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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노인은 건강 문제 중 불면증과 수면의 질 감소를 가장 많이 호소하며, 

수면장애는 노인의 삶의 질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우울, 피로, 통증

이 재가노인의 수면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었으

나, 재가 노인의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합적으로 조사한 연구

는 부족하며, 노인의 수면 평가 시 주관적 도구를 이용하여 객관성 및 

정확성이 문제시되었다. 따라서 재가노인의 불면증 여부와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고, 객관적인 수면 측정도구인 액티그래프

를 이용하여 주관적 수면 측정 결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횡단적 서술 조사연구로, 서울시내 일개 복지관을 방문하는 

65세 이상 노인 1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우울, 피로, 통증은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주관적 수면 중 불면

증은 수면일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수면의 질과 주간 수면은 설문지

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객관적 수면은 액티그래프를 이용하여 조사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Windows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불면증은 전체 대상자의 92명(67.2%)이었다. 

2) 수면의 질은 평균 45.13±12.82점이었으며, 수면의 질이 상대적

으로 좋은 대상자가 68명(49.6%), 수면의 질이 나쁜 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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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명(50.4%)이었다.  

3) 불면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

석한 결과, 불면증은 우울 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R=3.088, p=.003).   

4)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

귀분석한 결과, 수면의 질은 우울하거나(OR=2.127, p=.045), 피

로할수록(OR=2.241, p=.044) 나빠진다.  

5) 주관적 수면 측정도구인 수면일지와 객관적 수면 측정도구인 액티

그래프는 수면 잠복기, 총 수면시간, 총 침상시간, 수면 중 각성 

횟수간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수면의 질과 액티그래프는 수면 중 

각성 시간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재가노인의 불면증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

면일지 측정한 양적 수면변수를 이용하여 불면증을 정의하였고, 수면일

지 결과를 액티그래프로 검증하였기 때문에 이는 비교적 정확도가 높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우울은 불면증과 수면의 질 모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나타났으며, 피로는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재가노인의 수면 조사 시 우울과 피로를 중요한 요인으로 고

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불면증, 수면의 질, 우울, 피로 

학  번: 2011-2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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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 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성공적인 

노화는 건강을 유지하며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Montross et al., 2006). 그러나 노인은 건강 문제 중 불면증과 

수면의 질 감소를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양수정과 

김진선, 2010) 수면장애는 삶의 질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Kamel & Gammack, 2006). 

불면증은 만성화 되면 체내 호르몬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면역체계의 적정기능을 저하시켜(Motivala & Irwin, 2007) 노인이 여러 

가지 질병에 쉽게 노출 될 수 있다.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기억력과 

집중력 감소, 우울 등을 초래할 수 있다(Jaussent et al., 2011; 신경림 

외, 2011). 반대로 우울증상이 심하면 수면 장애가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Riemann, Berger, & Voderholzer, 2001). 

선행 연구 결과 노인 인구의 수면장애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노인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수면 잠재기가 

늘어나고 수면 지속성이 악화되므로 각성 횟수와 각성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ncoli-Israel, 2009; 김신미 외, 1997; 이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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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심리적 요인 우울, 불안 또한 수면의 변화와 수면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Jaussent et al., 2011; 백윤아와 송미순, 2000). 

피로 또한 수면장애와 상호관련이 있다. 박미숙 등은(박미숙, 2009) 

피로가 수면 중 각성 횟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피로가 

주간 수면을 유발하여 결국 야간 수면을 악화시킨다는 보고도 

있다(Suh, Choi-Kwon, & Kim, 2014). 노인들이 자주 호소하는 통증 

또한 수면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Floyd, 1993; 

박부업, 2011). 통증이 심할수록 수면장애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용숙과 변혜선, 2014), 특히 통증은 수면 지속성과 수면의 

질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mith & Haythornthwaite, 2004). 

통증으로 인해 수면 도중 자주 깰 경우 주간 졸림과 낮잠이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다(Lautenbacher, Kundermann, & Krieg, 2006).  

그러나 지금까지 재가노인의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합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수면 장애 관련 

요인은 상반된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특히 질병 유무 및 보유 질병 개수 

그리고 우울, 피로, 통증 유무 및 정도에 따라 수면 장애 정도 및 

수면의 질이 다를 수 있다. 무엇보다 인지 기능 및 기억력이 감소된 

노인의 경우 주관적 설문도구 또는 자가 보고형 일기 및 일지를 이용한 

수면 연구 자료는 객관성 및 정확성이 의심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가노인의 불면증과 수면의 질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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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주관적 수면장애 정도 조사 결과를 객관적인 수면 측정도구인 

액티그래프(Actigraph)를 이용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불면증 및 

수면의 질을 조사하고 관련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재가노인의 불면증 유무 및 정도에 대해 파악한다. 

2) 재가노인의 수면의 질에 대해 조사한다. 

3) 재가노인의 우울, 피로, 통증을 파악한다.  

4) 재가노인의 불면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5) 재가노인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3. 용어 정의 

1) 불면증 

불면증은 지속적으로 수면 시작이나 수면 유지에 어려움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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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나 수면을 취했으나 충분히 회복이 되지 않는 

느낌이 있다고 호소하는 증상을 의미한다(Schutte-Rodin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수면 잠복기가 30분 이상, 수면 중 각성시간이 30분 

이상, 총 수면시간이 6시간 미만, 수면 효율이 85%미만 4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을 만족시키는 경우 불면증으로 정의한다(Buysse, Ancoli-

lsrael, Edinger, Lichstein, & Morin, 2006; Edinger et al., 2004).  

 

2) 수면의 질 

본 연구에서 수면의 질은 Verran&synder-Halpern(VSH) Sleep 

Scale(Snyder-Halpern & Verran, 1987)을 김경희(김경희, 2001)가 

번역하여 윤선희(윤선희, 2008)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로 평가하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주관적 수면 

야간 수면은 수면 잠복기, 총 침상시간, 총 수면시간, 수면 중 각성 

횟수, 수면 중 각성 시간, 수면 효율을 포함하며 주간 수면은 낮잠 

유무와 낮잠시간 및 회수를 포함한다. 

 

4) 우울 

노인의 우울은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장애를 가져오는 정서적인 

문제로 사회적 관계 위축, 미래에 대한 염세적인 태도, 자살에 대한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는 등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장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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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12). 본 연구에서 재가노인의 우울은 Yesavage 등(1986)이 

개발한 Geriatric Depression scale(GDS) short form(Yesavage & 

Sheikh, 1986)을 기백석(기백석, 1996)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GDS) Short 

Form-Korea Version, GDSSF-K)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5) 피로 

피로는 주관적인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의 고갈 상태로 신체적, 지적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이정현 et al., 2013). 본 연구에서 피로는 Krupp 외 3 명이 

개발한 Fatigue Severity Scale(FSS)(Krupp, LaRocca, Muir-Nash, & 

Steinberg, 1989)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로 평가하며 각 문항별 

점수의 평균 값이 높을수록 피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오전∙오후 피로는 3 일간 전화를 통해 어느 정도 피로한지 질문하여 

얻은 결과(피로하지 않음 0 점 - 극도의 피로 10 점 사이의 점수)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6) 통증 

통증은 실질적인 또는 잠재적인 조직 손상이나 이러한 손상에 

관련하여 표현되는 감각적이고 불유쾌한 경험을 의미한다(대한통증학회, 

2000). 본 연구에서는 통증 유무, 통증 정도, 통증 부위 수, 통증 

양상을 평가한다. 통증 정도는 11-point Numeric rating scale(NRS)을 



６ 

이용하여 측정하고 숫자가 클수록 통증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하며, 

통증 부위 수는 노인이 가장 많이 통증을 호소하는 관절 부위(무릎, 

어깨, 손, 무릎, 팔 등) 및 머리 통증(Bergh et al., 2003)의 수를 

의미한다. 통증 양상은 ‘없음’, ‘하루 종일 아픔’, ‘낮에 심함’, ‘밤에 심함’, 

‘불특정한 통증’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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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재가노인의 수면 

수면의 변화는 노인의 신체적 변화에 따른 건강문제 중에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으로 수면의 변화로 인해 수면장애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 

40%-70%의 노인인구가 만성적인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Cooke & Ancoli-Israel, 2006; 박미숙, 2009) 

노화과정에 따라 깊은 수면(Slow wave sleep)과 REM 수면이 감소하고 

수면-각성 활동 일주기가 변화한다(Martin, Sforza, Barthelemy, 

Thomas-Anterion, & Roche, 2014).  

노인은 잠자리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잠이 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깊은 수면을 취하는 시간이 줄어들며 수면 도중 자주 

깬다(Giron et al., 2002). 또한 아침에 일찍 잠에서 깨게 되어 낮 

시간의 피로가 증가하고 주간 수면이 증가한다(Van Someren, 2000). 

수면-각성 활동 일주기의 변화로 인해 노인은 야간 수면이 짧아지고 

낮잠경향이 증가하며(김신미 et al., 1997) 36-50세 중년에서 71-

83세 노인이 될 때까지 10년마다 27분씩 총 수면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Van Cauter, Leproult, & Plat, 2000). 

이혜순(2011)의 연구에 따르면 중(75세-85세), 후기(85세 

이상)고령노인이 전기고령노인(65-75세)보다 수면양상이 나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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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고령노인에서 후기고령노인으로 갈수록 밤 동안 잠에서 깨는 횟수가 

증가하며 다시 잠드는데 어려워진다. 여러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수면장애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Giron et al., 2002; 

김신미 et al., 1997) 수면 유도제를 사용하는 경우 장기간 사용 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반동효과로 불면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2005년 NIH 

보고에서 일시적이고 간헐적으로 수면 유도제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Vitiello, 1997).  

