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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흔히 겪는 수면문제는 이들의 삶의 질을 떨어

뜨리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현재까지 소방공무원 대상의 연구는 직무 

스트레스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소방공

무원 대상의 수면연구는 주관적 보고에 의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

나 수면상태의 주관적 보고와 객관적 측정의 차이는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수면상태를 보다 포괄적이고 다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이용하여 수면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 부산시 그리고 양산시에서 화재진압, 구급, 구

조 업무를 담당하는 103명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수면상태를 객관적, 

주관적으로 파악하고, 두 가지 수면패턴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Lenz 

등(1995)의 불쾌증상이론을 기반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수면에 영향을 주는 

생리적, 심리적, 상황적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생리적 요

인(신체질환 유무), 심리적 요인(우울, 불안, 직무 스트레스), 상황적 요인

(신체활동 정도, 음주 및 흡연, 사회적 지지) 중 불면증과 수면의 질에 영

향을 주는 요인들을 조사하여 소방공무원들의 수면 관련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및 빈도 

분석, 독립표본 t검정 그리고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전체 대상자 중 66명(64.1%)이 불면증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수면의 질

은 평균 5.65(SD=2.57)점이었다. 객관적 측정을 통한 총 수면시간과 수면

잠복기는 각각 평균 352.31(SD=55.13)분, 4.48(SD=5.63)분이었고, 주관

적으로 보고한 총 수면시간과 수면잠복기는 각각 평균 401(SD=55)분, 

21.60(SD=15.0)분으로 주관적 보고를 통한 총 수면시간과 수면잠복기가 

각각 약 48.7분, 약 17.1분 긴 것으로 나타났다. 불면증의 관련 요인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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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업무(OR=4.28, 95% CI: 1.02~17.92), 불안(OR=1.12, 95% CI: 

1.01~1.24), 좌식 신체활동(OR=.85, 95% CI: .78~.94)이 있었고, 수면

의 질의 관련 요인으로는 1개 이상의 신체질환(OR=5.17, 95% CI: 

1.53~17.51)과 사회적 지지(OR=.86, 95% CI: .78~.95)가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불면증 유병률이 높고 수면의 질이 낮

았으며, 주관적 수면상태와 객관적 수면상태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소방공무원의 수면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안과 신체질환의 조기 선별

과 치료가 요구되고, 개개인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사정하여 적극적 관리

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추후 객관적, 주관적 수면패턴의 차이를 두 가

지 측정방법의 측정기간을 동일하게 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출동빈

도와 출동시간에 따른 신체활동 정도와 수면의 관계를 각 담당업무별로 살

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어: 소방공무원, 수면패턴, 액티그래프,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학번: 2016-20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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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신속하게 출동하여 재난 상황에 대처해야 한

다. 이처럼 높은 생리적, 심리적 긴장상태로 근무해야 하는 소방공무원들은 

다른 직업군보다 우울과 불안이 상대적으로 높고 재난현장의 목격과 관련하

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빈도도 높다(Harvey et al., 2016). 소

방공무원의 31.1%가 정신건강 유소견자 판정을 받았으며 증상은 직무 스

트레스, 알코올 장애, 수면장애와 우울증 순으로 높았다(재난안전본부, 

2015). 소방공무원이 겪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는 자살 경향성과 양의 상

관관계가 있고, 수면문제는 업무능력 저하와 장기적으로는 수명의 단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Yeo, Y et al., 2013; 

Carpenter et al., 2015).

  소방공무원들의 70% 이상이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수면문제를 가지고 있

었는데 가장 흔한 문제는 긴 수면잠복기, 즉 수면이 시작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긴 것(50%)이었고 그다음으로는 과도한 낮 시간의 졸림(36%)으로 

나타났다(Pirrallo et al., 2012). 소방공무원의 36.4%가 수면문제를 호소

했는데 이 수치는 보통 사람의 수면문제 유병률의 2배 이상이다(신용식, 

2015). 정신건강과 수면의 문제는 결국 직무 만족도 저하, 조기 퇴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조선덕, 2014), 이는 인력 부족 및 소방공무원 1인당 담

당해야 할 국민의 수가 증가함을 의미하므로(박선근, 2015) 지역사회 전체

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안전에 부정적인 결

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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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소방공무원 

대상의 연구가 이루어지긴 했으나 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직무 스트

레스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국내에서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

된 수면연구(김종서 외, 2014; 박선근, 2015; 김건형 외, 2006; 임동균 

외, 2013; 백락준 외, 2014)의 경우, 모두 자가 보고형 일지나 주관적인 

설문 도구만을 사용하여 수면을 측정하였고 이는 반응 편중(response 

bias)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주관적 보고를 통한 수면상태와 수면다원검

사나 액티그래프를 이용한 객관적 수면상태의 불일치는 정상군에서도 흔하

지만 불면증군에서는 그 차이가 더 크다고 알려져 있고(Means et al., 

2003; 김하현 외, 2012), 불면을 호소하는 대상자일수록 총 수면시간을 짧

게, 수면잠복기는 길게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김하현 외, 2012). 그러므

로 주관적 도구와 객관적 도구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소방공무원들의 수면을 

보다 다각적이고 포괄적으로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수면의 질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 도구에는 수면다원검사, 뇌파검사, 수면

잠복기 반복 검사, IR-UWB(Impulse radio ultra-wideband) 등 다양한 

방법들이 포함되나(Han 외, 2008; Byun, 2015; 박재현 외, 2015) 가장 

널리 쓰이는 표준방법으로는 수면다원검사가 있다(Vincent et al., 2016). 

그러나 이 검사는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며 검사실 내에서만 

수면 측정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Byun, 2015). 반면, 액티그래프는 신

체활동과 수면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로써 평소처럼 활동 및 수면이 

가능하고 수 일 연속으로 자료수집이 가능하여 수면주기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Vincent et al., 2016). 수면다원검사와 액티그래프를 비교한 

여러 연구에서 액티그래프의 높은 정확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바 있다

(Sadeh et al., 1989; Shinkoda et al., 1998; Marino, 2013; 문세근 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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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해외 연구에서 액티그래프를 이용한 소방공무원의 수면에 관한 

연구결과(Vincent et al., 2016; Vincent et al., 2015)를 보면 발화 원인, 

화재진압 현황, 근무환경의 차이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소방공무원들에게 

적용하기 어렵다. 국외의 경우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진압 현장과 관련된 것

이 대부분인 반면, 한국의 재난 양상은 자연재난보다는 건축․구조물화재, 교

통사고, 수난사고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통계청, 2015). 또한, 우리나라의 

근무체계는 해외보다 휴무가 적고 근무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방공

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도 월등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박선근, 2015). 

그러므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과 수면에 관한 외국의 연구결과를 우리나

라에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기에 한국 실정에 맞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국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불면증 유무와 수면의 

질을 파악하고 불면증과 수면의 질의 관련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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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서울시, 부산시, 양산시의 소방서와 119 안전센터에서 근무 중

인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불면증 유무와 수면의 질을 파악하고 소방공무원

의 불면증과 수면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공무원의 불면증 유무와 수면의 질을 확인한다.

  2) 객관적 도구인 액티그래프를 사용하여 측정한 수면패턴과 주관적 보  

고에 의한 수면패턴의 불일치 정도를 확인한다.

  3) 생리적 요인, 심리적 요인, 상황적 요인 중 소방공무원의 불면증과 수

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3. 용어정의

  1) 불면증

  잠이 들기 힘들거나, 자다가 자주 깨거나, 한 번 깬 후 재수면이 힘들거

나, 수면 시간이 짧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증상을 의미한다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본 연구에서는 액티그래프를 통해 객관적으로 측정한 것으로, 수면잠복기

가 30분 이상, 수면 효율이 85% 미만, 총 수면시간이 6시간 미만, 수면 중 

각성 시간이 30분 이상의 네 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이상을 만족시키는 경

우를 말한다(Carey et al., 2011; Edinger et al., 2004). 불면증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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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일간 측정한 결과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다(Yennurajalingam et 

al., 2016; Carey et al., 2011).

  2) 수면의 질

  수면의 깊이, 수면으로 인한 휴식 정도, 수면에 대한 만족과 같은 수면에 

대한 전반적이며 주관적인 느낌을 의미한다(Morin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Buysse, Reynolds, Monk, Berman과 Kupfer(1989)가 

개발하고 조용원 등(2003)이 번역한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PSQI) 도구로 측정한 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저하됨

을 의미한다.

