 공유 - 시범 교육

- 동영상 관찰

- 우수 수행자 사례 공유

부록 2. 자기효능감 증진자원에 따르는 중재 전략과 중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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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설득 - 교육(정보제공) - OSA의 정의, 증상, 합병증, 진단방법, 치료방법 강의

- 구 인두 운동 방법 및 효과 소개

- 구 인두 운동 설명 리플렛 자료 및 동영상 자료 제공

- OSA 병태생리 및 합병증 관련 기사 공유

- 전화코칭 & 

  모바일 메신저    

  피드백

- 운동 수행을 위한 세부 규칙 수립

- 본인의 생활패턴에 맞는 효과적인 운동 방안 논의

- 운동 수행을 위한 전략 논의

- 향후 운동의 지속 수행을 위한 방법 논의

정서적 각성 - 정서적 지지 - 기대되는 효과 표현

- 격려 및 칭찬

- 정보제공

(증상, 합병증) 

- OSA 바로알기, 병태생리 및 합병증 관련   정보제공

- 신체적/정서적 

부담 확인

- 수행장벽 표현하기

- 수행장벽 극복에 대한 칭찬과 격려

- 정서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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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인두 운동 방법(Stanford Sleep Medicine, 2012)
검토

의견
수정내용

① 혀를 윗니 뒤 입천장(경구개)에 위치시킨 후 5초 동안 혀를 민다.
수정

필요
5초→10초

② 혀가 코를 향하도록 위쪽으로 밀고 10초 정도 유지한다. 유지 .

③ 혀를 아래 턱 끝 방향을 향해 10초 정도 민다. 유지 .

④ 혀를 오른쪽 방향으로 10초 정도 민다. 유지 .

⑤ 혀를 왼쪽 방향으로 10초 정도 민다. 유지 .

⑥ 혀를 둥글게 말고 앞으로 내밀고 10초 동안 유지한다. 유지 .

⑦ 15초동안 ‘탁탁탁’ 소리가 나게 혀를 튀긴다. 유지 .

⑧ 숟가락을 혀 앞에 대고 혀로 숟가락을 밀면서 10초 유지한다. 유지 .

⑨ 이가 아닌 입술로 숟가락 손잡이 부분을 물고 10초 동안 유지한다. 유지 .

⑩ 길이가 10cm 이상인 줄로 단추를 묶고, 단추를 입술 사이에

물어 빠지지 않게 하고 줄을 당긴 채 10초 유지한다.

수정

필요

입술로 숟가락의 손잡이 부분을 물고, 손으로 숟가락의

넓은 부분을 잡은 채 10초 동안 꾸준히 당긴다.

부록 3. 구 인두 운동 방법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자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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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월 화 수 목 금 토 코골이
기상시

입마름
비고

1주차
날짜

(분)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9주차

10주차

11주차

12주차

부록 4. 운동일지

교육프로그램 수행정도

(수행시간(분)을 적어주세요.)

※ 코골이, 기상시 입마름 문항은 일주일에 1회, 매주 같은 요일에 다음과 같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0점 = ‘전혀 없다.’~ 10점 = ‘매우 심하다.’의 척도로 점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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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구 인두 운동 소개 리플렛 자료(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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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구 인두 운동 소개 동영상 자료(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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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 교육 자료(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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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연구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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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연구도구 승인서

1.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Scale(Sherer et al., 1982)

I am writing to give you permission to use the Self-efficacy Scale in your

research. I have attached the Self-efficacy Scale in English with scoring

instructions as well as a Korean translation that has been provided to me. As

I do not speak or write Korean, I cannot confirm the accuracy of the

translation. The Self-efficacy Scale has been cited over 3,000 times and I have

had several requests from South Korea to use the scale. Good luck with your

project.

Mark Sherer, Ph.D., ABPP, FACRM

Senior Scientist and Associate Vice President for Research

TIRR Memorial Hermann

1-1. 자기효능감 번역본(정애순, 2007)

연구 도구 사용 관련

네 선생님 필요하시면 쓰십시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김분한 드림(정애순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Professor Boon Han Kim R.N.PhD.

Hospice Specialist.

College of Nursing, Hanyang University

2. 주간졸림증, Epworth Sleepiness Scale(Johns, 1991)

Dear Jui Kim,

You will need a license to use the Epworth Sleepiness Scale (ESS), even

though you will probably not have to pay a license fee. To obtain a license

would you please contact my worldwide agents at

https://eprovide.mapi-trust.org/instruments/epworth-sleepiness-scale.

Kind regards, Murray Johns



- 82 -

3. 수면의 질,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Buysse et al., 1989)

Dear Kim Jui

You have my permission to use the PSQI for your research study. You

can find the instrument, scoring instructions, the original article, links to

available translations, and other useful information at www.sleep.pitt.edu under

the Instruments tab. For future reference, please note that you can request

permission to use the PSQI at

https://docs.google.com/forms/d/11-TdSqe2gOtbY-DxtWcsMG-Wt4YvZnOaC

hybLqED8wY/viewform?c=0&w=1. Please ensure that the PSQI is accurately

reproduced in any on-line version (including copyright information). We request

that you to cite the 1989 paper in any publications that result. Note that

Question 10 is not used in scoring the PSQI. This question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may be omitted during data collection per requirements of

the particular study. This copyright in this form is owned by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and may be reprinted without charge only for non-commercial

research and educational purposes. You may not make changes or modifications

of this form without prior written permission from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If you would like to use this instrument for commercial purposes or

for commercially sponsored research, please contact the Office of Technology

Management at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at 412-648-2206 for licensing

information. Good luck with your research.

Sincerely,

Daniel J. Buysse, M.D

Professor of Psychiatry and Clinical and Translational Science

University of Pittsburgh School of Medicine

2-1 & 3-1. 주간졸림증(Cho et al., 2011) & 수면의 질(Cho et al., 2003) 번역본

도구사용허락

안녕하세요. 조용원 교수님 연구원 송미령 입니다.