소음, 조명, 부적절한 온도, 사적인 공간 허용 여부, 야간 의료진의 

처지 등 여러 환경적 요인이 수면장애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주로 

입원 환자의 수면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여성 노인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전, 중기 고령 노인환자의 수면양상에 가장 

유의한 영향요인이 환경적 요인 이었으며 통증, 환경적 장애요인 및 

우울이 후기고령 노인 환자의 수면양상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보고되었다(이혜순, 2011). 

관절장애, 두통, 만성폐쇄성 폐질환, 수면무호흡증, 하지불안증후군, 

소화기궤양, 심혈관 질환, 암, 통증 등이 수면장애와 연관이 있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수면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증후군의 경우 

수면장애를 가져오는 1차적 원인 질환이다. 하지만 수면무호흡증이 

있더라고 과도한 주간 수면이나 주간 활동 장애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된다(Vitiello, 1997). 또한 수면무호흡증, 하지불안증후군이 

수면장애를 가져오는 1차적 원인 질환이지만 노화에 따른 활동일주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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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노인 수면장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Van Someren, 

2000). 질병에 따른 증상을 측정한 연구에 따르면 통증의 경우 

수면장애 여부에 따라 유의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숨이 차는 

증상은 수면장애 여부에 유의한 결과를 가져와 숨이 차는 호흡기계 

질환의 경우 수면장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한숙정, 

이은영, 김경미, & 박선남, 2007). 

주관적 건강지각, 불안, 우울, 정신질환, 스트레스 대처능력 저하, 인지 

기능 장애 등 여러 심리적 요인이 수면장애와 연관이 있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주관적 건강지각이 나쁠수록, 우울을 경험하는 

노인일수록 수면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Giron et 

al., 2002)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고 우울 정도가 낮을수록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장경오 et al., 2012). 

  

2. 재가노인의 수면과 관련요인  

 1) 재가노인의 우울과 수면 

우울은 나이가 들수록 노인에게서 흔하게 나타나는 심리적 증상이다. 

우울은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질병이환율을 높이고 수명을 

단축시킨다. 또한 우울로 인해 개인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사회관계가 

위축되고 미래에 대한 염세적인 태도가 늘어나면서 자살의 위험성이 

증가한다(Blazer, 2003). 우울발생 위험은 연령이 75 세 이상,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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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교육수준, 독거, 2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 일상생활 장애, 

수면장애에 의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며 수면장애 중 잠들기 어렵고 

수면 중 자주 깨는 증상이 우울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I. 

Jaussent et al., 2011). 

신경림 외 4 명(2011)의 연구에 따르면 우울은 수면장애가 있는 

노인이 수면장애가 없는 노인에 비해 3.7 배 더 많이 보고되며 

수면잠재기, 주관적인 수면의 질, 수면방해, 수면시간, 주간 기능장애, 

습관적 수면의 효율성, 수면제 사용 순으로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일부 연구에서는 수면장애가 우울과 관련이 있으며 우울 증상이 없으나 

우울의 가족력이 있는 대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REM 수면에 방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수면장애가 우울에 앞선다고 

보고하였다(Lauer, Schreiber, Holsboer, & Krieg, 1995).  

우울증상이 없는 3824 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4 년간 수면장애와 

우울발생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종단연구에 따르면 수면장애 증상은 

수면의 질 저하, 잠에 들기 어려움, 수면 유지의 어려움, 이른 기상 

4 가지로 나타났다. 잠에 들기 어렵고 수면 중 자주 깨는 증상이 우울의 

예측 인자가 되며 수면의 질 저하와 이른 기상은 우울증상과 관련이 

있긴 하나 예측인자는 아니다. 또한 과도한 주간 수면은 급성우울증상과 

관련이 있고 만성우울증상은 4 가지 수면장애 증상 장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I. Jaussent et al., 2011). 

반면 우울이 심해질수록 주관적 수면의 질과 수면 분절, 낮잠이 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aglione et al., 2012), 우울이 심해 

질수록 수면 지속성이 나빠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Rieman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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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 재가노인의 피로와 수면 

피로는 전체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육체적 능력을 저하시켜 사회생활 참여 능력을 저하시킨다. 65 세 

이상의 재가노인의 25%-63.5%가 피로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Yu, Lee, & Man, 2010; 박미숙, 2009).  

피로의 영향요인으로는 만성질병, 복용하는 약물 수, 운동, 음주, 통증, 

우울, 수면장애 등으로 보고되며 통증, 우울, 수면장애는 피로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다. 여러 영향요인 중 피로에 대해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인은 통증으로 피로의 21.4%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미숙, 

2009). 또한 수면 중 깨는 횟수가 많은 경우에 피로를 더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쁜 수면 패턴, 주간 졸림이 피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Tiesinga et al., 1999). 노인에게 

피로할수록 총 수면시간과 수면효율이 낮게 측정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Alapin et al., 2000), 잠에 들기 어렵고 수면 도중 자주 

깨는 것이 피로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oldman, Ancoli-

Israel, et al., 2008). 우울은 피로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대부분 

우울한 사람들이 피로를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우울과 수면 

장애가 피로의 34.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미숙, 2009).  

 

3) 재가노인의 통증과 수면 

노인은 만성질환 및 노화와 관련된 건강문제 발생 빈도가 증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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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을 경험할 위험이 크다. 노인의 대부분은 통증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특히 허리와 다리 관절 부위의 통증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명애 외, 1998).  

통증과 수면장애와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불면증상이 있는 사람의 

40.2%가 만성 통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Ohayon, 

2005), 통증은 각성을 유발하고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진성과 정도언, 2012). 또한 통증이 심할 수록 수면장애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변혜선과 김용숙, 2013) 통증 정도에 따라서 

수면양상의 차이가 있다. 중증의 통증인 경우 수면장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증이 낮에 심한 경우보다 하루 종일 지속되는 경우 

수면장애가 높다(김현주, 2013). 통증은 각성을 유발하여 잠들기가 

어려워지며 수면 중 각성회수를 증가시켜 수면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Smith & Haythornthwaite, 2004). 또한 수면 지속성이 악화 

되어 야간 수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주간 졸림과 낮잠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autenbacher, Kundermann, & Krieg, 2006). 급성, 

만성통증을 느끼는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30일간 수면과 통증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급성, 만성 통증 환자에서 수면의 질이 

낮고 불면증이 흔하며 불면증이 심할수록 낮에 통증이 더 

심화된다(Ohayon, 2005)



13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불면증 유

무 및 수면의 질을 조사하고 관련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서울시내 일개 복지관을 방문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인지장애 및 의

사소통 장애가 없고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자 

137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대상 선정기준 및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선정 기준 

(1) 만 65세 이상의 노인 

(2)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 

(3) 인지장애 및 의사소통 장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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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외 기준 

    (1) 수면일지 작성결과가 72시간 미만 인자 

 

 3) 대상자 수 산출 

표본의 크기를 산출하기 위하여 통계적 검정력 분석 G-power 

3.0.10을 이용하였다.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logistic regression통계(two tailed α=.05, power=.95, Odds 

ratio=2.84, 사전확률=.12)를 기준으로 114명이 도출되었으며, 20% 

탈락율(동의철회 혹은 기록 누락)을 고려하여 137명이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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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1) 대상자의 특성 

 설문지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동거여부, 월 소득)을 조사하였으며, 흡연여부(유/무), 음주여부(예/아니

오), 규칙적 운동여부(예/아니오)를 조사하였다. 규칙적 운동은 중증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루 30분 이상, 주 3회 이상 시행한 것을 의미한다. 질

병관련 특성으로 현재 앓고 있는 질환,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에 대해 

조사하였다. 현재 앓고 있는 질환 조사 시 수면과 통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저 질환(관절염, 신경성 동통, 만성 요통, 두통)(Ohayon, 

2005)유무를 포함하였다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는 복지관 내 신장∙체중자동측

정계(JENIX DS-103)로 체중과 신장을 측정하여 BMI(kg/m2)를 계산

하였다. BMI는 저체중(18.5kg/m2미만), 정상체중(18.5-22.9kg/m2), 

과체중(23-24.9kg/m2), 비만(25kg/m2-29.9kg/m2), 고도비만

(30kg/m2이상)으로 분류하였다(대한비만학회, 2009). 

   

2) 수면  

(1) 불면증 

불면증은 대상자의 주관적 수면 일지를 바탕으로 아래 4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을 만족시킬 경우 불면증으로 정의하였다(첫째, 수면 잠복기

가 30분 이상, 둘째, 수면 중 각성시간이 30분 이상, 셋째, 총 수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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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6시간 미만, 넷째, 수면 효율이 85%미만)(Buysse, Ancoli-lsrael, 

Edinger, Lichstein, & Morin, 2006; Edinger et al., 2004). 

 

(2) 수면의 질  

 대상자의 수면의 질은 VSH sleep scale을 김경희(2001)가 번역하고 

윤선희(2008)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8문항

으로 각 문항의 내용은 수면 도중 깬 정도, 수면 중 뒤척인 정도, 총 수

면시간, 수면의 깊이, 수면에 이르는데 걸리는 시간(수면 잠복기), 잠에

서 깨어날 때 느끼는 주관적 기분, 잠을 깬 방법, 수면 만족도로 구성되

어 있다. 10cm의 선을 이용한 시각적 척도로 1cm는 1점에 해당하고, 

측정 점수의 범위는 각 항목 마다 0(아주 나쁨)-10(아주 좋음)으로 측

정된다. 총 수면의 질의 점수는 8문항 점수의 합으로 총 점수가 높을수

록 수면의 질은 높은 것을 의미한다.  VSH가 절단점이 없어 대상자의 

평균 수면의 질 값을 기준으로 수면의 질이 ‘상대적으로 좋음(VHS 점

수≥VHS 평균)’군과  ‘나쁨(VHS 점수<VHS 평균)’군 두군으로 분

류하였다. 개발 당시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α =.82 이었

으며 이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Cronbach’s-α =.81 였다. 