  3) 신체질환 유무

  일반적 특성 설문지를 이용하여 심혈관계, 소화기계, 내분비계, 호흡기계, 

근골격계 질환의 유무를 조사한 것을 뜻한다. 

  4) 우울 

  스트레스 적응 과정에서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실감, 근심, 실패, 무가치함, 침울함, 무력함을 나타내는 정서장애

를 의미한다(Beck, 1974).

  본 연구에서는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에서 개발한 Patient 

Reported Outcome Measurement Information System-Short Form 

(PROMIS-SF)을 Choi 등(2017)이 번안한 Korean version of PROMIS 

(K-PROMIS)의 우울 도구로 측정한 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심화됨을 의미한다(Cella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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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불안

  스트레스나 위협적인 상황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정적인 정서반응으로 염

려와 긴장감, 자율신경계의 증대된 활동으로 특정 지워지는 정서 상태이다

(Spielberger, 1975).

  본 연구에서는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에서 개발한 Patient 

Reported Outcome Measurement Information System-Short Form 

(PROMIS-SF)을 Choi 등(2017)이 번안한 Korean version of PROMIS 

(K-PROMIS)의 불안 도구로 측정한 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증상이 

심화됨을 의미한다(Cella et al., 2007).

  6) 직무 스트레스

  업무상 요구사항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바람과 일치하지 않을 때 발

생하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해로운 반응 상태이다(Jones, 1999).

  장세진 등(2005)이 개발한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Short 

Form(KOSS-SF)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7) 신체활동 정도

  에너지 소비를 필요로 하는 골격근에 의한 신체적인 움직임의 정도를 말

한다(Hallal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액티그래프를 통하여 측정한 값으로, 활동 정도는 좌식 신

체활동, 저강도 신체활동, 중강도 신체활동, 고강도 신체활동의 네 가지로 

나뉜다(Vincent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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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음주 및 흡연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한 음주 및 흡연의 양

과 빈도를 뜻하며, 음주량은 각 술의 용량과 알코올 농도(%)에 따라 알코

올 gram으로 환산한 값을 의미한다(김상준 외, 2002).

  9) 지각된 사회적 지지

  개인이 사회적 관계로부터 제공되는 지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더불어 

사회적 관계를 맺는 타인들로부터 구체적으로 실행된 지지행동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Vaux, 1986).

  본 연구에서는 Zimet 등(1988)이 개발한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MSPSS) 척도를 서인균과 고민석(2011)이 번

안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한 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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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 헌 고 찰

1. 소방공무원의 수면

  사람은 하루의 1/3가량 잠을 자는데 수면은 회복, 면역, 에너지 보존, 감

정 조절 등의 기능을 하며, 수면의 총 시간뿐 아니라 수면의 질도 중요하다

(박선근, 2015). 부족한 수면은 피로감, 기억력 및 집중력의 감소, 감정의 

불안정성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주간의 활동 기능을 떨어뜨려(우종민 등, 

2011), 궁극적으로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김유진 외, 2016). 

  국내에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면장애 유병률은 35.8~63%

(소방방재청, 2011; 임동균 외, 2013; 신용식, 2015; 박선근, 2015), 국외

에서 보고한 수면장애 유병률은 51.2~73%(Carey et al., 2011; Vargas 

de Barros et al., 2013; Hom et al., 2016; Billings, J, 2016)이었다. 

이와 같이 유병률이 다양한 이유로는 첫째,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수면 측정 

방법의 대부분이 주관적 보고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연구 대상자

의 다양함이다. 국내 연구의 경우 행정직까지 포함하여 불면 여부를 조사하

거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만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였고, 국외 

연구의 경우는 구조나 화재진압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수면

을 측정하였거나 퇴직한 소방공무원들까지 포함하였다(Pirrallo et al., 

2012; 윤성우 외, 2013; 박선근, 2015; Hom et al., 2016; Vincent et 

al., 2016). 셋째, 국내외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시간과 교대주기의 차이, 즉 

근무형태에 따른 유병률의 차이로 볼 수 있다. 국외의 경우, 24시간 근무

/48 시간 휴무, 48시간 근무/96시간 휴무의 근무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교

대 근무자의 수면패턴은 주간근무, 야간근무 그리고 휴무에 따라 수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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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면잠복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Billings, J, 2016; 이영희와 최수

정, 2014).

  서울 시내 2개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

에 따르면 이들의 입면 소요시간이 평균 20.7분으로 일반 성인의 평균 입

면 소요시간인 16~18분 보다 길었다(박선근, 2015). 또한, 구조업무를 담

당하는 소방공무원의 평균 수면시간은 5.1시간으로 소방공무원의 평균 수면

시간(5.65시간)보다 짧고, 행정요원의 평균 수면시간(6.6시간)보다 짧았다

(박선근, 2015). 근무경력과 교대 근무기간이 길수록 입면 소요시간은 증

가하고 평균 수면시간은 줄었다고 보고했다(박선근, 2015).

  소방공무원의 수면부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교대 근무, 연령, 근무기

간,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우울, 불안, 음주, 흡연, 식습관의 

문제 등이 있었다(현성호 외, 2010; 조선덕과 박재범, 2012; 윤명숙과 김

성혜, 2014; Myong, 2007; 소방방재청, 2011; 임동균 외, 2013; 김건형 

외, 2006; 김종서 외, 2014; Bergen-Cico et al., 2015). 특히 우울, 불

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는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며 동시에 수면

의 문제로 인해 우울, 불안의 정서적 문제가 가중되기도 한다(박소영,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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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공무원의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생리적 요인: 신체질환 유무

  야간 업무, 화학물질, 소음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수건강진단 결과에서 소방공무원의 35.9%가 건강관리 

대상으로 판정되었고, 일반 근로자와 비교 분석한 결과 소방공무원들의 건

강 문제가 1.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K.S. et al, 2009). 소방

공무원이 겪을 수 있는 흔한 신체질환의 종류로는 심혈관계, 소화기계, 내

분비계, 호흡기계, 근골격계 질환이 있다(용천중, 2008; 이승규, 2007; 최

혜경, 2010). 이러한 신체질환과 관련이 있는 업무 요인으로는 업무량의 

증가와 긴급출동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환자를 구급․구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미상의 바이러스나 세균 등으로 인한 감염, 화재진압 현장

에서 나오는 각종 유해한 가스가 있으며 중량물 혹은 구조자의 이동 작업 

등이 있다(용천중, 2008; 이승규, 2007).

  심혈관계 질환은 산소 공급량과 소모량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수면 중 저

산소증을 가져오게 되어 수면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Redeker et al., 

1998). 소화기계 관련 증상이 비교대 근무자보다 교대 근무자에게서 유의

하게 나타났는데, 영향요인으로는 총 수면시간, 흡연과 스트레스가 있었다

(이경재와 주경자, 2008). 수면시간이 짧아지면 호르몬이 불균형한 상태가 

되어 혈당조절 시스템을 교란시키는데, 이는 내분비계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Nedeltcheva et al., 2009). 소방공무원의 폐기능과 호흡기 증상 연

구에서 화재노출군이 비노출군에 비해 폐기능이 저하되어 있었으며(Kim, 

S. H. et al., 2006), 호흡기 증상은 저산소증과 과탄산증을 일으키고 수면

과 각성의 조절에 영향을 주어 결국 수면의 효율을 떨어뜨린다(Ku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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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근골격계 통증이 있을 때 수면장애의 위험도가 근골격계 통증이 없

을 때 보다 1.87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임동균 외, 2013).

  2) 심리적 요인: 우울, 불안, 직무 스트레스

  ① 우울과 불안 

  우울은 ‘지나치게 저조한 기분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됨으로써 현실 생

활의 적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기분장애’로 직업적, 사회적으로 

부적응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Lopez & Murray, 1998). 불안

은 위험에 처한 자아의 반응으로, 삶에 대한 걱정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결과가 외상성 신경증(traumatic neuroses)으로 나타나는 것으로(Freud, 

1959), 불쾌하고 고통스러우며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되는 감정이다(권석

만, 2013). 업무 특성상 외상적 경험을 많이 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우울

과 불안의 증상이 주호소로 나타났고(최혜경, 2010), 우울이 있는 대상자

의 대부분은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겪었다고 보고했다(Alghamdi et al., 

2016). 

