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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Objectives: The multiple sleep latency test (MSLT) is commonly used as a valid objective measure of sleepiness. The procedure of 

MSLT is well standardized but the sleep onset criterion is somewhat variable. One epoch of stage 1 sleep is the most commonly 

used criterion, and the criterion of three epochs of stage 1 sleep is also u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two 

criteria used to determine sleep onset. 

Methods: We retrospectively analyzed 60 consecutive MSLT that were performed according to a standaridized protocol. We scored 

each test using the two different criteria for sleep onset and then statistically analyed the results. 

Results: Using the different criteria, 20 patients among 60 showed changes in mean sleep latency (33.3%). The extent of change 

ranged from 1.3% to 38.5% (mean 15.9%). Non-narcoleptic patients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incidence of change than other 

sleep disorder patients. 

Conclusion: Changes in mean sleep latency occurred according to the different criteria of sleep onset. But the difference arising 

from different criteria was statistically not significant in patients with moderate to severe sleepiness. Considering that 1 epoch criterion 

for sleep onset is more sensitive in detecting clinically significant sleepiness, the authors suggest that the 1 epoch criterion is more 

reliable than the 3 epochs criterion.  Sleep Medicine and Psychophysiology 2004；11(2)：80-83 
 
Key words: Multiple sleep latency test (MSLT)·Sleep onset criterion. 

 

 

 

서     론 
 

수면잠복기반복검사(Multiple sleep latency test, MSLT)

는 주간 졸림증의 측정 및 과도한 졸음과 관계된 수면장애

의 진단을 위해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검사법이다. MSLT

는 기면병의 진단에 필요한 입면시 렘수면(sleep onset REM 

periods, SOREMP)의 확인은 물론 졸림증의 정량적 측정

과 기술에 있어 과학적인 타당도가 입증된 유일한 객관적 

검사법이다(1). 졸림증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MSLT는 

피험자가 수면에 빠져들 만한 조건을 최적화시킨 상태에서 

얼마나 빨리 수면에 도달하는지를 최소 4회에 걸쳐 반복적

으로 측정하여 평균수면잠복기를 산출하게 되며 검사의 신

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반적인 검사절차에 대한 표준화된 

시행방법이 제시되어져 있다(2). 하지만 MSLT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수면시작기준(sleep onset 

criterion)은 MSLT를 시행하는 수면센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3). 현재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준은 

1개이상의 epoch에서 1단계 수면이 기록되면 이를 수면의 

시작으로 간주하는 것이다(1,2,4). 그러나 Mitler(5)와 Ra-
dtke(6)와 같은 수면연구자들은 수면의 시작을 위해 최소 

3개 이상의 1단계 수면 epoch를 요구하였으며, Browman

과 Winslow(7)는 기면병의 진단에 있어서는 1개 epoch

기준이 적당하나 수면무호흡증의 경우는 별도의 기준을 적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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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면시작의 기준으로 1개 epoch의 1단계 수

면을 요구하는 기준(one-epoch criterion)과 3개 epoch

의 연속된 1단계 수면을 요구하는 기준(three-epoch cri-
terion)을 동일한 MSLT에 각기 다르게 적용하여 결과를 

해석하였을 때 어느정도의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고 

MSLT의 해석에 있어 보다 타당한 수면시작기준에 대해 논

의해 보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1999년 4월 부터 2004년 7월까지 고려대병원 수면다

원검사실에 의뢰된 환자들 중 전날밤 야간수면다원검사를 

시행후 수면잠복기반복검사를 시행받은 전체 66명의 환자 

중 후향적으로 의무기록 및 MSLT 결과의 검토가 가능하

였던 60명(총 300 nap)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전체 연구대상자의 의무기록과 수면잠복기반복검사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60명의 환자에서 시행된 총 300건

의 nap을 각기 1개 epoch기준과 3개 epoch 기준을 적용

하여 수면잠복기를 기록하였다. 또한 여러 연구자들의 공통

된 의견(1-6)에 따라 1단계 수면이 아닌 다른 단계의 비렘

수면 혹은 렘수면이 하나이상의 epoch에서 나타나는 경우

는 이를 수면시작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각각

의 nap에 대해 측정한 두개의 수면잠복기값에서 개별환자에 

대한 평균수면잠복기값을 각기 계산하여 비교, 분석 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수면다원검사기기는 Grass model 78이

였으며 검사지의 속도는 초당 10 mm로 페이지당 30초 

epoch를 사용하였다. 각종 전극 및 감지기는 표준화된 방

법에 따라 대상자에게 부착하였다. 뇌파전극은 국제기준인 

10~20체계(8)에 따라 C3/A2, C4/A1에 부착하였으며 수

면시작(sleep onset)확인에 유용한 알파 파(alpha wave)

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O1과 O2도 확보하였다. 안전도 

전극은 외안각(outer canthus) 외측 1 cm 상하방에, 하악 

근전도 감지기는 하악근(submentalis muscle)위에 부착하

였으며 심전도 전극은 지정된 위치(modified lead Ⅱ pos-
ition)에 부착하였다. 