 

(3) 주관적 수면 

수면일지(Sleep log)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주관적 수면 양상을 측정

하였다. 수면일지는 수면-각성 변화에 대한 수면 습관을 자가 보고형으

로 작성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수면일지를 통해 기상시각, 불 끄고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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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 든 시각, 잠들기 까지 걸리는 시간, 수면 도중 깬 횟수, 수면 도

중 각성 시간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수면일지에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면 잠복기, 총 침상시간, 총 수면시간, 수면 중 각성 횟수, 수면 중 각

성 시간, 수면 효율을 도출하여 야간 수면을 측정하였다. 주관적 수면의 

최종 값은 아래의 도출 방법으로 측정된 결과의 3일 평균 값이다. 

1) 수면 잠복기  

잠자리에 누워서 잠들기 까지 걸리는 시간(분) 

 2) 총 침상시간  

기상시각-불 끄고 잠자리에 든 시각(분) 

 3) 총 수면시간  

총 침상시간-수면 잠복기-수면 중 각성 시간(분) 

 4) 수면 중 각성 횟수  

수면 도중 잠에서 깬 횟수의 합계(회) 

 5) 수면 중 각성 시간  

수면 도중 깼다가 다시 잠들기 까지 걸린 시간의 합(분) 

 6) 수면 효율  

총 수면시간/총 침상시간×100(%) 

 7) 기상 시각 : 잠자리에서 깬 직후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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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취침 시각 : 불 끄고 잠자리에 든 시각 

주간수면은 낮잠 유무, 낮잠시간 및 횟수(일)를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

였다. 

 

(4) 주관적 수면일지 검증 

대상자의 주관적 수면 보고를 검증하기 위해 액티그래프(Philips 

Respironics, Actiwatch 2)를 이용하여 수면 잠복기, 총 침상시간, 총 

수면시간, 수면 중 각성 횟수, 수면 중 각성 시간, 수면 효율을 측정하였

다. 측정 결과 분석은 Phillips Actiware 6.0.5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

다. 액티그래프를 3일 측정한 결과와 장기간(7일, 14일) 측정한 결과의 

평균값이 차이가 없고, 7일 이상 액티그래프를 착용할 경우 노인의 액티

그래프 착용 이행도가 떨어지기 때문에(Rowe et al., 2008) 대상자는 

설문지 작성 후 비우성 손목에 Actiwatch 2를 착용하고(1일차), 착용한 

시간으로부터 72시간 동안 측정 후(4일차) 기기를 제거한다. 액티그래

프의 1 판독단위(ephoch length)는 15초이며, 특정 1 판독단위의 활동 

정도는 현재 판독단위 2분 전후의 활동수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각성 

역치(wake threshold value)는 40으로 설정하여 1 판독단위 당 40회 

이상의 활동을 보이면 각성으로 판독, 그 이하이면 수면으로 판독하였

다. 부동시간은 수면 시작(sleep onset)을 판단하며 10분간 각성이 없

는 기간이 처음 나타난 순간부터 수면 시작으로 간주하였다. 부동시간은 

수면 종료(sleep end)를 판단하며 10분간 각성이 없는 마지막 기간이 

끝나면 수면 종료로 판단하였다(Chae et al., 2009). 본 연구의 액티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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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프 기준설정은 위의 선행연구 방법을 참고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도출 

방법은 아래와 같다. 또한 객관적 수면의 최종 값은 아래의 도출 방법으

로 측정된 결과의 3일 평균 값이다. 

  1) 수면 잠복기 

   대상자가 누운 시각을 기준으로 활동 점수의 변화가 있는 시점에서      

   10 분간 각성이 없는 기간이 처음 나타난 순간까지의 시간(분) 

  2) 총 침상시간  

     대상자의 기상 시각-대상자의 누운 시각(분) 

  3) 총 수면시간  

    총 침상시간-수면 잠복기-수면 중 각성 시간(분) 

  4) 수면 중 각성 횟수 

    대상자가 수면 도중 1 판독단위 당 40 회 이상의 각성 역치를 보인  

    경우의 합계(회) 

  5) 수면 중 각성 시간 

    수면 중 깬 지점의 판독단위(분) 수의 합계 

  6) 수면 효율 

(총 수면시간/총 침상시간)×100(회) 

 

3) 우울 

 노인의 우울은 GDS short form을 기백석(1996)이 번안하여 표준화

한 한국판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GDSSF-K)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한국판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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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동안의 우울에 관한 각 문항에 ‘예’나 ‘아니오’의 양분척도

로 구성되어 있다. 15개 문항 중 2,7,8,11,12번 문항은 긍정적인 응답

을 한 경우 우울한 것으로 평가되고 나머지 10개 문항은 부정적인 응답

을 한 경우 우울한 것으로 평가된다. 총점은 15점 만점이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5점 이상일 경우 임상적으로 

우울한 것으로 평가하였다(기백석, 1996). 이 도구의 신뢰도는 기백석

이 표준화 할 당시 Chronbach's-α =.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α =.97 이었다. 

 

4) 피로 

 노인의 피로는 FS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FSS는 총 9문항으로 구

성된 검사도구로 지난 1주일 동안의 피로에 관한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1-7점까지 부여하도록 구성된 도구이다. 총점은 문항별 점

수를 합한 후 9로 나눈 평균값으로 계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4점 이상일 경우 임상적으로 피로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Lo Coco & La Bella, 2012). 원 도구의 Chronbach's-α값

은 .89이었다. 본 연구 대상자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α =.91 

이었다. 오전∙오후 피로는 3일간 전화를 통해 어느 정도 피로한지 질문

하여 얻은 결과(피로하지 않음 0점 - 극도의 피로 10점 사이의 점수)

로 조사하였으며, 3일간 오전, 오후 피로도 평균 값을 구하고 점수가 높

을수록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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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증  

통증 관련 특성은 통증 유무를 측정하고, 통증 정도, 통증 부위 수, 통

증 양상을 측정하였으며, 통증 정도는 NRS(Numeric rating scale)를 

이용하였다. NRS는 반복되는 여러 형태가 있으나 통증측정도구로 가장 

많이 쓰이는 11-point NRS(Farrar, Young, LaMoreaux, Werth, & 

Poole, 2001)를 이용하였다. 0-10점까지 숫자로 통증의 정도를 나타내

며 10점으로 갈수록 통증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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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았다(IRB No. 1506/001-

009). 참여 문건을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할 경우 서면 동의서

를 받았다. 서면 동의 전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또한 설문 작성 및 액티그래프 착용 도중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모든 대상자에게 수면 건강에 대한 강의를 제공

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였으며, 액티그래프 

측정을 완료한 대상자에게는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개인정보 유출을 방

지하기 위해 설문지는 회수 즉시 밀봉 봉투에 보관하였으며, 동의서와 

설문지는 시건 장치가 있는 연구실에 보관하여 연구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설문지 및 액티그래프 측정자료는 수거 즉시 연구자가 

데이터 베이스에 입력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 논문이 발표된 후에 

분쇄하여 폐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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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수집방법 

1)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5년 7월 20일 – 2015년 8월 26일까지 서

울 시내 J복지관에서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 전 J복지관과 연구진행에 

대한 사전 협약 후 복지관 내에 참여 문건을 배포하였다. J 복지관을 방

문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참여 문건을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 중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총 137명을 조사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자와 연구 보조원 3명이 실시하였으며, 연구 보조원

은 간호사 경력이 있거나 노인간호학 실습을 통해 노인을 응대하는 데 

익숙한 간호대학생 및 간호대학원생 3명이었다. 연구 보조원은 연구 시

작 전 연구의 목적과 연구 도구에 대한 설명 및 자료수집방법, 윤리적 

고려사항 등을 사전모임을 통해 연구자에게 교육 받은 후 자료 수집에 

참여하였다. 설문 전 연구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 윤리적 고려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서에 서명한 대상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은 대상자 1명당 30분 정도 소요됐으며, 자료조사자가 

대상자와 직접 면담하여 설문지를 완성하는 방식으로 자료 수집을 하여 

설문 문항이 누락되는 경우를 최소화 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 작성 후 

비우성 손목에 액티그래프를 착용하도록 하였으며, 착용 시간을 기준으

로 3일인 72시간을 반드시 착용해야 함을 설명하고, 액티그래프 수거시

간을 안내하였다. 샤워나 목욕을 비롯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액티그래

프를 제거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액티그래프를 제거한 시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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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도록 하였으며, 수면일지는 매일 아침에 잠에서 깬 직후에 작성하

도록 하였다. 액티그래프를 착용하는 72시간 동안 매일 모든 대상자들

에게 전화하여 액티그래프를 지속적으로 착용하고 수면일지를 작성하도

록 당부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 도중 액티그래프 착용하는 것이 어려워 

연구 참여를 거부한 대상자는 수면일지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됨을 설

명하고, 수거시간에 액티그래프를 수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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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

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수면(불면증, 수면의 질, 주관적 수면), 우

울, 피로, 통증은 기술 통계 방법을 이용하여 빈도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관련변수와 불면증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와 chi-square test를 통해서 검정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관련변수와 수면의 질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와 chi-square test를 통해서 검정하였다.  

(4) 대상자의 불면증 및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분형 logistic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5) 수면의 객관적인 측정결과와 주관적인 측정결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6) 본 연구에 사용한 수면의 질, 우울, 피로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α로 분석하였다. 

(7)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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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015년 7월 20일부터 2015년 8월 26일까지 복지관 내에 참여 문건

을 보고 자발적으로 참가한 연구 대상자 총 대상자 탈락률은 8.7%이다. 