교수님께서 도구사용을 허락하셔 제가 대신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논문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송미령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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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목 : 폐쇄성 수면무호흡 환자를 위한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담당자 : 김주이

1. 참여 권유

본 연구책임자는 귀하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고 이를 문서화 할 때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헬싱키선언에 근거한 윤리적 원칙을 바탕으로 합법적인 절차

를 따를 것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 설명

서를 신중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 귀하

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구에 대하여 설명한 아래 글을 읽으면서 어떤

질문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결정해 주십시오.

귀하께서 궁금해 하는 모든 질문에 대해 답을 얻으셨고, 이 연구에 참여를 결

정하였다면 동의서에 서명과 서명일자를 직접 적어야 합니다.

2. 본 연구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수행됩니다.

3. 연구 목적 및 배경

본 연구는 폐쇄성 수면무호흡 환자를 위한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여 폐쇄성 수면무호흡 환자에게 적절한 중재방법을 찾는 것

입니다. 구 인두 운동은 상부기도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운동으로 국내에서는 적용

이 활성화되지 않아 국내 폐쇄성 수면무호흡 환자를 대상으로 그 효과를 입증한 연

구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외에서는 2005년 Didgeridoo라는 호주의 전통 목관 악기

를 사용하는 사람에 있어서 수면무호흡 정도가 개선된다는 보고가 있은 후 여러 연

구를 통해 구 인두 운동이 폐쇄성 수면무호흡의 주요 증상인 코골이, 주간졸림증,

수면 시 무호흡-저호흡 지수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외에서 효과적으로 입증된 구 인두 운동법을 근거로 본 연구자는 국내 폐쇄성 수

부록 10. 연구 설명문

연구대상자 설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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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무호흡 환자에게도 동일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구 인두 운동 중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

고자 합니다.

4. 구 인두 운동 정보 및 시험군 또는 대조군에 무작위로 배정될 확률

구 인두 운동은 특별한 공간, 장비의 제약 없이 교육을 통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중재방법으로 12주 이상 매일 30분 이상 운동을 시행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

습니다. 본 연구는 12주의 기간 동안 구 인두 운동을 시행하여 그 효과를 보는 것

으로, 자기효능이론에 근거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군과 교육 자료를 제공받

아 스스로 운동을 시행하는 군, 두 개의 군으로 환자를 나뉘어 진행되며 귀하가 연

구 참가에 동의하시면 귀하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우연에 의해(동전 던지기와

같이) 결정되며 각 군에 배정될 확률은 50%로 같습니다.

5. 연구 참여에서 종료 시까지 검사 및 절차

본 연구 참여는 12주간 지속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귀하는 두 개의 그룹 중

하나에 무작위로 배정될 것입니다. 두 그룹 모두 구 인두 운동 관련 교육자료(리플

렛, 동영상)가 제공되며 매일 구 인두 운동 시행 및 운동일지 작성이 권고 됩니다.

또한 12주의 운동 전 후 신체계측 측정(키, 몸무게, 목둘레, 허리둘레, 혈압) 및 자

기효능감, 주간졸림증, 수면의 질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시행합니다. 12주 중재 종료

후 두 그룹 모두 무호흡-저호흡 지수 검사를 시행합니다.

자기효능이론에 근거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군은 12주 동안 주 1회 연구

자로부터 전화 코칭을 받게 됩니다. 전화 코칭 시 운동 수행 정도를 점검 받고, 운

동 시 어려운 점을 상의하며 향후 운동 진행에 대해 논의합니다. 또한 중재기간 동

안 2번의 운동 수행 우수자(운동 수행 100% 완수)를 선정하여 보상(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개인연락처를 통하여 폐쇄성 수면 무호흡과 구 인두

운동 효과와 관련된 교육자료가 제공됩니다.

교육자료를 제공받아 스스로 운동을 시행하는 군일 경우 1회 구 인두 운동 교

육을 받게 됩니다.

6. 본 연구를 위해서 귀하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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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임상시험기간 동안 귀하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교육 받은 구 인두 운동을

매일 45분 수행하고 일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12주 동안 꾸준히 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자기효능이론에 근거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군은 앞서 설명

드린 12주 간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참여 하셔야 합니다.

7. 연구 참여로 인하여 예견되는 위험(부작용)이나 불편사항

본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귀하는 매일 구 인두 운동을 수행하고 운동일지 및

주 단위 증상 변화 일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귀하의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기효능이론에 근거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군의 경우 연구자에게 연락처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연구자에게 주

단위로 전화 코칭을 받게 되며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의사소통 및 교육자료를 제공

받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동안 잦은 연락으로 인한 불편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운동 시행 전, 후로 설문조사 및 신체계측(몸무게,

체중, 혈압, 목둘레, 복부둘레)을 시행합니다. 이를 통한 위험은 전혀 없으나 약 30

분 정도의 시간 소요가 필요합니다. 연구 이후에는 수면 시 무호흡-저호흡 지수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 역시 귀하에게 위험성은 없습니다. 단 검사는 수면 동안 진행

되어야 하기 때문에 12주간의 기간이 종료되면 외래에서 검사 장비 및 사용법에 대

한 설명을 들은 후 댁에서 주무시는 동안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완료 후 검사 장

비를 반납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8. 본 임상시험에 참여함으로써 기대되는 이익

국외 연구에서 구 인두 운동을 꾸준히 수행한 환자의 경우 코골이, 수면 무호

흡-저호흡 지수, 주간졸림증, 수면의 질 등이 개선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귀하의 상기 증상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향후 폐쇄성 수면 무호흡 환자의 중재개발에 기여할 수 있습

니다.