  일반 성인의 우울증 유병률은 약 10%로 보고된 반면, 소방공무원의 

33%가 우울증상을 호소하였고(Myong, 2007; Olfson et al., 2016), 소방

공무원의 우울 수준을 조사한 연구에서 경미한 정도의 우울은 27.6%, 중등

도 이상의 우울은 15.6%로 나타났다(윤명숙과 김성혜, 2014). 행정업무직

군보다 화재진압을 다루는 현장직군에서 우울증상이 2.1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Myong, 2007), 직무의 안정도와 업무 분장에 따라 우울의 수준

이 다르다고 말했다(윤명숙과 김성혜, 2014). 만 18세 이상의 성인의 불안 

평생 유병률이 약 28.8%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Kessler et al., 2005), 

소방공무원의 불안 유병률은 44.4%로 일반 성인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Alghamdi et al., 2016). 이렇듯 소방공무원의 우울과 불안이 일반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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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높은 이유로는 매번 새로운 작업환경에의 적응, 각종 유해물질과 소음

에 노출되는 작업환경, 물리적으로 강한 업무 강도, 심리적 긴장감과 잦은 

출동 알람소리 등이 있었다(방창훈과 홍외현, 2010; Alghamdi et al., 

2016).

  우울한 대상자일수록 수면의 시작과 지속이 어려우며(Jaussent et al., 

2011),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사람은 6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우울

을 포함한 정신건강 문제가 더 많다고 알려져 있다(Vgontzas et al., 

2012). 불안의 증가는 수면 효율성, 수면 중 각성 시간과 관련이 있으며

(Spira et al., 2009), 수면장애가 있는 소방공무원이 수면장애가 없는 소

방공무원 보다 불안이 3배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였다(Barger et al., 

2015).

  ② 직무 스트레스

  적절한 직무 스트레스는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여 조직원에게 성장과 발

달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는 심리적 불만족과 신체건

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Jang el al., 2016). 소방공무원의 43.7%가 

높은 수준의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했다(윤명숙과 김성혜, 

2014). 소방공무원과 업무 성격이 비슷한 해양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과

의 직무 스트레스 비교 연구에서도 소방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점수(54.4

점)가 해양경찰공무원(43.5점)과 경찰공무원(46.5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

다(한동훈 등, 2009). 

  김태우 외(2010)의 연구에서 소방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가 우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드러났고, 직무 스트레스의 하위 영역인 직무 요구

도, 직무 자율성, 관계 갈등, 보상 부적절, 직장문화 등에서는 모두 불안과 

관련성이 있었다(Lee et al., 2015). 직무 스트레스는 소방공무원의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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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탈, 부적절한 수면, 질 낮은 수면과 관련이 있으며, 만성적인 수면 문제는 

우울, 불안, 문제음주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나 심혈관계 질병, 비만, 당뇨를 

포함한 각종 신체적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다(Hernandez et al., 2017; 

조선덕과 박재범, 2012). 

  3) 상황적 요인: 신체활동 정도, 음주 및 흡연, 지각된 사회적 지지

  ① 신체활동 정도

  신체활동은 골격근의 수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 움직임으로, 적절한 

신체활동은 신체와 정신의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강진철과 이충훈, 

2000). 신체활동 정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은 교대근무 일정, 성별, 연령, 

수면의 질, 운동의 강도, 체력 수준 등이 있다(권영문과 오수학, 2017; 

Chennaoui et al., 2015; Passos et al., 2012). 특히, 신체활동은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며, 교대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도 신체활동과 수면의 질의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정지영과 구미옥, 

2016). 신체활동 정도와 총 수면시간의 양적 상관관계가 보고되었으며(백

인경과 신철, 2011), 신체활동의 증가가 신체건강증진, 우울의 감소 그리고 

수면의 질 향상과 관련이 있었다(임승택 외, 2015). 

  Actical Minimitter을 사용한 신체활동 측정 연구에서는 수면 시간이 4시

간 미만인 소방공무원에게서 근무 중 신체적 활동도가 낮게 측정되었다

(Vincent et al., 2015). 또한, 낮 시간의 적은 신체활동이 연령, 피로, 불

안 그리고 총 수면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다(Yennurajalingam et al., 

2016). 감정 상태에 따라 액티그래프로 측정한 신체활동 정도가 다양한데, 

우울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낮 동안의 신체활동 감소와 밤 동안의 신체활동 

증가를 보였다(Burton et al., 2013). 액티그래프를 사용하여 소방공무원들

의 신체활동을 측정한 연구에서, 변화하는 현장의 환경에 상관없이 매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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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으로 근무를 할 때 소방공무원의 신체활동 강도가 유지되거나 증가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근무를 하는 동안 좌식 신체활동의 비율(12%)이 신체활

동 정도의 4가지 단계 중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Vincent et al., 

2016). 

  ② 음주 및 흡연

  흡연과 음주습관은 정신건강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현재 

흡연․음주자가 과거 흡연․음주자나 비흡연․음주자보다 우울 증상 경험률과 스

트레스 인지율이 높았다(김현옥과 전미숙, 2007). 알코올은 흡연의 강력한 

촉진제로 역할을 하면서 흡연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나 수면과는 음의 상

관관계를 가지며, 흡연의 양이 많을수록 전체 수면시간이 감소된다(Masood 

et al., 2015). 수면의 질이 나쁘다고 응답한 소방공무원들에게서 지나친 

음주와 문제 식습관이 유의미하게 발견되었고, 일근자의 흡연율이 28.6%인 

것에 비해 교대 근무자의 흡연율이 42.1%로 높게 측정되었다(김종서 등, 

2014).

  ③ 지각된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문제와 관계없이 개인의 긍정적인 정서를 증가시키고 환경

에 대한 통제감과 안정감을 높여줌으로써 적응을 향상시키는 직접적인 기능

과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완충을 

해주는 간접적인 기능이 있다(Wasserman, 1994). 또한, 외상 사건의 경험

으로부터 회복을 촉진시켜주는 요소로 작용하여 사건을 해석하는 인지 처리 

과정과 감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Prati & Pietrantoni, 2010). 사회적 

지지의 구성요소로는 가족, 친구, 동료, 상사, 스승, 전문가 등이 있을 수 있

는데(박지원, 1985),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은 위험도가 높은 편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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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를 위험으로부터 서로 보호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어 타 직종에 비해 동

료에 대한 지지와 신뢰가 깊은 집단이다(김성관, 2016).

  사회적 지지는 직무 스트레스와는 부적인 영향이 있고(신효진, 2015), 

낮은 사회적 지지는 우울과 불안의 예측 요인이며 신체적 삶의 질을 저해하

는 변인으로 작용한다(Mehnert et al., 2010).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

받고 있다고 한 집단에서 높은 수면의 질이 관찰되었고(Pow et al., 

2017), 가까운 사람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수면의 질에 영향을 주는 반

면, 부적절한 지지는 노년이 되어서까지 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Stafford et al., 2017).

  이상의 선행 연구를 통해 생리적 요인인 신체질환 유무, 심리적 요인인 

우울, 불안, 직무 스트레스, 상황적 요인인 신체활동 정도, 음주, 흡연, 지각

된 사회적 지지가 수면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선행연구에서 밝혀

진 요인들을 통합하여 소방공무원들의 불면증 유무와 수면의 질을 파악하

고, 불면증과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시하여 간호중재 개발

의 기초자료로 제안하고, 궁극적으로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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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 론 적 기 틀

  본 연구는 Lenz 등(1995)의 불쾌증상이론을 기반으로 하였다. 이 이론

의 목적은 다양한 요인들을 통해 발생하는 증상을 이해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결과적으로 증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를 제

공하는 것이다(한정원, 2014). 불쾌증상이론에 따르면 각 증상을 시간

(timing), 질(quality), 괴로움(distress), 강도(intensity)의 다차원적인 개

념으로 보고, 증상은 생리적, 심리적, 상황적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

을 받는다<Figure 1>(Lenz, 1995). 