Total number of elderly people 

enrolled in study 

n=150 

 

Assessed for eligibility 

 

 

Total recruited and signed the informed 

consents 

n=145 

 

 Excluded 

∙ Did not record sleep log    n=8 

 

 

Data available for analysis 

n=137 

 

Figure 1. The number of analyzed participants 

 

Excluded 

    Eligible but not recruited 

     ∙ Refused to participate  n=3 

     ∙ Under 65 years old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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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42명(30.7%), 여자 95명(69.3%)이었고 연령은 평균 74.07±

5.18세 이며 65세에서 75세 사이가 74명(54.0%)으로 가장 많았다. 최

종 학력은 중졸 이하가 86명(62.8%)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 35명(25.5%)이었다. 혼자 거주하는 대상자가 61명(44.5%)였으며, 

월 소득은 월 100만원 이하가 105명(76.6%)으로 가장 많았다. 체질량 

지수는 정상범위인 18.5-22.9kg/m2 사이가 51명(37.2%)으로 가장 많

았으며 현재 흡연자가 6명(4.4%)이었다. 1주일에 1회 이상 음주하는 대

상자가 28명(20.4%),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대상자는 82명(59.9%)이었

다.  

대상자들의 질병관련 특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고혈압이 68명(49.6%)

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내분비 질환(당뇨, 고지혈증) 52명

(38.0%), 근골격계 질환 39명(28.5%), 심장질환(심근경색, 협심증) 21

명(15.3%) 순이었다. 동반 질환 수가 하나도 없는 대상자는 15명

(10.9%), 1개 44명(32.1%), 2개 45명(32.8%), 3개 이상 33명(24.1%) 

이었으며 복용 약물 수는 1개 52명(38.0%), 2개 34명(24.8%), 0개 

26명(19.0%), 3개 이상 25명(18.2%) 이었다. 처방된 수면제를 복용하

는 대상자는 15명(10.9%)이었다(Tab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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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37)                       

Variables Categories n(%) or Mean ± SD 

Gender Male 42(30.7) 

Female 95(69.3) 

Age(yrs)  74.07±5.18  

65-<75 74(54.0) 

75-<85 59(43.1) 

≥85 4(2.9) 

Level of education ≤Middle school 86(62.8) 

High school 35(25.5) 

≥College graduate 16(11.7) 

Living alone Yes 61(44.5) 

No 76(55.5) 

Monthly income 

(1,000 won) 

<1,000 105(76.6) 

1,000-<2,000 23(16.8) 

≥2,000 9(6.6) 

BMI(kg/m2)* <18.5 1(0.7) 

18.5-<22.9 51(37.2) 

23-<24.9 32(23.4) 

25-<29.9 46(33.6) 

≥30 7(5.1) 

Smoking Yes 6(4.4) 

No 131(95.6) 

Alcohol Yes 28(20.4) 

No 109(79.6) 

Regular exercise Yes  85(59.9) 

No 52(40.1) 

Name of diseases 

(multiple responses) 

Hypertension 68(49.6) 

Endocrine disease 

(diabetes, hyperlipidemia) 
52(38.0) 

Musculoskeletal disease 39(28.5) 

Heart disease 

(myocardial infarction, angina)  
21(15.3) 

The number of comorbid 

disease 

 1.80±1.14 

0 15(10.9) 

1 44(32.1) 

2 45(32.8) 

≥3 33(24.1) 

The number of prescribed 

medicine(per a day) 

 1.44±1.03 

0 26(19.0) 

1 52(38.0) 

2 34(24.8) 

≥3 25(18.2) 

Taking sleeping pills Yes 15(10.9) 

No 122(89.1) 

Note. BMI(kg/m2)=Body Mass Index(k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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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수면 

(1) 불면증 

불면증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불면증이 있는 대상자는 92명

(67.2%)로 나타났다(Table 2). 

 

(2) 수면의 질 

VSH로 측정한 수면의 질은 평균 45.13±12.82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수면의 질이 상대적으로 좋은 대상자는 68명(49.6%), 그렇

지 않은 대상자는 69명(50.4%)이었다. 

 

(3) 주간 수면 

낮잠을 잔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33명(24.1%)이었으며(Table 2), 평

균 낮잠시간은 57.88±40.87분이었다. 낮잠 횟수는 1.08회(일)였다. 

 

(4) 주관적 수면 

수면일지를 이용하여 측정한 야간 수면은 수면 잠복기(Sleep latency: 

SL)가 평균 24.70±20.95분이었고, 총 침상시간(Total bed time: TBT)

은 평균 422.52±77.29분이었다. 또한 총 수면시간(Total sleep time: 

TST)은 평균 364.74±89.10분, 수면 중 각성 횟수(Number of aw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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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sleep: #Awake:)는 평균 1.71±1.06회였으며, 수면 중 각성 시

간(Wake After Sleep Onset: WASO)은 평균 32.35±38.68분이었다. 

수면 효율은 평균 86.42±11.99%이었고 기상 시각은 평균 5시 46분, 

취침 시각은 평균 10시 4분 이었다(Table 2). 

 

Table 2. Sleep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37) 

Variables n (%) or Mean ± SD 

Insomnia  

 Yes 92(67.2) 

 No 45(32.8) 

Quality of nighttime sleep 45.13±12.82 

Taking a nap  

Yes 33(24.1)  

No 104(75.9) 

Sleep log  

SL
*
(Min) 24.70±20.95 

TBT
*
(Min) 422.52±77.29 

TST
*
(Min) 364.74±89.10 

#Awake
*
 1.71±1.06 

WASO
*
(Min) 32.35±38.68 

SE
*
(%) 86.42±11.99 

 Wake up time(AM h:m) 5:46 

 Bedtime(PM h:m) 10:04 

Note. SL=Sleep latency, TBT=Total bed time, TST=Total sleep time, 

#Awake=Number of awake during sleep, WASO=Wake after sleep onset, 

SE=Sleep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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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우울, 피로, 통증 

대상자의 우울과 피로, 통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우울한 대상자는 77

명(56.2%), 피로한 대상자는 46명(33.6%)이었으며, 통증이 있는 대상

자는 92명(67.2%)이었다. 통증 정도는 평균 3.68±3.13점이었으며 통

증이 없는 대상자가 42명(30.7%), 통증 부위 수가 한군데인 대상자가 

60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두 군데인 대상자가 27명(19.7%)이었

다. 통증이 낮에 심한 경우가 47명(34.3%)로 가장 많았고, 밤에 통증이 

심한 경우는 14명(10.2)%였다(Table 3).  

 

Table 3. Depression, fatigue, pain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37) 

Variables Categories n(%) or Mean ± SD 

Depression  8.66±8.23 

Yes(≥5) 77(56.2) 

No(<5) 60(43.8) 

Fatigue  3.43±1.28 

Yes(≥4) 46(33.6) 

No(<4) 91(66.4) 

Pain   

 Yes 92(67.2) 

 No 45(32.8) 

Intensity of pain  3.68±3.13 

The number of pain sites  42(30.7) 

 1  60(43.8) 

 2  27(19.7) 

 ≥3  8(5.8) 

Characteristics of pain  42(30.7) 

 24-hour-a-day 14(10.2) 

 Severe at daytime 47(34.3) 

 Severe at nighttime 14(10.2) 

 Nonspecific 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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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불면증과 관련변수 

불면증이 있는 대상자는 불면증이 없는 대상자에 비해 우울 정도가 유

의하게 높고(p=.002), 수면의 질이 유의하게 낮았다(p<.001)(Table 4). 

불면증 유무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체중, 생활습관, 보유 질병 수, 복용

약물의 차이는 없었다. 

 

Table 4. Insomnia related factors                                 (N=137) 

Variables 

Insomnia, n(%) 

χ2 or t p Yes 

n=92(67.2%) 

No 

n=45(32.8%) 

Gender 

  Male 26(28.3) 16(35.6) .751 .432 

  Female 66(71.7) 29(64.4) 

Age, Mean ± SD 73.90±5.49 74.25±4.88 .782 .436 

Level of education   

≤Middle school 61(66.3) 25(55.6) 1.083 .362 

High school 21(22.8) 14(31.1) 

≥College graduate 10(10.9) 6(13.3) 

Living alone 

Yes 46(75.4) 15(60.5) 3.374 .071 

  No 46(24.6) 30(39.5) 

Monthly income(1,000 won) 

<1,000 72(78.3) 33(73.3) 1.202 .281 

1,000-<2,000 16(17.4) 7(15.6) 

≥2,000 4(4.3) 5(11.1) 

BMI(kg/m2)* 

≤22.9 36(39.1) 16(35.6) .019 .918 

23-<24.9 20(21.7) 12(26.7) 

≥25 36(39.1) 17(37.8) 

Smoking 

  Yes 3(3.3) 3(6.7) .831 .394 

  No 89(96.7) 42(93.3) 

Alcohol 

  Yes 17(18.5) 11(24.4) .657 .499 

  No 75(81.5) 34(75.6) 

Regular exercise 

  Yes 56(60.9) 29(64.4) .163 .687 

  No 36(39.1) 16(35.6) 

The number of comorbid disease 

0 8(8.7) 7(15.6) .085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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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9(31.5) 15(33.3) 

2 36(39.1) 9(20.0) 

More than 3 19(20.7) 14(31.1) 

The number of prescribed medicine 

0 17(18.5) 9(20.0) .140 .717 

1 35(38.0) 17(37.8) 

2 22(23.9) 12(26.7) 

More than 3 18(19.6) 7(15.6) 

Sleeping pills 

  Yes 13(14.1) 2(4.4) 2.887 .143 

  No 79(85.9) 43(95.6) 

Depression 

  Yes 60(65.2) 17(37.8) 9.176 .002* 

  No 32(34.8) 28(62.2) 

Fatigue 

  Yes 32(34.8) 14(31.1) .181 .670 

  No 60(65.2) 31(68.9) 

Pain     

Yes 65(70.7) 27(60.0) 1.543 .214 

No 27(29.3) 18(40.0)   

Taking a nap 

  Yes 26(28.3) 7(15.6) 2.648 .137 

  No 66(71.7) 38(84.4) 

VSH score*, Mean ± SD 42.55±12.5 50.38±12.07 -3.486 .001* 

Sleep log, Mean ± SD 

SL*(Min 30.51±23.00 12.82±6.94 5.041 <.001† 

TBT*(Min) 410.21±84.19 447.68±53.32 -2.727 .007* 

TST*(Min) 333.80±87.94 427.98±49.53 -6.677 <.001† 

#Awake* 1.80±1.12 1.53±0.92 1.430 .155 

WASO*(Min) 42.33±43.52 11.93±8.40 4.636 <.001† 

SE*(%) 82.48±12.79 94.47±2.81 -6.205 <.001† 

Note. VSH score=Verran and Snyder-Halpern Sleep Scale score, Abbreviations as in Table 

1, Table 2,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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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상자의 수면의 질과 관련변수 

수면의 질을 ‘나쁨(VHS 점수<VHS 평균)’ 과 ‘상대적으로 좋음

(VHS 점수≥VHS 평균)’ 두 군으로 분류하고 두 군의 변수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 월 수입이 더 적고(p=.012), 

동반 질환 수가 많으며(p=.015), 복용 약물이 많았다(p=.018). 또한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 더 우울하며(p=.005) 더 피로한 것으로

(p=.005) 나타났다. 수면의 질이 나쁠 경우 불면증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2)(Table 5).  