9. 임상시험에 참여함으로써 받게 되는 금전적 보상의 여부 및 추가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

본 연구에 참여하여 구 인두 운동을 12주간 시행하시면 종료 시점에서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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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의 수면 무호흡-저호흡 지수 검사를 무료로 시행 받게 됩니다. 단, 외래 진료

비용 및 병원 방문시의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10. 자유의사에 의한 시험 참여 동의 및 철회 및 시험중단 이후의 절차

귀하는 이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참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참여에 동의한 경우라도 자유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식에 서명을 하면 스스로 자유의사에 의해 참여

하는 것이며 귀하가 이 연구 참여를 중단하길 원하면 언제나 참여를 철회할 수 있

고 그렇더라도 이 병원에서 계속 치료 받는데 있어서 불이익이 없을 것이며 다른

환자와 차별 없이 동일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개인정보 보호

만약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신다면 본 연구에서는 귀하의 개인정보(성명과

같은 개인 식별정보 및 건강에 관한 정보 등)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며 연구에 관련된 담당자만이 수집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연구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사용하

게 되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됩니다. 귀하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비밀로 보호될 것이며 연구 결과가 출판될 경우에도 귀하의

신상은 비밀로 보호될 것입니다. 다만, 연구자, 심사위원회(IRB)가 관계 법령에 따

라 연구대상자의 신상에 관한 비밀이 보호되는 범위에서 연구대상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최대한 비밀이 보호되도록 할 것입니다. 귀하가 서

명한 동의서에 의하여 이러한 자료의 열람이 허용됩니다.

12. 연구대상자로서의 권익에 관한 정보 제공

본 임상시험은 본원 연구대상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기관

윤리심의위원회(IRB)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본 연구의 대상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

해 질문이 있으시면 당원에서 지정한 “피험자보호 연구윤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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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목 : 폐쇄성 수면무호흡 환자를 위한 구 인두 운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본인은 본 연구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연구진과 함께 해당 내용

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 본인은 연구와 관련한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질문할 기회를 가졌고 본

인의 모든 질문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았습니다.

■ 본인은 자발적 의사로 본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동의서

에 서명하더라도 본인은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 본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본 연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본인의 진료나 권리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 본인은 동의 후에 서명 및 날짜가 기재된 설명문 및 동의서의 사본을 제공

받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연구대상자 성명 :

서명 : 날짜 :

연구자 성명 :

서명 : 날짜 :

부록 11. 연구 동의서

연구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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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폐쇄성 수면무호흡 환자를 위한 구 인두 운동 교육 프

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파악하고자 마련된 설문지로 설문지 작성은 약 20

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응답해 주신 정보는 폐쇄성 수

면 무호흡 환자에게 적절한 중재를 개발하기 위한 밑자료로 사용될 것입니

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설문지의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익명

으로 처리되므로 귀하께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각 문항은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평소 본인의 생활과 가장 가까운 것

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록 12. 연구 설문지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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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문항내용
확실히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그저그

렇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1
나는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2
내 문제점 중 하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바로 착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3
나는 어떤 일을 한번 시도하여 해내지 못하면 해

낼 때까지 계속 시도한다.

4
나는 스스로 중요한 목표를 세웠을 때 그

목표들을 성취하는 경우가 드물다.

5 나는 일을 끝내기 전에 포기한다.

6 나는 어려움이 닥치면 피해 버린다.

7
나는 어떤 일이 복잡해 보이면 시도해 보려고

생각조차 않는다.

8
나는 즐겁지 못한 일이라도 그것이 끝날 때까지

매달린다.

9 나는 무언가 하려고 하면 바로 그 일을 착수한다.

10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울 경우 초기에 성공적이지

못하면 곧 포기한다.

11
나는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

12
나는 새로운 일이 너무 어려워 보이면 배우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13 나는 실패했을 때 더욱 열심히 한다.

14 나는 일을 해내는 능력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

15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16 나는 쉽게 포기한다.

17
나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것 같다.

I. 다음은 자기효능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되는 곳에 V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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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활동(Activity) 졸리운 정도

1 앉아서 책(신문, 잡지, 서류 등)을 읽을 때 0 1 2 3

2 TV 볼 때 0 1 2 3

3
공공장소(모임, 극장 등)에서 하는 일 없이 가만히
앉아 있을 때

0 1 2 3

4 정차 없이 한 시간 동안 운행 중인 차(자동차, 버스,
열차)에 승객으로 앉아 있을 때

0 1 2 3

5 오후에 주위상황이 허락되어 쉬려고 누워 있을 때 0 1 2 3

6 앉아서 상대방과 대화할 때 0 1 2 3

7 술을 마시지 않고 점심식사 후 조용히 앉아 있을 때 0 1 2 3

8 교통 혼잡으로 몇 분 동안 멈춰선 차 안에서 0 1 2 3

II. 다음 질문은 귀하가 주간에 졸리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느끼셨던 경험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 해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0-결코 졸리지 않는다, 1-조금 졸리다, 2-상당히 졸리다, 3-매우 많이 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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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없다
주 1회
미만 주 1~2회

주 3회
이상

a. 취침 후 30분 이내에 잠들 수 없었다. 　 　 　 　

b. 한밤중이나 새벽에 깼다. 　 　 　 　

c.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야 했다. 　 　 　 　

d. 편안하게 숨 쉴 수가 없었다. 　 　 　 　

e. 기침을 하거나 시끄럽게 코를 골았다. 　 　 　 　

f. 자다가 너무 춥다고 느꼈다. 　 　 　 　

g. 자다가 너무 덥다고 느꼈다. 　 　 　 　

h. 나쁜 꿈을 꾸었다. 　 　 　 　

I. 통증이 있었다. 　 　 　 　

j. 그 외의 다른 이유가 있다면? 　 　 　 　

III. 다음 질문은 귀하의 수면의 질을 알아보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지난 한달 동안, 당신은 몇 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까?

보통 (오전 / 오후) ( )시 ( )분에 잠자리에 든다.

2. 지난 한달 동안, 당신은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잠이 들기까지 보통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 )시간 ( )분이 걸린다.

3. 지난 한달 동안, 당신은 평소 아침 몇 시에 일어났습니까?

보통 (오전 / 오후) ( )시 ( )분에 일어난다.

4. 지난 한달 동안, 당신이 밤에 실제로 잠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당신이 잠자리에서 보낸 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루 밤에 ( )시간, ( )분

5. 지난 한달 동안, 당신은 아래의 이유로 잠자는데 얼마나 자주 문제가 있었습니까?

6. 지난 한달 동안, 당신은 전반적으로 수면의 질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 하십니까?

① 매우 좋음 ② 대체로 좋음 ③ 상당히 나쁨 ④ 매우 나쁨

7. 지난 한달 동안, 당신은 잠들기 위해 얼마나 자주 약을 복용했습니까?