Figure 1. The middle range theory of unpleasant symptoms 

(Lenz,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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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 신체질환 유무, 우울 및 불안, 직무 스트레스, 신체활동 정

도, 음주 및 흡연,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소방공무원의 수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선행연구 결과와 불쾌증상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소방공

무원의 수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탐색하고자 <Figure 2>와  

같이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요인들

과 증상의 관계만 보고자 하였으며, 설정된 변수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생리적 요인은 정상적인 신체기능, 병리적 소견, 에너지 수준 등을 포

함하며(Lenz, 1995), 본 연구에서는 신체질환 유무를 포함했다.

  2) 심리적 요인은 개인의 정신이나 기분상태, 질병이나 증상에 대한 정서

적 반응 등을 포함하며(Lenz, 1995), 본 연구에서는 우울, 불안, 직

무 스트레스를 포함했다.

  3) 상황적 요인에는 개인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이 포함되며 생활습관, 

고용상태, 사회적 지지, 건강 관련 자원 이용 가능성 등이 포함된다

(Lenz, 1995). 본 연구에서는 신체활동 정도, 음주 및 흡연과 지각  

된 사회적 지지를 포함했다.

  4) 증상은 다양한 변수로 측정하여 개념화하며, 증상의 강도, 시간, 질, 

괴로움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다(Lenz, 1995). 본 연구에서는 불면

증과 수면의 질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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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nceptu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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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불면증 유무와 수면의 질을 조사하고 

불면증과 수면의 질의 관련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2. 연구대상

  1) 선정기준

  ∎ 서울시, 부산시, 양산시에 위치한 소방서와 119 안전센터에서 화재진

압, 구급, 구조의 업무를 시행하는 소방공무원

  ∎ 21주기 근무패턴에서 주간근무 주기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

  ∎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동의한 소방공무원

  2) 제외기준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불안 등의 문제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본 후 약을 복용 중인 소방공무원

  ∎ 수면 무호흡증, 기면병과 같이 수면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다른  

수면장애가 있거나 수면제를 지속적으로 복용 중인 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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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성질환을 앓거나 심각한 내과적, 외과적 질환을 앓고 있어 연구 참

여 및 액티그래프 착용에 어려움이 있는 소방공무원

  3) 대상자 수 산출 

  통계적 검정력 분석 프로그램 G-power 3.1.9.2를 이용하여 표본크기를 

산출하였다. 소방공무원 대상 선행연구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있거나 우울한 

경우 근골격계 질환이나 우울이 없는 경우에 비해 수면문제가 발생할 odds 

ratio가 2.89~7.04였다(Lim et al.,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면증

과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logistic 

regression 통계법, two tailed, odds ratio 2.89(Lim et al., 2014), 유의

수준 0.05, 검정력 0.80으로 입력하여 총 필요한 표본 수 99명을 도출하였

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병가, 사직 및 연구 철회의 상황을 고려하여 20% 

탈락률을 계산하였고 도출된 값은 124명이었다. 

3. 연구도구 

  1)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만 연령, 결혼 유무, 자녀 수, 교

육수준, 직급, 근속기간, 현재 담당업무, 평균적인 주당 근무시간, 음주 유무 

및 주당 음주 섭취량, 흡연 유무 및 주당 흡연량, 신체건강상태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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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불면증

  수면패턴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액티그래프(ActiGraph wGT3X 

-BT)를 사용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액티그래프를 3일 측정한 결과와 장

기간(7일, 14일) 측정한 결과의 평균값이 차이가 없었고, 7일 이상 착용한 

경우 착용 이행도가 떨어졌다(Rowe et al., 2008). 또한, 소방공무원의 수

면과 신체활동을 측정한 액티그래프 연구(Carey et al., 2011; Vincent et 

al., 2015)에서 소방공무원들에게 3일간 기기를 착용하도록 하여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국내 소방공무원의 83.2~100%가 21주기 3교대의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김종서 등, 2014; 박선근, 2015). 근무형태를 보면, 

첫 주에는 주간-주간-주간-주간-주간-비번-비번, 둘째 주에는 야간-비

번-야간-비번-야간-비번-당직, 셋째 주에는 비번-야간-비번-야간-비

번-당직-비번과 같고 이 주기가 반복된다(박선근, 2015). 근무하는 날의 

수면문제는 약 77%로 높은 반면, 비번 시에는 수면문제의 호소가 43%로 

낮게 측정되었는데 둘째 주와 셋째 주의 근무에서는 격일로 근무를 하기 때

문에 수면문제의 양상이 일관적이지 않을 것이다(Hernandez et al.,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주간근무를 하는 3일 동안 액

티그래프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액티그래프를 통하여 수면잠복기, 수면 효율성(%), 수면 중 각성 시간

(분), 총 수면시간(분)을 측정하였다. 액티그래프 측정 외에 수면일지

(Sleep log)를 이용하여 기상 시각과 불 끄고 잠자리에 든 시각을 매일 자

가 보고형으로 작성하고, 기기 착용을 못 했을 시 이벤트 기록지에 미착용 

시간과 사유를 작성하도록 했다. 수면잠복기가 짧을수록, 수면 효율성이 높

을수록, 수면 중 각성 시간이 짧을수록, 총 수면시간이 길수록 적절한 수면 

상태로 분석하였다(Carey et al., 2011; Tonetti L et al., 2013). 수면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항목들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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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수면잠복기: 대상자가 누운 시간을 기준으로 활동 점수의 변화가 있는 

시점에서 10분간 각성이 없는 기간이 처음 나타난 순간까지의 시간

(분)

  ② 수면 효율성: 총 수면시간/총 침대에서 보낸 시간 X 100(회)

  ③ 총 수면시간: 총 침대에서 보낸 시간-수면잠복기-수면 중 각성 시간

(분)

  ④ 수면 중 각성 시간: 수면 중 깬 지점의 판독 단위(분) 수의 합계

  ⑤ 침대에서 보낸 시간: 대상자의 기상 시각-누운 시각(분) 

  3) 수면의 질

  수면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Buysse 등(1989)이 개발하고 조용원 등

(2003)이 번역한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PSQI) 도구를 사용하

였다. PSQI는 지난 한 달 동안에 대한 수면의 질을 조사하는 효과적인 수

면 측정 도구로, 교대 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바 있다(Bergen-Cico et al., 2015; Carey et al., 2011). 본 도

구의 첫 4문항은 잠자리에 든 시간, 잠들기까지 걸린 시간, 기상시간, 총 수

면시간에 대한 자가 보고형 문항이다. 추가로 수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정적인 요소들, 수면제 복용횟수, 일상생활 시 졸음, 집중의 어려움에 대

해 묻는 문항이 있으며 일주일에 0회, 1회 미만, 1~2회, 3회 이상으로 답

변하도록 하고 각각 0~3점의 점수를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수면의 질에 대

하여 매우 좋은 수면의 질, 상당히 좋은 수면의 질, 상당히 나쁜 수면의 질, 

매우 나쁜 수면의 질로 응답하도록 하고 각각 0~3점의 점수를 부여한다. 

PSQI의 점수는 0점부터 21점까지 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문제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PSQI의 총 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Poor sleeper’

로 규정하여 수면이 방해받고 있는 것으로 하였다(Buysse et al., 1989; 



- 23 -

조용원 등, 2003; Carey et al., 2011). Buysse 등(1989)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3이었으며 검사-재검사의 신뢰도는 .85였고, 조용원 

등(2003)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가 .77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75였다.

  4) 생리적 요인: 신체질환 유무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발생 빈도가 높은 심혈관계, 소화기계, 내분비

계, 호흡기계, 근골격계 질환의 유무를 측정한 것으로(용천중, 2008; 이승

규, 2007), 일반적 특성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5) 심리적 요인: 우울, 불안, 직무 스트레스

  ① 우울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NIH)에서 개발한 Patient Reported 

Outcome Measurement Information System-Short Form(PROMIS- 

SF)을 Choi 등(2017)이 번안한 Korean version of PROMIS 

(K-PROMIS)의 우울 도구를 사용하였다(Cella et al., 2007). 본 도구는 

만성질환을 가진 대상자들의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발된 도구로, 

임상에서 다양한 질병과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대상자들의 신체, 정신, 사

회적 건강을 평가하는 간결하고 표준화된 측정도구다(Cella et al., 2010; 

Choi et al., 2017). 본 우울 측정도구는 정신건강 부분의 하위 영역에 해

당하며 총 8문항으로 5-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평균 T-score 50

점, 표준편차 10점을 기준으로 하여 우울 수준을 알 수 있으며, 55점 미만

인 경우 정상, 55~60점 미만인 경우 가벼운 우울, 60~70점 미만인 경우 

중등도 우울, 70점 이상이면 심각한 우울로 본다(Choi et al., 2017).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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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가 10~90까지 가능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심화됨을 의미한

다(Cella et al., 2010).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s α는 .92였으며, 

한국어로 번안한 K-PROMIS의 Cronbach’s α는 .93이었다(Choi et al, 

2017).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7이다.