 

Table 5. Nighttime sleep quality related factors                  (N=137) 

Variables 

Quality of nighttime sleep, n(%) 

χ2 or t p Poor 

(n=69) 
Relatively good 

(n=68) 

Gender 

  Male 20(29.0) 22(32.4) .181 .670 

  Female 49(71.0) 46(67.6) 

Age, Mean ± SD 74.25±4.88 73.90±5.49 .394 .694 

Level of education   

≤Middle school 46(66.7) 40(58.8) 2.727 .099 

High school 19(27.5) 16(23.5) 

≥College graduate 4(5.8) 12(17.6) 

Living alone 

Yes 35(50.7) 26(38.2) 2.147 .143 

  No 34(49.3) 42(61.8) 

Monthly income(1,000 won) 

<1,000 58(84.1) 47(69.1) 6.358 .012* 

1,000-<2,000 10(14.5) 13(19.1) 

≥2,000 1(1.4) 8(11.8) 

BMI(kg/m2)* 

≤22.9 26(38.2) 26(37.7) .085 .771 

23-<24.9 17(25.0) 15(21.7) 

≥25 25(36.8) 28(40.6) 

Smoking 

  Yes 3(4.4) 3(4.3) .000 .985 

  No 65(95.6) 66(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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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ohol 

  Yes 15(21.7) 13(19.1) .144 .705 

  No 54(78.3) 55(80.9) 

Regular exercise 

  Yes 42(60.9) 43(63.2) .081 .776 

  No 27(39.1) 25(36.8) 

The number of comorbid disease 

0 6(8.7) 9(13.2) 5.932 .015* 

1 17(24.6) 27(32.1) 

2 24(34.8) 21(30.9) 

More than 3 22(31.9) 11(16.2) 

The number of prescribed medicine 

0 10(14.5) 16(23.5) 5.574 .018* 

1 22(31.9) 30(44.1) 

2 21(30.4) 13(19.1) 

More than 3 16(23.2) 9(13.2) 

Sleeping pills 

  Yes 9(13.0) 6(8.8) .621 .431 

  No 60(87.0) 62(91.2) 

Depression 

  Yes 47(68.1) 30(44.1) 7.955 .005* 

  No 22(31.9) 38(55.9) 

Fatigue 

  Yes 31(44.9) 15(22.1) 7.972 .005* 

  No 38(55.1) 53(77.9)   

Pain     

  Yes 50(72.5) 42(61.8) 1.764 .184 

  No 19(27.5) 26(38.2)   

Taking a nap 

  Yes 17(24.6) 16(23.5) .023 .880 

  No 52(75.4) 52(76.5) 

Insomnia     

  Yes 55(79.7) 37(54.4) 9.865 .002* 

  No 14(20.3) 31(45.6) 

Sleep log, Mean ± SD 

SL*(Min)  31.07±23.69 18.24±15.42 3.753 <.001† 

TBT*(Min) 
413.32±

74.05 
431.85±79.91 -1.408 .161 

TST*(Min) 
344.31±

88.56 
385.47±85.37 -2.769 .006* 

#Awake* 2.11±1.18 1.31±0.74 4.735 <.001† 

WASO*(Min) 40.14±44.29 24.44±30.32 2.417 .017* 

SE*(%) 82.34±14.01 90.56±7.63 -4.257 <.001† 

Note. VSH score=Verran and Snyder-Halpern Sleep Scale score, Abbreviations as in Table 

1, Table 2,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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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상자의 불면증 및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1) 불면증 관련 요인 

불면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사하기 위하여, 단변량 분석 결과 

유의한 변수인 우울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우도비를 이용한 후진제거법을 이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불면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우울

(OR=3.088, p=.003)로 확인되었다(Table 6). 유의한 변수를 포함한 

최종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9.1%였다. 본 모형의 분류 정확도는 67.2%

로 예측의 정확도가 양호함을 알 수 있으며, Hosmer Lemeshow 

Goodness-of-fit test를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p=.734로 .05보다 크기 때문에 모형이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확인

하였다.   

 

Table 6. Factors influencing insomnia on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N=137) 

Insomnia B p OR 95% CI 

Depression 1.128 .003
*
 3.088 1.474-6.471 

(Constant) .134 .606 1.143  

Note.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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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면의 질 관련 요인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사하기 위하여, 단변량 분석 결과 

유의한 변수인 월 소득, 동반 질환 수, 복용 약물 수, 우울, 피로를 독립

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우

도비를 이용한 후진제거법을 이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우울

(OR=2.127 p=.045)과 피로(OR=2.241, p=.044)로 나타났다(Table 

7). 유의한 변수를 포함한 최종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1.4%였다. 본 모

형의 분류 정확도는 62.8%로 예측의 정확도가 양호함을 알 수 있으며, 

Hosmer Lemeshow Goodness-of-fit test를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

를 검정한 결과, p=.984로 .05보다 크기 때문에 모형이 통계적으로 적

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7. Factors influencing nighttime sleep quality on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N=137) 

Nighttime sleep 

quality 
B p OR 95% CI 

Depression .755 .045
*
 2.127 1.017-4.449 

Fatigue .807 .044
*
 2.241 1.020-4.924 

(Constant) -.675 .015
*
 .509  

Note.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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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액티그래프를 이용한 주관적 수면일지 검증 

본 연구에서 주관적 수면 측정도구로 이용한 수면일지의 객관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액티그래프 결과와 수면일지 결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

사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137명 중 72시간 측정한 액티그래프

(Actigraph) 결과가 유효한 103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

면 잠복기(r=.281, p=.004)와 총 수면시간(r=.427, p<.001) 사이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총 침상시간(r=.191, p=.053), 수면 

중 각성 횟수(r=.194, p=.050) 또한 거의 유의수준과 비슷하게 관련성

이 있었다. 또한 VSH로 측정한 주관적인 수면의 질과 액티그래프로 측

정한 결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수면 중 각성 시간 사이에 음

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195, p=.048)(Table 8).  

 

Table 8. Correlation of sleep variables 

(N=103) 

Variables SL*(Min) TST*(Min) TBT*(Min) #Awake WASO*(Min) SE*(%) 

Actigraph-

sleep log 

.281 

p =.004
*
 

.191 

p =.053 

.427 

p =.000
†

 

.194 

p =.050 

.066 

p =.508 

.107 

p =.281 
Actigraph-

VSH Sleep 

Scale Score* 

-.037 

p =.710 

-.003 

p =.972 

-.066 

 p =.506 

-.128 

p =.196 

-.195 

p =.048
*
 

.065 

p =.514 

Note. Abbreviations as in Table 2,4,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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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추가 분석 

기상시간과 우울과의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해 우울과 기상시각 사이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우울과 기상시각 사이에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9) 

 

Table 9.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wake up time       

(N=137) 

Variables 

Depression, n(%) 

χ
2
 p Yes 

(n=77) 

No 

(n=60) 

Wake up time(AM, h:m)  

 <5:00 

 5:00-7:00 

 ≥7:00 

 

17(22.1) 

45(58.4) 

15(19.5) 

 

16(26.7) 

38(63.3) 

6(10.0) 

1.715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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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가 불면증과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

기 위해 피로를 오전피로와 오후 피로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불면증은 오전 피로와 관련이 있었으며(Table 10), 오후 피로와는 관련

이 없었다. 반면 수면의 질은 오전/오후 피로 모두와 관련이 있었다

(Table 11). 

  

Table 10. Relationship between insomnia and morning/afternoon fatigue 

 (N=130) 

Note. *p<.05 

 

Table 11. Relationship between nighttime sleep quality and morning/afternoon 

fatigue   

                                                      (N=130) 

Variables 

Quality of nighttime sleep  

χ
2
 or t p 

Relatively 

good 

(n=65) 

Poor 

(n=65) 

Fatigue,  

Mean ± SD(morning) 
2.76±1.72 4.32±1.82 5.008 <.001

†
 

Fatigue,  

Mean ± SD(afternoon) 
3.31±1.98 4.16±1.86 2.554 .012

*
 

Note. *p<.05, †p<.001  

  

Variables 

Insomnia, Mean±SD 

χ
2
 p Yes 

(n=88) 

No 

(n=42) 

Fatigue,  

Mean ± SD(morning) 
3.79±1.98 3.02±1.73 2.136 .035

*
 

Fatigue,  

Mean ± SD(afternoon) 
3.76±1.97 3.67±1.95 .245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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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의 질과 피로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VSH 세부 항목 중 ‘잠

에서 깨어났을 때 느끼는 피로 정도’와 수면 중 각성횟수를 조사한 결

과 두 변수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12).  