 

3. 자료분석 

우선 전체대상의 성별, 나이등의 인구학적 변인과 진단을 

분석하였다. 전체 대상 중 수면시작의 기준을 달리 적용함

에 따라 평균수면잠복기결과상의 차이를 보인 대상의 숫자

와 변화율을 분석하였다. 진단에 따른 분류로 기면병군과 

비기면병군으로 나누어 평균수면잠복기결과상의 차이를 보

인 대상자의 숫자와 변화율을 비교하고 두군간의 차이를 카

이제곱검정으로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에는 SPSS 12.0 for 

windows를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p<0.05로 하

였다. 

 

연 구 결 과 
 

전체 연구대상자 60명 중 남자는 37명, 여자는 23명이였

고 평균연령은 34.02±14.40세였다. 의무기록의 후향적 재

검토를 통해 조사한 진단별 분류는 기면병이 41명(68.33%)

으로 가장 많았고 수면무호흡증이 7명(11.67%)이였으며 원

발성과수면증이 6명(10.00%), 기타수면장애가 6명(10.00%)

이였다. 

수면시작의 기준을 달리 적용함에 따라 MSLT의 결과가 

다르게 측정된 것은 60명 중 20명으로 전체의 33.33%에 

달했다. 3개 epoch 기준에 비해 1개 epoch 기준을 적용시 

단축되는 평균수면잠복기의 정도는 최소 1.36%에서 최대 

38.54%로 평균값은 15.94±12.36%로 나타났다. 측정된 

평균 수면잠복기는 1개 epoch 기준을 적용시엔 3.82±

4.48분, 3개 epoch 기준을 적용시에는 4.15±4.79분으로 

차이를 보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였

다(표 1). 

기면병군(N=41)과 비기면병군(N=19)으로 분류하여 비

교해보면 기면병군의 평균수면잠복기는 1개 epoch 기준을 

적용시 2.20±3.04분, 3개 epoch 기준 적용시엔 2.34±

3.36분이었다. 비기면병군의 경우는 1개 epoch 기준 적용

시 7.33±5.13분, 3개 epoch 기준 적용시엔 8.05±5.16

이였다(표 1). 기면병군에서는 전체 41명 중 17.07%인 7

명에서만 평균수면잠복기결과의 변화가 발생하였으나 비기

Table 1. Mean sleep latency based on selected criteria of sleep 
onset 

  One epoch 
criterion 

Three epoch 
criterion p-value

Total patient (N=60) 3.82±4.48 4.15±4.79 0.70*

Narcoleptics (N=41) 2.20±3.04 2.34±3.36 0.66*

Non-narcoleptics (N=19) 7.33±5.13 8.05±5.16 0.83*
*paired T-test 
 
Table 2. Frequency of changed mean sleep latency in narcole-
ptic and non-narcoleptic patients 

  Not changed Changed p-value**

Narcoleptics (N=41) 34 (82.93%) 07 (17.07%)

Non-narcoleptics (N=19) 06 (31.58%) 13 (68.4%)0
P<0.0001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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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병군에서는 전체 19명 중 68.42%인 13명에서만 변화가 

나타나 두군간의 현저한 차이를 보였으며(p<0.01)(표 2), 

특히 수면무호흡증인 경우는 전체 7명 중 거의 대부분인 6

명(85.71%)에서 결과에 변화를 보였다. 

 

고     찰 
 

본 연구에서 수면시작의 기준을 각기 1개 epoch 기준과 

3개 epoch 기준으로 달리 적용함에 따라 평균 수면잠복기

에 변화가 나타난 경우는 전체 60명(300 nap) 중 20명으

로 33.3%에 해당하였으나 이는 Benbadis 등(3)이 전체의 

73%에서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고한 것에 비교하면 매우 낮

은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Benbadis 등(3)의 연구에서는 

100명의 연구대상집단 중 대부분인 45명이 수면무호흡증환

자였으며 기면병 환자는 16명(16.00%)에 불과했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이 기면병환자(68.33%)라는 연구대상

집단의 이질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도 기면병군과 비기면병군으로 나누어 비교한 경우, 기면

병군에서는 수면시작의 기준을 달리 적용할 때 단지 17.07%

에서만 변화가 나타났던 반면 비기면병군에서는 68.42%

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어 두 군간의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평균수면잠복기 결과의 변화폭은 크지 않아서 3개 

epoch 기준 적용시에 비해 1개 epoch 기준 적용시 기면

병군과 비기면병군 모두에서 평균수면잠복기가 단축되기는 

했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아니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집단이 주간의 졸림을 호소

하는 수면장애환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수면잠복

기가 매우 짧은 것과 관계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본 

연구의 대상집단의 평균수면잠복기는 3개 epoch기준 적용

시에도 4.15±4.79분으로 평균 수면잠복기가 5분 이하에 

해당해 졸림증이 심각한 상태로 분류되는 환자들이였으며 

비기면병군의 환자들의 경우도 8.05±5.16분으로 졸림증

이 중등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였다. 이처럼 졸림증의 정

도가 심한 경우는 수면시작의 기준을 달리 적용함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기가 어렵다. 실제로 MSLT에서 수면잠복기