  ② 불안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NIH)에서 개발한 Patient Reported 

Outcome Measurement Information System-Short Form(PROMIS- 

SF)을 Choi 등(2017)이 번안한 Korean version of PROMIS 

(K-PROMIS)의 불안 도구를 사용하였다(Cella et al., 2007). 본 도구는 

만성질환을 가진 대상자들의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발된 도구로, 

임상에서 다양한 질병과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대상자들의 신체, 정신, 사

회적 건강을 평가하는 간결하고 표준화된 측정도구다(Cella et al., 2010; 

Choi et al., 2017). 본 불안 측정도구는 정신건강 부분의 하위 영역에 해

당하며 총 8문항으로 5-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평균 T-score 50

점, 표준편차 10점을 기준으로 하여 불안 수준을 알 수 있으며, 55점 미만

인 경우 정상, 55~60점 미만인 경우 가벼운 불안, 60~70점 미만인 경우 

중등도 불안, 70점 이상이면 심각한 불안으로 본다(Choi et al., 2017). 점

수 분포가 10~90까지 가능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증상이 심화됨을 의

미한다(Cella et al., 2010).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s α는 .89였으

며 한국어로 번안한 K-PROMIS의 Cronbach’s α는 .92였다(Choi et al, 

2017).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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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직무 스트레스

  장세진 등(2005)이 개발한 한국형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 단축형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Short Form, KOSS-SF)을 이용하

였다. KOSS-SF는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NIOSH)에서 개발한 도구를 근간으로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을 대상

으로 하여 조직문화의 특성과 사고방식에 맞게 만들어졌다(장세진 등 

2015). 개발 당시 보건 및 사회복지업, 제조업, 운송업 등의 직군에서 타당

도를 검증하였고 교대 및 비교대 근무자에게서도 타당도를 검증한 바 있다

(장세진 등, 2015). 또한,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 스트레스 연구

에서 KOSS-SF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Kim, Y. K et al., 2016; Chung, 

I. S et al., 2015; Oh, H. J et al., 2011; Choi, M. S et al., 2012). 총 

24문항이며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7개 영역인 직무 요구도, 직무 자율성, 

관계 갈등, 직무 불안정성, 조직적 관리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문화로 이루

어져 있다. 각 문항은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각각에 대해 1, 2, 3, 4점을 

부여할 수 있고 3, 5, 6, 7, 8, 9, 10, 11, 14, 15, 16, 17, 18, 19, 20번

의 경우 역문항으로 계산을 하였다. 점수는 24~96점까지 측정될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임상적으로 55

점 이상인 경우 직무 스트레스의 중재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장세진, 

2005). 도구 개발 당시의 Cronbach’s α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4였다.

  6) 상황적 요인: 신체활동 정도, 음주 및 흡연, 지각된 사회적 지지

  ① 신체활동 정도

  신체활동 정도는 액티그래프를 통하여 측정한 것으로, 좌식 신체활동,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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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신체활동, 중강도 신체활동, 고강도 신체활동의 네 가지로 나뉜다

(Vincent et al., 2016). 신체활동 정도는 Freedson 등(1998)의 기준에 

따라 좌식 신체활동 <1.5MET’s, 저강도 신체활동 1.5≦MET’s<3, 중강

도 신체활동 3≦ MET’s<6, 고강도 신체활동 6≦MET’s<9 로 분류하였

다. MET란 안정 시 분(min) 당 체중(kg) 당 산소섭취량이며, 활동수준이 

안정 시 보다 얼마나 더 힘든가를 나타낸 것이다(박지연 외, 2015).

  ② 음주 및 흡연

  본 연구에서는 음주 유무, 주당 음주량, 흡연 유무와 주당 흡연량을 측정

하였다. 주당 음주량(g)은 일주일간 마시는 술의 총용량과 각 술의 알코올 

농도(%)에 따라 알코올 gram으로 환산하여 제시한 것으로, 환산 방법은 

술의 양(ml)*알코올 농도(%)*0.8(g)(=1ml ethanol)과 같다(김상준 외, 

2002).

  ③ 지각된 사회적 지지

  Zimet 등(1988)이 개발한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MSPSS)를 서인균과 고민석(2011)이 수정, 보완한 도구

를 사용하였다. MSPSS는 3개의 요인인 가족지지(3, 4, 8, 11번), 친구지

지(6, 7, 9, 12번), 의미 있는 타인의 지지(1, 2, 5, 10번)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각 요인 당 4문항씩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Likert 5점 척도

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배점 가능하며, 점수

가 높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하고 총점은 12~60점까지 

분포 가능하다. 개발 당시의 Cronbach’s α는 .88, 번안한 도구의 

Cronbach’s α는 .92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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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자료수집은 2018년 1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서울시, 부산시, 양산시에 

위치한 소방서 및 119 안전센터에서 주간근무 중인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3일간의 수면패턴을 측정하였다. 자료수집 전에 먼저 해당 소방서의 행정계

장 및 119 안전센터의 센터장을 통하여 허가를 받았다. 그 후 해당 소방서 

및 센터의 담당자들에게 연구 설명서를 제공하고 각 소방서 및 센터의 게시

판에 IRB로부터 승인받은 홍보물을 부착하였다. 각 소방서와 센터 담당자

들의 협조를 받아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총 109명 모집하였다.

  주간근무를 시행하는 주의 둘째 날(화요일)에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과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포함된 내용을 설명하고 서명

을 받은 후 인구사회학적 질문이 포함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

문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5~10분으로, 설문 응답 후 소방공무원들

에게 액티그래프와 수면일지를 제공하고 기기 작동이 시작되는 시간(화요일 

오전 11시)과 기기 작동이 종료되는 시간(금요일 오전 11시)에 대해 알려

준 뒤 착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액티그래프 

착용 시의 주의사항에 대한 프린트물을 개별적으로 제공하였고, 의문점이 

있을 시 연구자에게 직접 연락하도록 안내하였다. 매일 아침(수, 목, 금요

일) 안내 문자를 통해 수면일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기기 착용

을 하도록 격려하였다. 기기 착용 시작 3일 후인 금요일 오전 11시에 소방

서 및 센터에 방문하여 액티그래프와 수면일지를 수거하였다. 또한, 수면 

영향요인들에 관한 사후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15~20분이었다. 연구에 끝까지 참여해준 대상자들에게는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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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제공하였다. 액티그래프를 통해 분석된 개인의 수면패

턴 결과는 대상자의 메일을 통해 개별적으로 전달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불면증 유무, 수면의 질, 생리적 요인(신체 

질환 유무), 심리적 요인(우울, 불안, 직무 스트레스), 상황적 요인

(신체활동 정도, 음주 및 흡연, 지각된 사회적 지지)은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로 나타냈다.

  (2) 객관적 도구인 액티그래프를 사용하여 측정한 수면패턴과 주관적 보

고에 따른 수면패턴의 불일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 측정 

방법의 총 수면시간과 수면잠복기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3) 생리적 요인(신체질환 유무), 심리적 요인(우울, 불안, 직무 스트레

스), 상황적 요인(신체활동 정도, 음주 및 흡연, 지각된 사회적 지

지)의 변수들 중 대상자의 불면증과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를 확인하기 위해 t-test와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4)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은 Cronbach’s alpha 값으로 분석하였다.

  (5) 통계적인 유의수준은 p<0.05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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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IRB No. 

1801/001-002). 해당 소방서 및 센터의 안내를 통하여 참여하거나 게시

판의 연구 설명서를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후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비밀보장, 익

명성 및 사생활 보호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게 되면 받게 되는 보

상(10,000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있다는 것과 어떤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수된 설문지는 밀봉하여 보관하였으며 동의서와 설문지

는 잠금장치가 있는 연구실에 보관하여 연구자 외 접근할 수 없게 하였다. 