 

 Table 12. Correlation between VSH sleep score scale No.6 and #Awake 

 (N=137) 

Note. Abbreviations as in Table 4 

 

주간 수면이 불면증 및 수면의 질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주간 

수면이 수면일지로 측정한 야간 수면 측정 결과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으나,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13). 

 

Table 13. Relationship between Daytime sleep and sleep log     (N=137) 

Note. Abbreviations as in Table 2 

Variables 
#Awake 

r p 

VSH sleep scale No.6 -.260 .002
* 

Variables 

Taking a nap, Mean±SD 

t p Yes 

(n=33) 

No 

(n=104) 

SL*(Min) 24.03±20.67 24.91±21.14 -.210 .834 

TBT*(Min) 
404.16±

82.90 

425.35±

74.90 

-1.575 .436 

TST*(Min) 
354.17±

80.03 

368.09±

91.90 

-.781 .118 

#Awake* 1.62±.80 1.74±1.13 -.583 .561 

WASO* 26.31±21.45 34.26±42.62 -1.029 .306 

SE*(%) 87.72±8.21 86.01±12.97 .714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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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서울시내 일개 복지관을 방문하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불면

증과 수면의 질 정도를 조사하고 관련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 대상자 중 주관적 수면일지로 측정한 결과가 불면증의 기준에 

부합한 대상자는 92명으로 총 대상자의 67.2%에 해당하였다. 이는 국

내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불면증 유병률인 26.6%~53.3%보다 높았으

며(Kim et al., 2013; Lee et al., 2013; Ohayon & Hong, 2002; 안소현 

외, 2015), 국외의 노인 불면증 유병률인 32.6%~49.0%(Babar et al., 

2000; Schubert et al., 2002)보다도 높았다.  

이는 몇 가지 이유에 기인할 수 있다. 첫째, 연구마다 불면증의 정의

의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 비해(Kim et al., 

2013; Lee et al., 2013; Ohayon & Hong, 2002; 안소현 외, 2015; 

Babar et al., 2000; Schubert et al., 2002) 불면증 정의 기준이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면 잠복기, 수면 중 각성시간, 총 수면

시간 및 수면효율 중 한 가지 변수라도 기준에 미달인 경우 불면증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수면일지를 3일간 조사하여 

평균하였다는 점, 그리고 이를 객관적인 액티그래프 자료를 통해 검증하

였다는 점에서는 정확도가 높아 불면증이 과대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적

다. 불면증의 정의를 네 가지 변수를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재조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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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분석한 결과 본 연구 대상자의 불면증은 13.1%이다. 또한 네 가지 

변수를 모두 만족하는 대상자 중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람은 11.1%로 

노인의 경우 불면증을 가지고 있지만 본인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적음을 알 수 있다(Fetveit & Bjorvatn, 2009).   

 둘째로 본 연구 대상자 중 불면증 빈도가 높은 것은 본 연구 대상자

의 수면의 질이 나쁜 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수

면의 질은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수면의 질인 60.00점(Suh, 

Choi-Kwon, & Kim, 2016) 보다 낮았으며,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측

정한 수면의 질 51.6점(Ju et al., 2013)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예상치 못한 결과이다.  

이는 아마도 본 대상자가 선행 연구대상자에 비해 나이가 많은 것에 

기인할 수 있다. 나이는 수면의 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보고된바 있

다(Ancoli-Israel, 2009; 김신미 외, 1997; 이혜순, 2011). 또한 본 연

구 대상자의 수면의 질이 낮은 것은 대상자의 동반 질환 수가 많은 것과

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선행연구 결과 동반 질환 수가 많은 노인일수

록 수면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Foley et al., 

2004) 이는 본 연구 결과에서  동반 질환의 개수와 수면의 질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 본 연구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노인

이 만성 질환으로 인해 복용하는 심혈관계, 신경계, 소화기계 등의 약물

이 수면장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ncoli-Israel, 2009). 

본 연구 결과 우울은 독립적으로 불면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

났다. 불면증이 우울의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으나 선행 



44 

연구 결과 불면증이 있을 경우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Foley, 

Ancoli-Israel, Britz, & Walsh, 2004; Taylor, Lichstein, Durrence, 

Reidel, & Bush, 2005; 안소현 et al., 2015). 반면 일부 다른 연구에서

는 노인의 불면증이 우울을 예측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Ohayon, 2002; Perlis et al., 2006). 본 연구 결과 우울하면서 불면증

이 있는 대상자는 60명(43.8%)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불면증이 있으

나 우울하지 않은 노인이 32명(23.4%)로 나타나, 우울할 경우 불면증

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수면장애와 우울의 관련성은 뇌졸중(Suh et al., 2016), 암환자

(Mercadante, Girelli, & Casuccio, 2004) 등 질병이 있는 노인 뿐 아

니라 재가 노인(Cho et al., 2008)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아

마도 우울 측정 도구의 특성에 기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울 측정 

도구는 수면장애를 하나의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측정도구에 의한 관련성을 배제하기 위해 우울 측정 도구 중 수면관

련 항목을 포함하기 않은 도구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우

울과 수면장애가 독립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우울한 대상

자는 수면의 질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우울과 수면장애의 관련성을 

뒷받침한다(Wu, Su, Fang, & Chang, 2012). 본 연구 결과 우울은 수면

의 질을 예측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우울할 경우 수면의 질이 나쁠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Maglione et al., 2012; Paudel et al., 2008; Suh, Choi-Kwon, & Kim, 

2016; 양수정과 김진선,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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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 우울과 수면의 질 저하는 무엇이 원인이고 결과인지 알

기 어렵다. 우울 환자는 수면 시작이 어렵고 수면지속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된 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Jaussent et al., 2011). 본 연구 

결과에서도 수면의 질이 나쁠 경우 수면 잠복기와 수면 중 각성 횟수가 

유의하게 긴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우울이 

심해 질수록 수면 지속성이 나빠지는 것을(Riemann et al., 2001) 고려

하면 우울과 수면의 질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반면 본 연구 결과 이른 기상시간은 우울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예상치 못한 결과이다. 선행 연구에서 이른 기상 시간이 우

울 증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Jaussent et al., 

2011). 이는 본 연구자의 이른 기상시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본인이 빨리 일어난다고 느끼는 정도를 조사하였으나 본 연

구에서는 실제 기상시간을 측정하였으며, 대상자들의 평균 기상 시각은 

5시 46분으로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재가 노인의 평균 기상시각 7시 17

분보다 빨랐다(Ohayon & Vecchierini, 2005). 또한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 취침 시각은 10시 4분으로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취침 시각인 10

시 55분(Ohayon & Vecchierini, 2005)과 큰 차이가 없어서 아마도 전

체 수면 시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선행 연구 결과 

사회적 여가 활동이 있으면 경우 이른 기상시간은 별 문제가 없다는 보

고가 있다(안소현 외, 2015),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다른 연구의 대상자

에 비해 복지관 활동을 위해 규칙적인 시간에 일찍 일어날 가능성이 높

으므로, 이른 기상시각이 우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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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단변량 분석 결과 수면의 질이 나쁜 경우 더 피로한 것으로 나타났으

나 불면증과는 관련이 없었으며, 다변량 분석 결과 피로는 수면의 질을 

예측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수면의 질과 피로의 관련성은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되었다. 수면의 질과 피로의 인과관계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수면의 질이 나쁠 경우 피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Alapin et al., 2000; 이선옥 외, 2005; Nicassio, Moxham, Schuman, 

& Gevirtz, 2002).  

본 연구에서는 수면장애와 피로의 인과관계를 부분적으로라도 설명하

기 위해 피로 정도를 오전, 오후로 나누어 수면의 질, 불면증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불면증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오전만 피로하고 

오후에는 피로가 회복되는 것으로 보이나 수면의 질이 나쁠 경우 오전, 

오후 피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을 경우 피로를 느끼는 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피로가 수

면의 질에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대상자가 호소하는 피로는 수면의 질의 저하로 인

한 결과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수면의 질이 저하되면 왜 피

로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전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는 아마도 수면 

중 각성횟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선행 연구 결과 각성 회수와 피로

의 양적 상관관계가 보고되었다(Goldman, Ancoli-Israel, et al., 2008; 

박미숙, 2009). 본 연구에서도 VSH sleep scale의 세부 문항 중 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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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났을 때 피로 정도와 수면 중 각성 횟수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면 중 각성 횟수가 피로와 관련이 있는 변수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면 중 각성 횟수가 많은 대상자의 경우 수면의 질이 나쁘고 더 

피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수면 중 각성횟수와 불면증은 유의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피로가 수면의 질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

났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 결과 통증은 불면증과 수면의 질과 모두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증이 노인의 수면장애 관련 요인을 보고된 선행연구 

결과와 상반된다(Floyd, 1993; 박부업, 2011). 이는 아마도 선행연구와 

대상자의 특성 차이에서 기인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통증이 있는 대

상자의 통증 정도는 평균 5.48점으로 선행연구에서 통증 정도가 평균 4

점 이상(이승희와 양순옥, 2010; 장경오 외, 2014) 인데 비해 낮고, 하

루 종일 통증이 있는 사람과 밤에 통증이 심한 사람이 통증이 있는 대상

자의 13.9%로 낮에 통증이 심한 사람(35.9%)에 비해 많지 않았다. 둘

째로, 본 연구 대상자가 복지관에 정기적으로 오는 노인으로 복지관 방

문이 통증이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산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연구 대상자들이 복지관 방문 등 지역사회 교류가 

활발할 경우 통증이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김용숙 

& 변혜선, 2014) 통증이 불면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 주간수면은 불면증과 수면의 질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예상치 못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낮잠을 잔다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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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한 대상자는 24.1%로 선행연구(75.74%)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고, 

낮잠시간 또한 약 57.88분으로 선행연구에서 1.1시간으로 나타난 결과

에 비해 작다(Goldman et al., 2008).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본 연구에 

참가한 대상자들이 주로 낮 시간에 복지관을 방문하여 주간활동을 활발

히 하는 것이 원인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낮에 규칙적인 활동을 꾸준히 

하는 대상자에게는 주간 수면과 야간 수면의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서 

낮 시간의 활동 정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이러한 결과는 뇌졸중 환자에서 주간 수면이 많고 주간 수면은 야간 

수면의 질과 관련이 높았던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Suh, Choi-Kwon, & 

Kim, 2014). 정상적인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주간 수면을 조사한 연구가 

없어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우나, 야간 수면의 질이 좋지 않으면 낮에 

졸려 주간 수면을 많이 취하게 되고, 이런 결과가 야간 수면에 다시 영

향을 미치게 된다는 의미이므로 추가 분석을 통해 주간 수면 유무와 주

관적 야간 수면 측정 결과를 비교하였으나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

다. 본 연구 대상자의 60%가 규칙적인 운동에 참여하는 것도 주간수면

이 적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인을 대상으로 중증

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3회 이상 시행할 경우 

불면증 증상이 완화되며(Baron et al., 2013; King et al., 2008), 주간 

수면이 줄어든다고 보고된 바 있다(Reid et al., 2010).  