(처방약 또는 약국에서 구입한 약)

① 없음 ② 한 주에 1번 보다 적게 ③ 한 주에 1~2번 정도 ④ 한 주에 3번 이상

8. 지난 한달 동안, 당신은 운전하거나 식사 때 혹은 사회활동을 하는 동안 얼마나 자

주 졸음을 느꼈습니까?

① 없음 ② 한 주에 1번 보다 적게 ③ 한 주에 1~2번 정도 ④ 한 주에 3번 이상

9. 지난 한달 동안, 당신은 일에 열중하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① 전혀 없었다 ② 매우 조금 있었다 ③ 다소 있었다 ④ 매우 많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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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2 3 4 5 6 7 8 9 10

0 1 2 3 4 5 6 7 8 9 10

0 1 2 3 4 5 6 7 8 9 10

IV. 다음은 귀하의 임상 정보를 알기 위한 질문입니다. 해당 항목에 빠짐없이 답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흡연여부

① 예 – 하루에 ( )개비 ② 아니오

2. 음주여부

① 예 – 일주일에 ( )회 ② 아니오

3.동반질환 유무 : 다음에 나열한 질환이 있으면 모두 체크하거나 적어주세요.

① 당뇨 ② 고혈압 ③ 고지혈증

④ 뇌졸중 및 기타 뇌혈관 질환 ⑤ 심혈관 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⑥ 갑상선 질환 ⑦ 폐질환

⑧ 기타질환( )

4. 3번에서 적은 동반질환으로 인해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 )

※ 아래의 문항들은 다음과 같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0점 = ‘전혀 없다.’~ 10점 = ‘매우 심하다.’의 척도 중

각 질문의 해당하는 답변의 정도를 0~10점 사이에 V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코골이가 얼마나 심합니까?

6. 얼마나 자주 코를 곱니까?

7. 아침에 일어났을 시 입이 마르는 정도는 어떠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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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Oropharyngeal Exercise

Education Program for Patients with

Obstructive Sleep Apnea

: Based on Bandura's Self-efficacy Theory

Kim, Jui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oropharyngeal exercise

education program based on Bandura's self-efficacy theory for patients with

obstructive sleep apnea (OSA) and to verify its effectiveness. Methods :

Thirty-one patients with OSA were randomized for 12 weeks of treatment with 1

session of oropharyngeal exercises education (n=15, control) or provide 12 weeks

of oropharyngeal exercise education program based on self-efficacy theory

developed in this study (n=16, experimental). Patients were evaluated at study

entry and end by questionnaires (self-efficacy scale, Epworth Sleepiness Scale,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snoring intensity and frequency, dry mouth) and

polysomnography. Also, they were checked with intervention adherence based on

execution rate that is self-recorded on exercise diary after intervention.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through SPSS/WIN 24.0 program. Result : Control

(n=15) and experimental (n=16) groups were similar at study entry.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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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ention,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 increase in self-efficacy

(z=-2.52 p=.012) and decrease in dry mouth (z=-2.00 p=.045) compared to control

group. As for the intervention adherence, the experimental group was higher than

control group, but the difference wasn't statistically significant (z=-0.90, p=.370).

Other variables, the AHI, daytime sleepiness, quality of sleeping, snoring

intensity/frequency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However, AHI (z=-2.06 p=.039), daytime sleepiness (z=-2.20 p=.028), snoring

intensity (z=-2.64, p=.008), and dry mouth (z=-2.81 p=.005) of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 decrease after intervention. Conclusions : The

oropharyngeal exercise education program developed by this study improved the

self-efficacy of patients with OSA, and contributed to improvement of partial

variables related to sleep improvement. However, as the study is limited due to

small sample size, there is a need for wider range of patient and increase of

number of sample for generalized verification, and hereby propose follow-up

researches conducting repetitive measurement to confirm the consistency of

effectiveness.


Key words : Obstructive Sleep Apnea, Oropharyngeal Exercises,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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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요약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Oropharyngeal Exercise

Education Program for Patients with

Obstructive Sleep Apnea

: Based on Bandura's Self-efficacy Theory

Kim, Jui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Introduction

Sleep disorder is a condition deprived of health sleeping, which includes

"insomnia", "narcolepsy", "restless leg syndrome", "snoring/sleep apnea". The

number and medical cost of sleep disorder patients in Korea continue to increase.

In 2014, the number of sleep disorder patients showed annual average 7.6%

increase with about 410 thousand patients and 13.5% increases in health insurance

cost with 46.3 billion won compared to 201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Attempts to improve quality of sleeping of sleep disorder patients have been

actively discussed not only in the field of medical treatment but also in nursing

intervention.

Obstructive Sleep Apnea (OSA) is a major sleep disorder disease which the

narrowed upper airway during sleeping cause increase in breathing resistan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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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ing to temporary apnea and hypopnea more than 5 times per hour (Schafer,

Koehler, Hasper, Ewig, & Luderitz, 1995). OSA patients suffer from negative

influence of the disorder to their quality of life such as physical inconvenience

such as headache, tiredness and dry mouth, or mental problem including

depression, and face the increased risk of accident due to daytime sleepiness

(Baran & Richert, 2003; Birleanu, Rusu, & Mihaescu, 2010; Oksenberg, Froom, &

Melamed, 2006). Furthermore, it increase the risk of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metabolic disease and other various disease which demands aggressive treatment

(Sanchez-de-la-Torre, Campos-Rodriguez, & Barbe, 2013).

The closed condition of upper airway during sleeping is related to OSA, so

relaxing strangulation of upper airway is applied in treatment. There are

behavioral control treatment such as loss of weight, change in sleeping posture,

non-surgical treatment such as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CPAP), oral

appliance and surgical treatment for patients who carry anatomical problem. There

are various treatment methods as each methods carry both pros and cons and in

accordance with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 they might not get satisfactory

result with only one treatment method.

In 2005, there was a study that sleep apnea can be improved for patients who

use traditional Australian woodwind instrument called Didgeridoo (Puhan et al.,

2006). Since then, based on the principle, there were various studies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oropharyngeal exercise enhancing the upper airway muscle tone.