또한, 액티그래프 자료와 연구 관련 대상자의 정보가 기입된 파일은 컴퓨터

와 파일에 각각 잠금장치를 설정했다. 수집된 동의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3

년간 보관할 예정이며, 연구자료들은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가

능한 영구보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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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018년 1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소방서와 119 안전센터의 담당자

들과 게시물을 통하여 참여 의사를 밝힌 소방공무원은 119명이었으나 단순 

변심, 연가 등의 이유로 10명이 배제되었다.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등록

한 소방공무원은 총 109명이었으나 기기 미착용의 이유로 6명이 탈락하였

고 탈락률은 5.50%였다<Figure 3>.

Figure 3. The number of analyzed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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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or 
Mean ± SD

Gender
Male 97(94.2)

Female 6(5.8)

Age(years) 38.94±8.81

Marital status
Single 25(24.3)

Married 78(75.7)

Number of children

0 33(32)

1 20(19.4)

≥2 50(48.5)

Level of education

≤High school 16(15.5)

Dropping out of university 9(8.7)

Junior college graduate 32(31.1)

University graduate 44(42.7)

≥Graduate school 2(1.9)

Position

Firefighter 23(22.3)

Senior fire sergent 27(26.2)

Fire sergent 24(23.3)

Fire lieutenant 26(25.2)

≥Fire captain 3(2.9)

Period of 
continuous service
(years)

≤5 30(29.1)

6-≤10 25(24.3)

11-≤15 19(18.4)

≥16 29(28.2)

Assigned task

Fire suppression 56(54.4)

Paramedic 22(21.4)

Rescue 25(24.3) 

Duty hours(per week)

≤50 49(47.5)

51-≤60 39(37.9)

61-≤70 15(14.6)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Socio-demographic variables of the participants  

(n=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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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면증

  불면증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불면증이 있는 대상자는 66명(64.1%)

으로 나타났다. 액티그래프로 측정한 수면패턴에서 총 수면시간은 평균 

352.31(SD=55.13)분, 수면 효율성은 평균 84.79(SD=6.6)%, 수면잠복기

는 평균 4.48(SD=5.63)분, 수면 중 각성 시간은 평균 59.5(SD=29.18)

분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수면의 질

  PSQI로 측정한 수면의 질은 평균 5.65(SD=2.57)점으로 나타났으며, 전

체 PSQI의 점수가 5점 이상으로 ‘Poor sleeper’인 대상자는 61명

(59.2%)으로 나타났다<Table 2>.

  액티그래프로 측정한 객관적 수면패턴에서 총 수면시간과 수면잠복기는 

각각 352.31(SD=55.13)분, 4.48(SD=5.63)분 이었고, PSQI를 통해 주

관적으로 보고한 총 수면시간과 수면잠복기는 각각 401(SD=55)분, 

21.60(SD=15.0)분으로 나타났다<Table 2>. 주관적 보고에 의한 총 수면

시간과 수면잠복기가 객관적 측정보다 더 긴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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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or 

Mean ± SD

Objective results(Actigraph)

Insomnia
Yes 66(64.1)

No 37(35.9)

Sleep pattern

Sleep duration(Min) 352.31±55.13

Sleep efficiency(%) 84.79±6.6

Sleep latency(Min) 4.48±5.63

Wake after sleep onset(Min) 59.5±29.18

Subjective results(PSQI)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5.65±2.57

≥5 61(59.2)

<5 42(40.8)

  Sleep pattern

Bed time(hh:mm) 23:46±1.6

Sleep latency(Min) 21.60±15

Awake time(hh:mm) 7:03±36

Total sleep time(Min) 401±55

Table 2. Sleep variables of the participants    

    

(n=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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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or 

Mean ± SD

Physical illness status

Yes 32(31.07)

Cardiovascular system 3(2.9)

Digestive system 13(12.6)

Endocrine system 7(6.8)

Respiratory   system 3(2.9)

Musculoskeletal system 17(16.5)

No 71(68.93)

4. 생리적 요인, 심리적 요인, 상황적 요인

  1) 생리적 요인

  대상자들의 신체건강 관련 요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1개 이상의 신체질

환을 가진 대상자는 총 32명(31.07%)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Physiologic variables of the participants 

         

(n=103)

  2) 심리적 요인

  대상자의 우울, 불안, 직무 스트레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우울한 대상

자는 4명(3.88%), 불안한 대상자는 9명(8.74%)이었고, 그중에서 가벼운 

우울을 가진 대상자는 3명(2.91%), 중등도 우울을 가진 대상자는 1명

(1%), 가벼운 불안을 가진 대상자는 9명(8.74%)이었다. 직무 스트레스가 

높아 중재가 필요한 대상자는 32명(31.07%)이었다. 우울은 평균 

42.54(SD=5.91)점, 불안은 평균 42.50(SD=6.83)점, 직무 스트레스는 평

균 51.13(SD=7.17)점이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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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or 
Mean ± SD

Depression

42.54±5.91

Yes 4(3.88)

Mild (≥55 and <60) 3(2.91)

Moderate(≥60 and <70) 1(1)

Severe(≥70) 0(0)

No 99(96.12)

Anxiety

42.5±6.83

Yes 9(8.74)

Mild (≥55 and <60) 9(8.74)

Moderate(≥60 and <70) 0(0)

Severe(≥70) 0(0)

No 94(91.26)

Occupational   
stress

51.13±7.17

Yes(≥55) 32(31.07)

No(<55) 71(68.93)

Table 4. Psychologic variables of the participants      

(n=103)

  3) 상황적 요인

  액티그래프로 측정한 신체활동 정도에 따르면 좌식 신체활동이 전체 신체

활동의 49.45(SD=6.86)%를 차지했고, 저강도 신체활동은 34.86 

(SD=10.28)%, 중강도 신체활동은 15.69(SD=9.24)%, 고강도 신체활동

은0(SD=0)%를 차지했다. 현재 음주하는 대상자는 74명(71.8%)이고 일주

일에 음주하는 양(g)은 평균 84.52(SD=94.34)g이었다. 현재 흡연자는 32

명(31.1%)으로 일주일에 흡연하는 양은 평균 1.49(SD=2.51)갑이었다. 대

상자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정도는 평균 49(SD=6.42)점으로 나타났다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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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or 

Mean ± SD

Physical activity level(%)

Sedentary 49.45±6.86

Light 34.86±10.28

Moderate 15.69±9.24

Alcohol(g)(per week)

84.52±94.34

Yes 74(71.8)

No 29(28.2)

Smoking(pack)(per week)

1.49±2.51

Yes 32(31.1)

No 71(68.9)

Perceived social support 49±6.42

Table 5. Situational variables of the participants  

         

(n=103)

5. 불면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불면증의 관련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일반적 특성, 생리적 요

인, 심리적 요인, 상황적 요인을 투입하여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신체활동 정도의 경우 좌식 신체활동, 저

강도 신체활동 그리고 중강도 신체활동의 다중공선성이 의심이 되어 

t-test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던 좌식 신체활동만 독립변수로 투입하

였다<Table 6>. 

  일반적 특성을 투입한 <Model 1>, 생리적 요인을 추가한 <Model 2>, 

심리적 요인을 추가한 <Model 3>에서는 유의한 변수가 없었고, 각 모델의 

설명력은 6.2, 7.7, 13.3%였다. 상황적 요인을 추가한 <Model 4>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구급업무(p=.046), 불안(p=.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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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Insomnia, n(%)

t pYes
n=66

(64.1%)

No
n=37

(35.9%)

Sedentary(%) 47.87±6.65 52.26±6.38    3.264 .001

Light(%) 36.03±9.9 32.78±10.74 -1.547 .125

Moderate(%) 16.1±9.2 14.95±9.4 -.604 .547

좌식 신체활동(p=.001)이 있었다. 화재진압 업무를 하는 경우에 비해 구급

업무를 하는 경우, 불안하지 않을 때 보다 불안할 경우 불면증이 발생할 오

즈가 각각 4.28배, 1.12배 증가하였고, 좌식 신체활동이 1% 증가할 경우 

불면증이 발생할 오즈가 0.85배 감소하였으며, 설명력은 31.2%였다. 즉, 

일반적 특성, 생리․심리․상황적 요인을 모두 고려했을 때, 불면증 관련 요인

은 일반적 특성에서는 구급업무, 심리적 요인에서는 불안, 상황적 요인에서

는 좌식 신체활동이 있었다.