객관적 수면 측정도구인 액티그래프와 수면일지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객관적 수면 측정도구인 액티그래프와 수면일지는 수면 효율을 제

외하고 모든 변수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적으로 측정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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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일지가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반면 대상자가 느끼는 주관

적 수면의 질은 액티그래프와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티그래프와 수면일지 간에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수

면일지로 측정한 주관적 수면은 주관적 수면의 질 결과에 비해 객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양적 변수로 수면 양상을 조사할 경

우에는 액티그래프와 수면일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이 측정결과의 정

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 번째로 본 연구가 서울시내 일개 복지관을 

방문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전체 노인에게 결과를 확

대하여 일반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로 본 연구는 설문지 및 수면일지를 통한 대상자의 수면양상을 주

관적으로 확인하여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수면평가 

결과 객관적 수면 평가 결과가 주관적 수면일지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주관적 수면일지의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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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불면증 유

무 및 수면의 질을 조사하고 관련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015년 7월-8월 서울 시내 J복지관의 137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 및 액티그래프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사회 노인의 불면증 유병률은 67.2%로 선행 연구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수면의 질은 평균 45.13점으로 선행연구

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불면증과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피로는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증은 불면증과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

니었다.  

객관적 수면 측정도구인 액티그래프와 수면일지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객관적 수면 측정도구인 액티그래프와 수면일지는 수면 효율을 제

외하고 모든 변수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면을 양적으로 측

정한 수면일지의 정확성이 검증되었으나 대상자가 느끼는 주관적 수면의 

질은 액티그래프와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노인의 우울과 피로를 적절히 중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양적 변수로 수면 양상 조사 시 객관적 

측정도구인 액티그래프와 수면일지를 함께 보완하여 측정하는 것이 측정

결과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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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연구 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연구 참여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최스미 입니다. 

저는 ‘재가노인의 수면과 피로의 특성 규명과 관련 요인 조사연구’라

는 주제로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수면양상, 피로 특성을 파악하고 수면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는 연구로 본 연구를 통해 노인의 

수면, 피로와 관련 요인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지식은 추

후 노인의 수면장애, 피로 중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도움

이 될 것입니다. 

본 연구는 183명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 됩니다.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분 정도 입니다. 연구는 설문지에 대한 응답으로 

귀하의 수면양상, 피로, 우울, 통증에 대해 파악할 것이며, 수면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손목운동기록기인 액티그래프(Actigraph)를 

이용할 것입니다. 액티그래프(Actigraph)는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활

동 정도를 평가하고 수면 중에 착용하여 수면의 질을 평가하는 도구로 

측정 1일차 기상시간에 자주 쓰지 않는 손목에 기기를 착용하고 72시간 

후 4일차 오전 기상시간을 기준으로 제거하게 됩니다. 또한 액티그래프 

측정 기간 동안 매일 수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면일지를 작

성하게 됩니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귀하의 자율 의지에 따르며, 연구참여를 하

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설문 참여 도중이나 

액티그래프(Actigraph) 측정 중 참여를 원치 않으시거나, 힘들어서 하

시기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연구의 참여를 그만 두실 수 있습니다. 그러

나 귀찮고 힘이 드시더라도 연구에 참여해 주시면 추후 노인의 수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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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 중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문지의 각 질문을 주의 깊게 읽어주시고 빠짐 없이 응답해 주시면 

되고, 정답이나 틀린 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느끼신 대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액티그래프(Actigraph) 측정 시에는 자주 쓰지 않은 손목에 기

기를 착용하여 꼭 필요한 경우(샤워, 수영, 목욕, 사우나 등)가 아니면 

손목에서 풀지 않고 72시간 동안 일상생활 하시면 됩니다. 

본 연구는 귀하에게 어떠한 위험요소도 포함하지 않으며, 본 연구로 

인해 추가되는 일정 및 추가 발생 비용은 없으며, 연구에 참여해 주시면 

소정의 답례품을 드리고 추후 액티그래프(Actigraph)를 통한 수면의 질 

분석결과에 대해 간단한 교육을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본 설문에 기재된 모든 개인 정보는 비밀이 보장되며 수집된 자료는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 될 것이고, 연구 논문이 인쇄자료로 발표된 

이후 수집된 모든 자료는 폐기할 것입니다. 

본 연구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구 책임자(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성인간호학 교수 최스미 (02-740-

8454)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 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귀하가 서명한 연구 참여 동의서 사본은 귀하에게 제공 할 것이며, 바

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 내어 연구에 참여에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마

음을 전합니다. 

----------------------------------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

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

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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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

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

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

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

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

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

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 

 

연구대상자 이름:            (서명) 작성일: 2015년     월    일 

연구자 이름:                (서명) 작성일: 201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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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문지 

 

Ⅰ. 일반적 특성 

Subject NO.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시하거나 기타에 직접 기록해 주십시오. 

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연령: 만             세 

3. 종교: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없음  ⑤ 기타(     ) 

4.교육 정도: ① 무학  ② 초졸  ③ 중졸  ④ 고졸  ⑤ 대졸  ⑥ 기타 

5. 현재 결혼상태:  

① 기혼  ② 미혼  ③ 사별  ④ 이혼  ⑤ 별거  ⑥ 기타(     ) 

6. 현재 누구와 살고 계십니까? 

① 혼자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배우자+자녀  ⑤ 기타(     ) 

7. 월 평균 수입은 얼마 정도 입니까(생활비와 용돈 포함)? 

①  월 소득 100 만원 이하   ② 월 소득 100-200 만원 

③  월 소득 200-300 만원   ④ 월 소득 300 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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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적 특성(2) 

1. 키 (              )cm,  몸무게 (                )kg  

2. 흡연: ① 피운다  ② 안 피운다 

 2-1. 피운다면 하루 (           ) 개피 

3. 음주: ① 마신다  ② 마시지 않는다 

3-1. 마신다면 주 (    )회, 소주 / 맥주 / 막걸리 (     )잔/회 

4. 운동: ① 규칙적  ② 불규칙적 

4-1. 어떠한 운동을 하시나요? (                         ) 

4-2. 일주일에 ① 1-2회  ② 3-4회  ③ 5-6회  ④ 매일  

4-3. 한 번에 ① 30분 미만  ② 30분~1시간  ③ 1~2시간   

④ 2~4시간 ⑤ 4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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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질병 관련 특성 

1. (진단받은 질병이 있는 경우)진료과:  

2. 병명: 

 

3. 현재 진단받은 질병 외에 앓고 있는 질환이 있습니까? 

① 예(3-1 번으로)   ② 아니오(4 번으로) 

3-1. 앓고 있는 질환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가능)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근골격계 질환(관절염, 요통, 

골절 포함) □뇌혈관 질환(중풍포함) □호흡기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 □갑상선 장애 □비뇨, 생식계 질환 □간질환 

□암(종양) □천식 □결핵 □우울증 □두통 □신경성 통증 

□기타 

 

4.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습니까? 

① 복용하고 있다(4-1 번으로)   ② 복용하고 있지 않다(4 번으로) 

4-1.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약의 종류는? 

□진통제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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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면과 관련된 문항 

수면의 질 측정도구(VSH Sleep Scale) 

아래의 질문을 읽고 귀하가 어느 정도 주무셨다고 생각되는지 

해당하는 곳의 수직선 위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1) 주무시는 중간에 몇 번이나 깨셨습니까? 

0                                                    10 

눈을 감고 있었을 뿐 깨어 있었다.                           전혀 깬 적이 없다 

 

 

2) 주무시는 동안 얼마나 움직였다고 생각하십니까? 

0                                                    10 

밤새 뒤척였다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3) 주무시려고 누운 순간부터 일어났을 때까지 걸린 총 수면 시간은? 

0                                                    10 

전혀 못 잤다                                                      약 10 시간 잤다 

 

 

4) 어느 정도로 깊게 주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0                                                    10 

아주 얕은 잠을 잤다                                                 깊게 푹 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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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잠을 자려고 누운 순간부터 잠에 빠질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까? 

0                                                    10 

전혀 잠들지 못함                                   자리에 눕자마자 즉시 잠에 빠짐 

 

 

6) 잠에서 깨어날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0                                                    10 

아주 피곤한 상태로 일어남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남 

 

 

7) 잠에서 어떻게 깨어나셨습니까? 

0                                                    10 

갑자기 누군가가 깨웠음                           충분히 잔 다음 자발적으로 깨어남 

 

 

8) 귀하의 수면을 스스로 평가해 본다면 다음 중 어느 곳에 해당됩니까? 

0                                                    10  

너무 못 잤다                                                 아주 만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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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수면 

아래의 질문을 읽고 해당번호에 (○)표시하거나 직접 기록해 주십시오. 