In previous studies, it was reported that when conducting exercise enhancing

muscle of upper airway using face, tongue and soft palate of OSA and snoring

patients, the snoring reduced daytime sleepiness was improved (Guimaraes, Drager,

Genta, Marcondes, & Lorenzi-Filho, 2009; Ieto et al., 2015). Lately, it was reported

in meta-analysis that oropharyngeal exercise reduced 50% and 62% each from

apnea-hypopnea Index (AHI) of adults and children (Camacho et al., 2015).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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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study results, it seems feasible to apply oropharyngeal exercise as a

preferential intervention to OSA patients who are limited to receive current

medical treatment (with lower adherence to CPAP, mild OSA patients with normal

weight, non-surgical adaptive patients).

Oropharyngeal exercise is an easy treatment which anyone can do without the

limits of space or equipment, and its effectiveness has been proven, but as it must

be conducted every day, nursing intervention to increase patients' adherence to

participate in exercise for effectiveness is very important. Even with effective

intervention, if patients do not change their behaviors to participate in intervention,

or if they do not maintain the changed behavior consistently, the intervention is

no longer effective. Bandura argued that self-efficacy is an important influential

factor to change one's behavior and to maintain the changed behavior to obtain

desired result, and to improve self-efficacy, 4 self-efficacy promoting resources,

performance accomplishment, vicarious experience, verbal persuasion and emotional

arousal are utilized (Bandura, 1977). By utilizing these 4 self-efficacy resources,

one is able to change behavior and maintain the behavior to obtain aimed positive

result with improved self-efficacy.

In previous studies which confirmed effectiveness of oropharyngeal exercise,

it indicated that intervention adherence is a significant factor to obtain the positive

effect, and suggested that establishing strategy to help patients continue the daily

exercise is important (Guimaraes et al., 2009; Ieto et al., 2015). Intervention

adherence of patients is a decisive factor of exercise effect, and the nursing

intervention to improve it is very important. Thus, this study aims to develop an

oropharyngeal exercise education program for patients to effectively participate in

exercise for 12 weeks based on self-efficacy theory of Bandura (1977) as it is

known to be effective to OSA patients, and verify its effectiveness to contribute

to find proper intervention method to OSA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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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Patients

The study targeted patients above age 18 who got 5 to 15 AHI in sleep test

or those who were above 15 and rejected first treatment such as CPAP among

those who visited hospital for OSA and had sleep test in tertiary hospitals located

in Seoul, Korea. Only those who are able to communicate without problems,

understand the purpose of study, and agree to participate in research. All patients

gave written informed consent. Those who suffer from severe obstructive nasal

disease, craniofacial malformation, neuromuscular disease, hypothyroidism, severe

comorbidities or those who deal with woodwind instruments, or whose occupation

is singer are excluded. After explaining about the study to tertiary hospitals in

Seoul, we recruited 31 patients from December 28, 2016 to March 16, 2017. Using

MS Office Excel program, the 31 patients were randomly divided to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each with 16 and 15 patients . Total 6 patients dropped

out of the study, 2 from experimental group and 4 from control group. For final

analysis, intention-to-treat analysis was conducted.

Apnea-hypopnea Index (AHI)

In this study, AHI was measured by the sleep test using full

polysomnography or Embletta MPR (Embla Systems Ltd, Kanata, ON, Canada).

Apnea was defined as the complete cessation of airflow for at least 10s, hypopnea

was defined as a significant reduction (>30%) in respiratory signals for at least

10s associated with an oxygen desaturation ≧3% (Berry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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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naire

This study used self-efficacy scale (SES) tool developed by Sherer et al.

(1982) to measure self-efficacy. The too consists of total 17 items measured by

Likert 5-point scale. The total score ranges from minimum 17 to maximum 85 and

the higher score refers to higher self-efficacy. The intervention adherence was

measured based on exercise diary written by patients, and calculated the ratio of

the number days conducting exercise during the 84 days of intervention period.

The Epworth Sleepiness Scale (ESS) measures the impact of subjective daytime

sleepiness (Johns, 1991). The ESS consists of eight items, and each item ranges

from no (0) to intense (3), with total scores ranging from 0 to 24. Sleep quality

The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 is a self-rated questionnaire that

assesses sleep quality and sleep disturbance during a 1-month period (Buysse,

Reynolds, Monk, Berman, & Kupfer, 1989). It has a total of 19 items and is

composed of seven subscales assessing subjective quality of sleep, SOL, sleep

duration, sleep efficiency, sleep disturbance, medication use for sleep, and daytime

dysfunction. The total PSQI score has a range of 0–21, higher scores indicate

worse sleep quality. As for the snoring intensity/frequency and dry mouth was

self-evaluated by Numeric Rating Scale (NRS). The score ranges from 0 to 10,

which the higher score indicate worse snoring intensity/frequency and dry mouth.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

This study provided 12 weeks of oropharyngeal exercise education program

based on Bandura's self-efficacy theory for effective oropharyngeal exercise to

experimental group, and 1 session of education for control group. Both groups

were provided with brochure with visual images of oropharyngeal exercise

movement and video material explaining the exercise method, and exercise dairy to

record the exercise and changes in weekly symptom such as snoring intens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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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 mouth. As for the details of oropharyngeal exercise, it was educated based on

the material introduced through blog of Stanford Sleep Center (Stanford Sleep

Medicine, 2012).

Oropharyngeal exercise education program provided to experimental group

used 4 self-efficacy promoting resources based on Bandura's self-efficacy theory

as intervention strategy. The details of method are as <Table 1>. Experimental

group received 2 30-minute face-to-face education sessions, 8 mobile text

messages, 10-mniute phone coaching session per week for 12 weeks. Control

group received 1 session of oropharyngeal exercise education.