를 측정하는데 있어 3개 epoch 기준의 결과는 1개 epoch 

기준의 그것에 비해 정의상 최소한 같거나 더 길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며 수면잠복기가 짧을수록, 즉 졸림증의 정도

가 심한 수록 두 기준간의 차이가 나타날 확률은 낮아지게 

되고 차이가 나타나더라도 그 폭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기면병군에 비해 수면잠복기가 현저히 긴 수면무호

흡증을 비롯한 비기면병군에서 차이가 나타난 빈도가 더 높

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수면시작의 기준을 달

리 적용함에 따라 평균수면잠복기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

으며 상대적으로 수면잠복기가 긴 비기면병군에서 이러한 

변화의 빈도가 더 잦아지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후향적인 연구로 상대적으로 졸림증의 정도가 중등도이상

인 수면장애환자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대상환자 

60명의 구성 또한 기면병환자가 4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

는 반면 기면병을 제외한 기타수면장애 환자군은 19명에 

불과하다는등의 제한점이 있어 이 결과를 졸림증이 경도이

거나 거의 나타나지 않는 환자 혹은 정상인에 대한 것으로 

일반화 할 수는 없으며 기면병과 비기면병군의 직접비교에

도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본 연구는 졸림증이 중등도 

이상인 경우에는 수면시작의 기준으로 1개 epoch 기준이나 

3개 epoch 기준 중 어느 것을 적용하더라도 MSLT 결과에 

의미있는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따라서 졸림증의 정도가 경하거나,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

우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 보다 일반적인 MSLT에서의 수

면시작의 기준을 논의하려면 MSLT라는 검사의 임상적 의

미를 상기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과도한 졸리움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등의 상황을 초래

하거나 그에 관련되기 쉬워 잠재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으

므로(9,10)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졸리움의 정도를 객관적

으로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가 바로 MSLT이다(1,2). 

수면의 시작으로 1개 epoch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정의상 

최소한 16초의 수면이 필요하며, 수면으로 기록되지는 않지

만 microsleep으로 불리우는 5초에서 10초 정도의 짧은 

수면 삽화만으로도 기억력, 집중력 및 운동능력 등 각종 수

행기능에 손상이 발생함이 이미 잘 알려져 있음을(11-13) 

고려 한다면 MSLT가 측정하고자 하는 졸리움의 정의에 보

다 부합되는 것은 1개 epoch 기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모든 기준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위성을 완전

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수면단계를 기록하는‘gold sta-
ndard’인 Rechtschaffen과 Kale의 기준(14)조차 예외가 

아니어서 이를 비판하고 보완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15). 결론적으로 

어떠한 기준도 완벽할 수는 없으므로 임상가는 MSLT는 물

론 수면의학에서의 다양한 검사들의 해석에 있어 각종 기

준들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 각각의 기준이 어떠한 문

제의식을 가지고 설정된 것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적

절한 임상적 판단하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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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목  적：수면잠복기 반복검사(Multiple sleep latency test, 

MSLT)는 주간 졸림증을 측정하는 객관적 방법으로 현재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미국 수면학회의 MSLT guideline

에서는 수면의 시작을 최소 1개 epoch의 1단계 수면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수면센터에서는 수면의 

시작을 위해 3개 epoch 이상의 1단계수면을 요구하고 있

다. 본 연구는 두가지 다른 기준의 적용에 의해 수면잠복기 

반복검사의 결과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확인

하고 보다 타당한 수면시작기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1999년 4월부터 2004년 7월까지 고려대병원 수

면다원검사실에서 시행한 수면잠복기 반복검사중 60건(300 

nap)의 수면잠복기 반복검사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동일한 수면잠복기 반복검사기록을 각기 1개 epoch 기준

과 3개 epoch 기준을 적용하여 수면잠복기를 기록후 이를 

통계적 방법으로 비교하였다. 

결  과：전체 60명의 MSLT 중 수면시작의 기준을 달리 

적용했을때 평균 수면잠복기 결과가 달라진 경우는 20명으

로 33.3%였으며 3개 epoch 기준에 비해 1개 epoch 기준

을 적용시 단축되는 평균수면잠복기의 변화율은 최소 1.3%

에서 최대 38.5%으로 평균값은 15.9%였지만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였으며 수면잠복기가 상대적으로 긴 

비기면병군이 기면병군에 비해 변화가 발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결  론：다른 수면시작기준의 적용에 따라 수면잠복기결

과의 변화가 나타났으나 졸림증의 정도가 중등도이상인 경

우 그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은 아니였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졸리움을 보다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

는 기준이라는 측면에서는 1개 이포크기준이 보다 타당할 

수 있겠다. 
 

중심 단어：수면잠복기 반복검사·수면시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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