 

1. 낮잠을 주무십니까? 

①  예(2 번 으로)   ② 아니오 

2. 총 낮잠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          ) 시간 

3. 하루에 낮잠을 자는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          )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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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울과 관련된 문항 

우울 측정도구(한국판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 

아래의 내용을 읽고 오늘을 포함한 최근 1 주 동안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느끼는 답에 (○)표를 해 주십시오. 

 

1. 당신은 평소 자신의 생활에 만족합니까? 예/아니오 

2. 당신은 활동과 흥미가 많이 저하되었습니까? 예/아니오 

3. 당신은 앞날에 대해서 희망적입니까? 예/아니오 

4. 당신은 대부분의 시간을 맑은 정신으로 지냅니까? 예/아니오 

5. 당신은 대부분의 시간이 행복하다고 느낍니까? 예/아니오 

6. 당신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까? 예/아니오 

7. 당신은 가끔 낙담하고 우울하다고 느낍니까? 예/아니오 

8. 당신은 지금 자신의 인생이 매우 가치가 없다고 

 느낍니까? 

예/아니오 

9. 당신은 인생이 매우 흥미롭다고 느낍니까? 예/아니오 

10. 당신은 활력이 충만하다고 느낍니까? 예/아니오 

11. 당신은 자주 사소한 일에 마음의 동요를 느낍니까? 예/아니오 

12. 당신은 자주 울고 싶다고 느낍니까? 예/아니오 

13.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겁습니까? 예/아니오 

14. 당신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수월합니까? 예/아니오 

15. 당신의 마음은 이전처럼 편안합니까? 예/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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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피로와 관련된 문항 

피로 측정도구(Fatigue Severity Scale) 

아래의 내용을 읽고 오늘을 포함한 최근 1 주 동안 피로를 어느 정도 

느끼는지 자기상태에 가장 맞는 숫자에 (○)표를 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매우 

않다                                그렇다 

1. 피로하면 의욕이 떨어진다. 1 2 3 4 5 6 7 

2. 운동을 하면 피곤해진다. 1 2 3 4 5 6 7 

3. 쉽게 피곤해진다. 1 2 3 4 5 6 7 

4. 피로 때문에 신체 기능이 

지장을 받는다. 
1 2 3 4 5 6 7 

5. 피로로 인해 종종 문제가 

생긴다. 
1 2 3 4 5 6 7 

6. 피로 때문에 지속적인 

신체활동이 어렵다. 
1 2 3 4 5 6 7 

7. 피로 때문에 업무나 책임을 

다하는데 지장이 있다. 
1 2 3 4 5 6 7 

8. 나를 가장 무력하게 만드는 

증상 세가지를 뽑는다면 그 

중에 피로가 들어간다. 

1 2 3 4 5 6 7 

9. 피로 때문에 직장 가정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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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통증과 관련된 문항 

1. 현재 통증을 느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현재 통증이 있는 부위는 어디입니까(구체적으로 기입)? 

    (                                        ) 

3. 통증의 기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년  (        )개월 

 

4. 현재 어느 정도의 통증을 느끼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인의 통증 정도를 아래의 표를 가장 맞는 숫자에 (○)표를 해 

주십시오. 

 

            

          

          0   1   2    3   4   5   6    7   8   9   10    

통증없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통증 

※NRS(Numeric Rating scale) ※ 

5. 통증 양상은 어떠합니까? 

① 하루 종일 지속  ② 오전에 심함  ③ 오후에 심함  ④ 밤에 심함   

⑤ 움직일 때만 아픔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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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액티그래프 사용 안내문 및 수면일지 

[액티그래프 사용 안내문]  

수면-각성 활동량 검사 안내지 

순목운동기록기(액티그래프) 사용 방법 

손목운동기록기(액티그래프)는 신체(손목)의 움직임을 통해서 활동 

정도를 평가하고, 수면 중에 착용하여 수면의 질을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사용 시 주의 사항! 

 잘 쓰지 않는 손목에 착용합니다(오른손 잡이일 경우 왼손에 

착용). 

 잃어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손목에서 풀지 마세요) 

 주무실 때 차고 주무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무시는 동안 

액티그래프를 차는 것이 불편하시면 기기를 벗어두셔도 됩니다.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벗어 놓은 시각과 다시 착용한 시각을 

기록지에 표시합니다. 

 방수 되지만, 물에 넣으면 안 됩니다. 

(손을 씻을 때는 착용해도 되지만, 샤워, 수영, 목욕, 사우나 

등을 할 때는 벗어 놓아야 합니다.) 

 오염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오물, 흙, 비누, 세제 등). 

 강한 충격을 주거나 떨어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용 시 문의사항에 있을 시에는 연구자(T: 010-9292-8085)에게 

문의 바랍니다. 

기계를 반납하러 오실 때, 수면 일지를 함께 가지고 오십시오. 

* 반납일 : 2015 년     월     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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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일지 안내문] 

- 수면 일지 작성법 – 

아래의 수면일지 작성 예를 보고 전날 자신의 수면상태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1.수면일지란 무엇인가요? 

수면 일지는 귀하의 수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2. 수면일지를 언제 얼마나 작성해야 합니까? 

수면일지는 매일 작성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잠자리에서 일어난 한 

시간 이내에 작성하길 추천합니다. 

3. 중간에 수면일지를 작성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작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날은 공란으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4. 만약 평소와 다른 일 때문에 수면이나 주간 활동에 영향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만약 특정한 일이(질병 발생, 응급상황 등) 발생한 경우, 발생한 

사건에 대해 수면일기에 간단히 기록해 두시면 됩니다. 

 

[수면일지 예시] 

요일 수 목 금 

날짜(월/일) 5/13 5/14 5/15 

1. 지난밤에○:○에 잠자리로 

들어갔다. 

22:00 23:30 22:30 

2. 지난밤에○:○에 불을 끄고 잠을 

청했다. 

22:50 00:00 23:00 

3. 불을 끈 다음, 잠들기 까지 대략 

○분 정도 걸렸다. 

30 40 30 

4. 자다가 중간에 ○번 깼다. 1 0 2 

6.한번 깨고 나면 ○분 동안 잠을 

못 이뤘다. 

(각각 깼을 때마다 구분하여 표시) 

30  3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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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는 오늘 최종적으로 ○:○에 

일어났다. 

6:00 6:30 6:00 

7. 나는 오늘 ○:○에 잠자리에서 

빠져 나왔다. 

6:30 7:00 6:10 

8. 운동기록기를 ○:○에 (이유) 

때문에 잠깐 빼두었다. 

(여러 번 빼둔 경우, 시간과 

이유를 각각 모두 표시) 

7:00 

샤워 

7:30 

샤워 

7:00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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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일지] 

요일    

날짜(월/일)    

1. 지난밤에○:○에 잠자리로 

들어갔다. 

   

2. 지난밤에○:○에 불을 끄고 잠을 

청했다. 

   

3. 불을 끈 다음, 잠들기 까지 대략 

○분 정도 걸렸다. 

   

4. 자다가 중간에 ○번 깼다.    

5. 한번 깨고 나면 ○분 동안 잠을 

못 이뤘다. 

(각각 깼을 때마다 구분하여 표시) 

   

6. 나는 오늘 최종적으로 ○:○에 

일어났다. 

   

7. 나는 오늘 ○:○에 잠자리에서 

빠져 나왔다. 

   

8. 운동기록기를 ○:○에 (이유) 

때문에 잠깐 빼두었다. 

(여러 번 빼둔 경우, 시간과 

이유를 각각 모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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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생명연구윤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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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influencing Sleep in 

Community-dwelling  

Elderly persons 

 

 

Jeon, Bo Mi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oi-Kwon, Smi, PhD., RN 

 

Insomnia and decrease of sleep quality are common in elderly and 

associated with various adverse outcomes. Depression, fatigue and 

pain appear to contribute to sleep disturbances in community-

dwelling elderly persons. However, it is hard to find the study 

investigating factors influenced with sleep in elderly synthe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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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leep is usually evaluated subjectively by self-report methods 

which were doubtful about accuracy.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analyze factors influencing insomnia and sleep 

quality and evaluate subjective sleep assessment with objective 

sleep measurement by actigraphy. 

This was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study. The 

participants(n=137) were selected from one of seniors welfare 

center in Jongno-go, Seoul. The survey was conducted by 

individual interviews using questionnaire. Subjective sleep was 

collected from sleep log and objective sleep data was collected from 

actigraphy. Data were analyzed using Windows SPSS 21.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of the followings: 

1) Ninety-two(67.2%) subjects reported insomnia.  

2) The average level of sleep quality was 45.13(±12.81). Sixty-

eight subjects(49.6%) had relatively good sleep quality and 

sixty-nine subjects(50.4%) had poor sleep quality.  

3) In the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between insomnia and 

independent variables, insomnia was higher in subjects who had 

depression(OR=3.088, p=.003). 

4) In the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between sleep quality and 

independent variables, sleep quality was lower in subjects who 



83 

had depression(OR=2.127, p=.045) and fatigue(OR=2.241, 

p=.044).  

5) Self-reported sleep latency, total sleep time, total bed time, the 

frequency of waking after sleep onset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objective sleep measurement by actigraphy. Sleep quality 

had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time of waking after sleep 

onset measured by actigraphy.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indicate that 

insomnia is common in community-dwelling elderly persons. As a 

results of evaluation with subjective sleep and objective sleep, 

subjective sleep collected by sleep log was relatively accurate. The 

factor influencing insomnia and sleep quality in community-dwelling 

elderly persons was depression. Fatigue influenced sleep quality 

only. Thus, depression and fatigue should be considered as an 

influencing factor dealing with sleep in community-dwelling elderly 

persons. 

  

 

Keywords: Insomnia, Sleep quality, Depression, Fatigue 

Student Number: 2011-2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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