Experimental Design

The data collection period of this study was from December 28, 2016 to June

5, 2017. Based on structuralized questionnaire along with general characters

(gender, age, body mass index (BMI), neck circumference (NC), abdominal

circumference (AC), smoking, alcohol, hypertension and diabetes) to measure the

self-efficacy, daytime sleepiness, quality of sleep, snoring intensity/frequency and

dry mouth, and checked AHI for OSA diagnosis before treatment through medical

record. After preliminary test, the oropharyngeal exercise education program was

applied to experimental group for 12 weeks, and 1 session of education for control

group. For post examination, it was planned to measure the variables by visiting

the outpatient clinic after the completion of 12 weeks of intervention. Like the

preliminary test, the structuralized questionnaire was used to measure the

self-efficacy, daytime sleepiness, quality of sleep, snoring intensity/frequency and

dry mouth and checked the intervention adherence of patients based on exercise

diary written by patients. As for the AHI, it was checked through sleep test

conducted at home using Embletta MPR (Embla Systems Ltd, Kanata, ON,

Canada), the portable sleep test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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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al Analysis

The evaluation of the program was conducted using SPSS/WIN version 24.0.

As for the final analysis, intention-to-treat analysis was conducted, and at the end

of study, the missing data was analyzed using last observation carried forward

(LOCF) method which alters the data to final value measured before failing

(Myers, 2000). For exercise execution rate which do not have final value before

failing, the missing value was supplemented using expectation-maximization

algorithm and processed to analysis (Dempster, Laird, & Rubin, 1977). The specific

analysis methods are as follows.

1) To verify the homogeneity of general features, SES, AHI, ESS, PSQI,

snoring intensity/frequency and dry mouth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the study performed Mann-Whiney test for analysis of continuous

variables, and χ2-test for analysis of nominal variables.

2) For average comparison of variables of SES, AHI, ESS, PSQI and snoring

intensity/frequency and dry mouth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within the

group, the study performed Wilcoxon Signed Ranks test. As for the group

comparison about the average difference of before and after value, the study

conducted Mann-Whitney test. as for the group comparison regarding intervention

adherence, the study conducted Mann-Whitney test f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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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A specific goal contents operation time

Self-Efficacy

promoting

source

P

A

V

E

V

P

E

A

1 Program introduction

and

Knowing OSA and

Oropharyngeal

Exercises

- Introduction to the program

- definition of OSA, symptom, complication,

diagnostic method, treatment method

- Introduction of the Oropharyngeal Exercises

method and effects

- Provides leaflet and video material

- Exercise diary provided

- Set final goal and achieve execution rate

Face-to-face

phone coaching

Mobile

Messenger

30min

10min

V V V V

2 Executing

the Oropharyngeal

Exercises

Effectively

- Expressing exercise execution pattern

- Discuss effective exercises appropriate to

living patterns

phone coaching 10min

V V

Table 1. Oropharyngeal Exercises edu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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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lf-examination of

exercise execution

- self-check on exercise execution

- Establishing detailed rules for exercise

phone coaching

Mobile

Messenger

10min

V V

4 Expressing

expectations

- Expected effect expression

- Share Q & A about exercising the

oropharyngeal exercises

phone coaching 10min

V V

5 Knowing

OSA Complications

- Sharing articles about OSA pathophysiology

and complications

phone coaching

Mobile

Messenger

10min

V V

6 Checking the progress

and

sharing the best practices

- Intermediate check, confirmation of execution rate,

confirmation of symptom change

- Sharing excellent performers' compensation

and best practices

- Discussing strategies for exercise in the next

6 weeks

phone coaching

Mobile

Messenger

10min

V V V

7 Identifying

execution barriers

- Expressing execution barriers phone coaching 10min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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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Overcoming

execution barriers

- Praise and encouragement for overcoming

execution barriers

- emotional support

phone coaching

Mobile

Messenger

10min

V

9 Strengthen good habits - Praise yourself for good habits related to exercise phone coaching

Mobile

Messenger

10min

V

10 Expressing

a positive effect

- Expressing positive change phone coaching 10min

V

11 Designing

an exercise

continuation plan

- Final goal check

- Discuss ways to carry on with future exercise

phone coaching

Mobile

Messenger

10min

V V

12 Change

identification and

positive self-assessment

- monitoring subjective and objective changes

- Sharing excellent performers' compensation and

best practices

- Certificate of Completion

Face-to-face

phone coaching

Mobile

Messenger

30min

10min
V V

* PA = Performance accomplishment; VE = Vicarious experience; VP = Verbal persuasion; EA = Emotional arou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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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As the result of homogeneity confirmation on general feature and dependent

variable of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both groups confirmed the

homogeneity. The details are described in <Table 2>. The result of comparison

between changes of variables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of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is described in <Table 3>. As for the comparative analysis on

average score of SES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of both groups, the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z=-2.52 p=.012). As for the intervention adherence,

experimental group (82.06±23.70%) showed higher exercise execution rate than

control group (72.52±30.09%),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z=-0.90,

p=.370). As the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on average of variable value

differences related to sleeping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of both groups, dry

mouth (z=-2.00 p=.045)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but

other variables, the AHI, daytime sleepiness, quality of sleeping, snoring

intensity/frequency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However, AHI (z=-2.06

p=.039), daytime sleepiness (z=-2.20 p=.028), snoring intensity (z=-2.64, p=.008),

and dry mouth (z=-2.81 p=.005) of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

decrease after interven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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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n=16) Cont.(n=15)

χ
2
or Z p

n(%) or M±SD n(%) or M±SD

Gender Males 10(62.5) 13(86.7)
2.36 .124

Females 6(37.5) 2(13.3)

Age, years 53.88±18.44 49.20±19.40 -0.52 .607

BMI, kg/m
2

24.44±2.88 26.78±4.88 -1.76 .078

NC, cm 37.56±3.71 39.07±3.58 -1.25 .211

AC, cm 88.38±8.87 93.73±13.30 -1.15 .251

Smoking Yes 3(18.8) 1(6.7)
1.01 .316

No 13(81.2) 14(93.3)

Alcohol Yes 5(31.3) 9(60.0)
2.58 .108

No 11(68.7) 6(40.0)

Hypertension Yes 4(25.0) 3(20.0)
0.11 .739

No 12(75.0) 12(80.0)

Diabetes Yes 1(6.3) 2(13.3)
0.44 .505

No 15(93.7) 13(86.7)

SES 61.38±9.50 62.27±9.76 -0.08 .937

AHI, events/hour 19.51±11.41 16.57±7.28 -0.61 .540

ESS 9.88±3.84 10.47±2.83 -0.36 .721

PSQI 6.75±3.32 8.00±4.50 -0.54 .591

Snoring intensity 5.57±3.13 5.47±3.42 -0.30 .765

Snoring frequency 5.75±3.38 5.47±3.38 -0.46 646

Dry mouth 6.44±3.14 4.47±2.88 -1.81 .070

Table 2. Baselin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Questionnaires, and AHI of the

Patients Assigned to Experimental or Control group

(N=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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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Group
Baseline 12 weeks

Z p
Mean difference

Z p
M±SD M±SD M±SD

SEE Exp.(n=16) 61.38±9.50 65.56±10.89 -2.33 .020 -4.19±6.78
-2.52 .012

Cont.(n=15) 62.27±9.76 60.27±10.85 -0.49 .624 2.00±7.32

Adherence Exp.(n=16) . 82.06±23.70 . .
-0.90 .370

Cont.(n=15) . 72.52±30.09 . .