Table 6. Sleep and physical activity level        

    (n=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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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Variables(baseline) Categorie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OR
(95% CI)

OR
(95% CI)

OR
(95% CI)

OR
(95% CI)

Socio-
demographic

Age 1.07
(.93~1.22)

1.07
(.94~1.23)

1.06
(.92~1.22)

1.06
(.91~1.24)

Marital status(Single) Married 1.03
(.24~4.44)

1.04
(.24~4.47)

1.06
(.24~4.66)

.83
(.17~4.16)

Period of continuous 
service(≥16 years)

≤5 4.14
(.21~83.51)

4.19
(.21~85.61)

4.82
(.22~104.04)

2.36
(.09~65.71)

6-≤10 2.72
(.34~21.42)

2.82
(.36~22.22)

2.61
(.31~21.72)

1.36
(.13~14.21)

11-≤15 3.16
(.50~19.91)

3.35
(.53~21.13)

2.92
(.43~19.67)

2.24
(.27~18.49)

Assigned task
(Fire suppression)

Paramedic 2.80
(.79~10.00)

2.75
(.77~9.88)

2.84
(.77~10.44)

4.28**

(1.02~17.92)

Rescue .94
(.32~2.78)

.97
(.33~2.87)

1.09
(.35~3.38)

1.00
(.28~3.54)

Duty hours 
(≤50, per week)

51-≤60 .68
(.24~1.92)

.63
(.22~1.82)

.70
(.24~2.08)

.60
(.18~1.99)

61-≤70 .50
(.13~2.01)

.50
(.12~2.00)

.63
(.15~2.64)

1.36
(.27~6.84)

Table 7. Factors influencing insomnia on logistic analysis         

     (n=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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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ologic Physical illness 
status(No)

Yes .61
(.25~1.51)

.57
(.23~1.45)

.49
(.17~1.39)

Psychologic

Depression .93
(.84~1.03)

.92
(.82~1.03)

Anxiety 1.09
(.99~1.20)

1.12**

(1.01~1.24)

Occupational stress 1.03
(.96~1.11)

1.05
(.97~1.13)

Situational

Physical activity level Sedentary .85**

(.78~.94)

Alcohol 1.00
(.99~1.00)

Smoking 1.07
(.87~1.31)

Perceived social support 1.00
(.91~1.09)

Hosmer & Lemeshow chi-square(p-value)
Neglkerke R2

3.87(.87)
.062

8.09(.43)
.077

1.16(.99)
.133

4.67(.79)
.312

Note.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p<0.05



- 40 -

6.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수면의 질의 관련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일반적 특성, 생리적 

요인, 심리적 요인, 상황적 요인을 투입하여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신체활동 정도의 경우 좌식 신체활동, 

저강도 신체활동 그리고 중강도 신체활동의 다중공선성이 의심이 되어 

t-test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던 좌식 신체활동만 독립변수로 투입하

였다<Table 6>. 

  일반적 특성을 투입한 <Model 1>에서 유의한 변수는 주당 근무시간

(p=.036)이었고, <Model 1>의 설명력은 8.6%였다. 50시간 이하로 근무

하는 소방공무원에 비해 50~60시간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수면의 

질이 저하될 오즈가 0.33배 감소하였다. 생리적 요인을 추가한 <Model 2>

에서 신체질환의 유무(p=.01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

였으며, 설명력은 17.2%였다. 신체질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신체질환이 1

개라도 있을 경우 수면의 질이 저하될 오즈가 3.74배 증가하였다. 심리적 

요인을 추가한 <Model 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신체질환 유무

(p=.016)이었으며, 설명력은 25.8%였다. 신체질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신

체질환이 1개라도 있을 경우 수면의 질이 저하될 오즈가 3.75배 증가하였

다. 상황적 요인을 추가한 <Model 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는 변수로는 신체질환 유무(p=.008), 사회적 지지(p=.003)가 있었고, 설

명력은 40.3%였다. 신체질환이 1개라도 있을 경우 수면의 질이 저하될 오

즈가 5.17배 증가하였고, 사회적 지지가 1점 증가할수록 수면의 질이 저하

될 오즈가 0.86배 감소하였다. 즉, 일반적 특성, 생리․심리․상황적 요인을 모

두 고려했을 때, 생리적 요인인 1개 이상의 신체질환 유무와 상황적 요인에

서는 사회적 지지가 수면의 질의 관련 요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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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Variables(baseline) Categorie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OR
(95% CI)

OR
(95% CI)

OR
(95% CI)

OR
(95% CI)

Socio-
demographic

Age .99
(.87~1.13)

.98
(.85~1.12)

.94
(.82~1.09)

.88
(.75~1.04)

Marital status(Single) Married 1.45
(.33~6.38)

1.54
(.32~7.43)

1.75
(.33~9.32)

2.05
(.31~13.63)

Period of continuous 
service(≥16 years)

≤5 1.92
(.10~37.42)

1.83
(.08~41.72)

1.66
(.07~42.48)

.89
(.02~32.79)

6-≤10 1.14
(.15~8.80)

.99
(.11~8.73)

.79
(.08~7.99)

.47
(.04~5.70)

11-≤15 1.51
(.25~9.20)

1.29
(.19~8.69)

.94
(.12~7.21)

.49
(.05~4.49)

Assigned task
(Fire suppression)

Paramedic 1.11
(.35~3.55)

1.17
(.36~3.85)

1.15
(.33~4.00)

.76
(.18~3.16)

Rescue .89
(.29~2.71)

.79
(.25~2.53)

1.03
(.30~3.50)

.85
(.23~3.18)

Duty hours 
(≤50, per week)

51-≤60 .33**

(.12~.93)
.35

(.12~1.02)
.38

(.12~1.15)
.28

(.08~1.03)

61-≤70 .63
(.16~2.46)

.61
(.15~2.44)

.67
(.15~3.00)

.77
(.13~4.61)

Table 8. Factors influencing poor sleep quality on logistic analysis     

(n=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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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ologic Physical illness 
status(No)

Yes 3.74**

(1.36~10.32)
3.75**

(1.28~10.94)
5.17**

(1.53~17.51)

Psychologic

Depression 1.07
(.96~1.20)

1.11
(.99~1.25)

Anxiety 1.01
(.92~1.10)

1.00
(.90~1.10)

Occupational stress 1.07
(.99~1.15)

1.01
(.93~1.10)

Situational

Physical activity level Sedentary 1.01
(.93~1.09)

Alcohol 1.00
(.99~1.00)

Smoking 1.08
(.88~1.33)

Perceived social support .86**

(.78~.95)

Hosmer & Lemeshow chi-square(p-value)
Neglkerke R2

3.51(.90)
.086

8.59(.38)
.172

6.15(.63)
.258

3.42(.91)
.403

Note.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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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 의

  본 연구는 S시, B시, Y시의 소방서 및 119 안전센터에서 근무 중인 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불면증 유무와 수면의 질을 파악하고, 소방공무원의 불

면증과 수면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1. 소방공무원의 수면 

  소방공무원들의 수면패턴을 객관적, 주관적으로 확인한 결과, 소방공무원

들 중 64.1%가 불면증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59.2%는 만족스러운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액티그래

프를 이용하여 불면증의 유병률을 조사한 국외 연구의 결과(36%)와 비교

해보았을 때 본 연구의 유병률이 더 높았고(Carey et al., 2011), 국내 연

구는 유사한 연구가 전무하여 비교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직을 

배제하고 교대 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만을 포함했다는 점, 그리고 긴장상

태가 높은 주간근무 기간에 수면을 측정한 점으로 인해 유병률이 더 높았다

고 볼 수 있다(임동균 외, 2013; 김종서 외, 2014; 박선근, 2015; 

Petersen et al., 2013).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소방공무원들은 기존 선행 연구결과(Carey et 

al., 2011; 박선근, 2015; Vincent et al., 2016)보다 짧은 총 수면시간, 

낮은 수면 효율성, 긴 수면 중 각성 시간을 보임으로써 수면문제의 심각성

을 드러냈다. 반면, 본 연구에서 측정된 소방공무원들의 수면의 질은 기존

의 국내외 연구에서 보고된 수면의 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윤성우 

외, 2013; Carey et al., 2011; Mehrdad et al., 2013). Yun(2014)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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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이 주관적으로 보고한 수면의 질과 일주기 인자