AHI Exp.(n=16) 19.51±11.41 14.11±9.13 -2.06 .039 5.40±9.47
-0.46 .647

Cont.(n=15) 16.57±7.28 14.30±10.03 -1.60 .109 2.27±7.80

ESS Exp.(n=16) 9.88±3.84 7.56±3.42 -2.20 .028 2.31±3.55
-1.30 .193

Cont.(n=15) 10.47±2.83 9.93±3.22 -0.54 .593 .53±4.09

PSQI Exp.(n=16) 6.75±3.32 6.00±3.27 -1.02 .307 .75±2.74
-0.24 .809

Cont.(n=15) 8.00±4.50 7.20±3.80 -1.61 .107 .80±1.86

Snoring intensity Exp.(n=16) 5.57±3.13 4.44±2.68 -2.64 .008 1.31±1.78
-0.91 .362

Cont.(n=15) 5.47±3.42 4.80±3.26 -1.73 .084 .67±1.40

Snoring frequency Exp.(n=16) 5.75±3.38 5.13±3.16 -0.99 .321 .44±2.48
-0.33 .742

Cont.(n=15) 5.47±3.38 5.07±3.06 -1.24 .216 .40±1.18

Dry mouth Exp.(n=16) 6.44±3.14 3.63±2.33 -2.81 .005 2.81±2.99
-2.00 .045

Cont.(n=15) 4.47±2.88 3.93±2.63 -1.26 .207 .53±1.46

Table 5. Questionnaires, and AHI of the Patients Assigned to Experimental or Control group on Basal and After 12 weeks

(N=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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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Based on Bandura's self-efficacy theory, this study developed an

oropharyngeal exercise education program for OSA patients, and applied the

program to OSA patients to improve adherence of OSA patients regarding

oropharyngeal exercise intervention, and aimed ultimately to improve the sleeping

of patients. Previous studies which verified the effectiveness of oropharyngeal

exercise indicated that intervention adherence is an important factor for

effectiveness of exercise, and suggested that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strategy

for continuous execution of exercise (Guimaraes et al., 2009; Ieto et al., 2015).

Thus, this study focused on establishing strategy to not only conduct education

about the oropharyngeal exercise but also to change patients to voluntarily

continue exercising. Olsen, Smith and Oei (2008) introduced useful model to

understand the intervention of adherence of OSA patients as Bandura's social

cognitive theory and health belief model. As social cognitive theory argues that

self-efficacy, the belief that one is doing well increases, one changes behavior to

obtain goal, which ultimately leads to positive result, and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self-efficacy in implementing intervention. In previous studies

examining influential factors to intervention adherence of OSA patients,

self-efficacy was introduced as a useful concept improving intervention adherence

of OSA patients (Dzierzewski, Wallace, & Wohlgemuth, 2016). Thus, this study

did not stop at delivering effective intervention to OSA patients, but further

designed an education program using self-efficacy improvement resources to

attract attention to the intervention. In intervention program, the contents related

to 4 factors of self-efficacy improvement resources were 8 items for performance

accomplishment, 3 for vicarious experience, 7 for verbal persuasion, and 5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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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al arousal. As performance accomplishment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self-efficacy judgment (Bandura, 1977), it contained the largest number of

items. However, during objective measurement of exercise performance of patients

in program, it was quiet restricted as until AHI changes after the program was

complete, the changes of patients from exercise were only checked by the

improvement of subjective symptom index, and unable to check the objective index

such as intensity of exercise or accuracy of movement. Actually, there were many

questions about in what intensity should be the exercise executed, such as how

much the tongue should be stretched out, or how heavy the spoon should be.

Based on the hypothesis that oropharyngeal exercise will increase the muscle

tonus, the study measured its effectiveness so the specific mechanism that

oropharyngeal exercise enhances tension of muscle was not demonstrated. Thus,

previous studies suggested that there is a need to confirm the objective

mechanism (Camacho et al., 2015). Therefore, this study is limited as it is based

on subjective evaluation of patients regarding the performance accomplishment of

patients during intervention, and hereby suggests follow-up studies to confirm the

effectiveness with objective index for exercise that patients participate.

As oropharyngeal exercise requires continuous exercise, the previous studies

required visiting outpatient clinic once a week for intervention (Ieto et al., 2015;

Verma et al., 2016), but it seems it is quiet restricted. Actually, when developing

the education program for this study, patients felt burdened about visiting hospital

for face-to-face education, and expressed rejection. Recently, there are study

results that prove mobile message service is an efficient and cost-saving

intervention method for health behavior improvement (de Jongh, Gurol-Urganci,

Vodopivec-Jamsek, Car, & Atun, 2012). It was confirmed that such intervention

method is effective to patients who require continuous self-management such as

diabetes, diet or those who quit smoking, or patients who require me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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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erence like anti-virus administration patients (Hall, Cole-Lewis, & Bernhardt,

2015). OSA patients, do not require hospitalization except for surgical cases, and

they are required to do voluntary and continuous self-management after treatment,

and adhering to intervention based on voluntary participation is an essential

condition for continuous health management. Therefore, this study used mobile

message service as intervention method as an effective intervention delivery

method to patients who are required to do self-management and intervention

adherence, and minimized the burden of patients, deliver education effectively and

communicate at the same time. Such operation method is expected to be feasible

in actual clinical field. Among 31 patient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re

were 18 patients who had AHI over 15. They wanted to apply other intervention

as they felt rejection to CPAP. In previous studies, CPAP is known as the most

effective treatment for OSA, and recommended for severe and moderate OSA

patients, but there were patients who felt rejection to the method, and was

reported to have lower adherence after application (Yetkin, Kunter, & Gunen,

2008). Likewise, even though CPAP is the most effective intervention for OSA,

there are group of patients who want new type of intervention and reject CPAP,

there is a need for new intervention method. The intervention program proposed

by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fully utilized in clinics as an intervention

method that can be aggressively applied to patients who are unable to adjust to

major treatment method.

Obesity and drinking has been reported as a highly influential factor of OSA

(Barvaux, Aubert, & Rodenstein, 2000; Duran, Esnaola, Rubio, & Iztueta, 2001).

There were patinas who did not have improvement in AHI after 12 weeks of

education with high intervention adherence. It is assumed that life style factors

influencing OSA such as increase in weight, or drinking could have influenced the

result. Therefore, based on the education program, there is a need to consider



- 112 -

comprehensive intervention program for OSA patient by dealing with improvement

of life style including weight management and drinking which influence OSA.

As for the hypothesis no. 1, it was confirmed that the experimental group

which received oropharyngeal exercise program using self-efficacy improvement

resources had significant increase in self-efficacy score compared to control group.

For the experimental group which received intervention, 12 patients showed

increase in self-efficacy score while only 4 patients in control showed increase in

score and others showed decrease in score. Like the previous study result

applying intervention program improving self-efficacy targeting OSA patients, it

corresponds to significant increase of OSA patients' self-efficacy by intervention

program aiming for improvement of self-efficacy for the improvement in

intervention adherence of patients (Lai, Fong, Lam, Weaver, & Ip, 2014). Lai et

al.(2014) applied motivation education program to improve self-efficacy of OSA

patients and ultimately improved the CPAP intervention adherence. In previous

studies which examined influential factors to intervention adherence of OSA

patients, self-efficacy is introduced as useful concept for improving intervention

adherence (Dzierzewski et al., 2016). In a study examining CPAP adherence

expectation factor of OSA patient indicated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adherence, and the group with higher self-efficacy showed higher adherence

(Sampaio, Graca Pereira, & Winck, 2014). Meanwhile,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despite the significant increase of self-efficacy of experimental group, two

groups did not have significant difference in intervention adherence, which did not

support hypothesis 2 that experimental group will have higher intervention

adherence compared to control group. The cause might vary in reasons. First, it

could be due to limits in measuring intervention adherence measurement.

Intervention adherence of this study is based on exercise diary written by

patients. Patients wrote when they executed exercise, how long they did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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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exercise, bu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y wrote they executed

exercise even when they did not execute the exercise accurately over 45 minutes.

Also, exercise diary is quiet limited in evaluating the quality of exercise, so even

if the diary says the exercise is executed 100%, some patients might have not

executed it accurately during the exact period. Second, the small number of

patients can be another reason. Actually, the intervention adherence of

experimental group (82.06±23.70%) was higher than control group (72.52±30.09%),

but as each group is composed of 16 and 15 patients which is quiet small number

of sample, it could be unable to draw out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 Third,

before providing oropharyngeal exercise educatin program, the self-efficacy of

OSA patient of experimental group was 61.38±9.50 and control group was

62.27±9.76. This indicates possibility that the random arrangement of patients

before intervention arranged patients with higher self-efficacy to each group. As

the result of examining changes intervention adherence and exercise execution

rate, the number if patients who showed improvement in self-efficacy were each

12 for experimental group and 4 for control group and their average exercise

execution rate was each 84% and 97%. This indicates the possibility that those

who did not get intervention but have high self-efficacy and voluntarily executed

exercise raised the entire average of control group. Also, it is feasible that

patients who understood the study purpose and participated in study which

requires continuous exercise for oropharyngeal exercise intervention could have

higher self-efficacy, and even those from control group with little information

could have higher rate of execution. Ultimately, when examining the difference in

sleep-improvement result variables, it was confirmed that even the intervention

adherence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nly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improvement in AHI, daytime sleepiness, snoring intensity/frequency

and dry mouth. Thus, it is required to seek objective measuring metho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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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erence variables, and supplementation through extended number of sample, and

a necessity to apply different intervention method to patients with high and low

self-efficacy. Hypothesis 3, "experimental group which received oropharyngeal

exercise education program will have more effectiveness on sleep-improvement

than control group after intervention" was partially supported. Though the

improvement of AHI, daytime sleepiness, snoring intensity and frequency of two

groups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when reviewing the changes of

variables of experimental group as the result of intervention, AHI, daytime

sleepiness, snoring intensity and dry mouth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after

the intervention.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AHI, daytime

sleepiness, snoring intensity and dry mouth after intervention. A meta-analysis

report which contemplated on 9 theses which demonstrated effectiveness of

oropharyngeal exercise targeting adult OSA patient also confirmed 50% decrease in

AHI, and significant decrease in daytime sleepiness. Also, it showed decrease in

subjective and objective degree of snoring, and reported that it significantly

improved the degree of snoring on polysomnography in objective aspect and the

sound of snoring that one felt decreased to normal breathing sound in subjective

aspect (Camacho et al., 2015). This study did not show improvement in quality of

sleeping which was evaluated subjectively, which was different from previous

study results that quality of sleeping was significantly improved(Guimaraes et al.,

2009). In previous studies which demonstrated effectiveness of oropharyngeal

exercise, there was no studies that confirmed dry mouth after waking up as

dependent variable, but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improvement as it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and as oropharyngeal exercise led to decrease of unnecessary

breathing during slee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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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clusion, the oropharyngeal exercise education program developed in this

study contributed to improving self-efficacy of OSA patients effectively. Exercise

execution rate which indicates intervention adherence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by the groups, but experimental group showed higher rate than control

group. Ultimately,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AHI,

daytime sleepiness, degree of snoring and dry mouth after waking up, the relevant

variables of sleep-improvement and demonstrate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oropharyngeal exercise education program

developed in this study will be able to utilized as an intervention strategy

improving intervention adherence of OSA patient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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