(chronotype)가 관련이 있었으며, 아침형 타입보다 저녁형 타입의 경우 수

면의 질이 더 나쁘다고 보고했다(Merikanto et al., 2012). 또한, 교대 근

무자의 경우, 주간근무 시 수면의 질보다 야간근무 시 수면의 질이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Plaimee et al., 2012). 본 연구에서 조사하지 못 한 개인

별 일주기성 인자가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간근무를 기준

으로 설문조사에 응답하도록 한 것이 선행연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면의 질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2. 소방공무원의 객관적 수면패턴과 주관적 수면패턴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주관적 수면패턴의 차이를 보였다. 즉, 주관적 보

고를 통한 총 수면시간과 수면잠복기가 객관적으로 측정한 시간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객관적, 주관적 수면패턴의 차이는 성별, 인종, 나

이, 사회경제적 위치, 교육 상태, 수면 중 무호흡증, 비만, 최근 2주간의 짧

은 수면시간, 신경증적이거나 완벽주의적인 성격적 경향, 불면으로 인한 감

정적 문제 등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Carskadon et al., 1976; Cha 

et al., 2009; Dorsey and Bootzin, 1997; Ellis et al., 2007; Profant et 

al., 2002; Silva et al., 2007), 불면을 호소하는 대상자의 9.2~50%에서 

이러한 소견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Fernandez-Mendoza et al., 

2011). 

  불면증이 있거나 우울한 경우 총 수면시간을 짧게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

고 알려져 있으나(Kay et al., 2015; 김하현 외, 2012), 불면증이 있는 대

상자 일지라도 26%에서는 실제 수면시간 보다 주관적 총 수면시간을 길게 

보고하였고(Vanable et al., 2000), 정상 수면군의 경우 대부분 주관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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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시간이 길었거나 객관적 수면시간과 비슷하다고 보고하였다(Means et 

al., 2003). 본 연구에서 객관적, 주관적 총 수면시간의 차이가 나타난 이유

는 첫째, 우울을 포함한 정신과적 질환을 앓거나 수면제를 복용 중인 대상

자를 제외한 것이 주관적으로 길게 보고한 총 수면시간과 관련이 있을 것이

다. 둘째, 두 가지 측정방법의 측정기간에 의한 차이이다. 선행연구

(Lauderdale et al., 2008)에서 측정기간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주

관적 총 수면시간의 상관관계가  높았으나, 본 연구처럼 객관적 측정기간은 

3일, 주관적 보고의 측정기간이 1달인 경우의 상관관계는 낮게 측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상자가 많은 수면문제를 경험할수록 주관적 수면잠복기

를 실제 수면잠복기보다 길게 보고하여 수면상태를 더 나쁘게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Means et al., 2003; Kay et al., 2015; 김하현 외, 

2012), 이는 본 연구에서 소방공무원의 불면증 유병률이 높고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것과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객관적 수면패턴과 주관적 보고에 의한 

수면패턴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여러 선행연구(O'donnell et al., 

2009; Cha et al., 2009; Dorsey and Bootzin, 1997; Ellis et al., 

2007)를 통해 주관적 보고에 의한 수면패턴은 객관적인 소견과 불일치를 

보이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수면은 

건강상태와 삶의 질을 반영하고 정서․심리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신수진과 황은희, 2008), 수면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객

관적 측정과 주관적 보고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향후 두 가지 

측정방법의 측정기간에 의한 차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측정기간을 동일하게 

하여 객관적, 주관적 수면패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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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공무원의 수면 관련 요인들

  1) 불면증의 관련 요인

  본 연구에서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화재진압 업무를 담

당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에 비해 불면증이 발생할 오즈가 4.28배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출동 횟수가 화재진압 업무

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보다 9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김현근, 

2018), 출동 빈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고 정신건강에 

위협을 받게 된다(아주대학교, 2008). 게다가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

무원의 경우 야간 및 당직 근무 시 잦은 출동으로 인해 수면을 거의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만성 수면부족이 우려된다(박선근, 2015). 실제로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보다 사

회심리적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높았다(김건형 외, 2006). 본 연구에서도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들이 타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들보다 

수면의 질이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나, 소방공무원 중에서도 구급업무를 담당

하는 소방공무원의 수면문제가 가장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화재

진압, 구급, 구조의 업무분장별 출동빈도와 출동시간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수면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불안할 경우 불면증이 발생할 오즈가 1.12배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에게서 불안은 흔히 발견되며, 수면장애가 없는 소

방공무원 보다 수면장애가 있는 소방공무원에게서 불안이 3배 더 많이 발

생하였다(Sterud et al., 2008; Barger et al., 2015). 특히, 소방공무원이 

겪는 불안은 자살사고․행동, 삶의 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고, 불

안장애는 또 다른 정신질환으로 이환 될 가능성을 높이므로 불안의 조기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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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과 치료를 통한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Grant et al., 2006; Sterud 

et al., 2008; 류석환, 2014). 

  소방공무원들의 좌식 신체활동이 1% 증가할 경우 불면증이 발생할 오즈

가 0.85배 감소하였다. 좌식 신체활동이 증가할수록 불면증이 감소한다는 

것은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적절한 수면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좌식 신체활동을 포함한 신체활동 정도는 소방공무원의 총 수면시간과 

관계가 없고, 오히려 신체활동 정도를 중강도나 고강도로 증가하면 불면증

이 줄어든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Vincent et al., 2015; Hartescu et al., 

2015)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또 다른 선행연구들(Guimaraes et al., 

2008; 정지영과 구미옥, 2016)에서는 좌식 신체활동이 많은 대상자일수록 

수면패턴의 문제가 많았고, 좌식 신체활동보다 중강도의 신체활동이 수면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기존의 연구(Vincent et al., 2016)에서

는 여러 날 동안 지속되는 산불을 진압하는 동안 신체활동을 측정하여 저강

도 신체활동(66%)과 중강도 신체활동(22%)이 높고, 좌식 신체활동(12%)

이 낮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좌식 신체활동이 전체 신체활동의 49.45%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 결과가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요인 중 하나

는 신체활동 비율의 차이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앉아있는 시간이 길

었다는 것은 측정기간 3일 동안 출동빈도와 출동시간이 적고 대기하는 시

간이 많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이유를 밝히고 수면

과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2) 수면의 질 관련 요인

  소방공무원이 겪는 신체질환이 1개라도 있으면 수면의 질이 감소될 오즈

가 5.17배 증가하였다. 반면, 신체질환의 하위집단인 심혈관계 질환, 소화기

계 질환, 내분비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의 유무가 수면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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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에게서 심

혈관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 내분비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이 흔히 발생하고(용천중, 2008; 이승규, 2007; 임동균 외, 2013; Kales 

et al., 2003), 일반 근로자보다 소방공무원의 건강 문제가 1.5배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K.S. et al, 2009). 게다가 본 연구처럼 평균 6시

간 미만 수면하는 소방공무원은 심혈관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 비만, 당뇨, 

무호흡증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건강상태

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정기검진을 통한 고위험군 발견이 필요하다(Carey 

et al., 2011).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1점 증가할 경우 수면의 질이 저하될 오즈가 

0.86배 감소하였다. 여러 선행연구(Troxel et al., 2010; Carey et al., 

2011; Kent et al., 2015)에서 소방공무원의 사회적 지지와 수면의 질의 

관련성이 보고되었다. 사회적 지지는 수면의 질이 낮거나 높은 대상자에게 

모두 영향을 주었으며, 비기능적인 사회적 관계는 낮은 수면의 질을 예측하

는 요인이라고 했다(Kent et al., 2015; Troxel et al., 2010). 소방공무원

들은 장시간 현장에서 함께 근무를 하면서 타 직종보다 동료 간의 유대감이 

깊은 집단이며(Carey et al., 2011), 사회적 지지가 소방공무원들의 신체

적 건강뿐 아니라 우울과 불안을 포함한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료들 간의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한 대화와 격려가 꾸준히 필요하다(Prati 

& Pietrantoni, 2010; 김윤정과 배정이, 2012). 

  본 연구에서 소방공무원의 불면증 유병률이 높고 수면의 질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주관적 수면패턴과 객관적 수면패턴의 차이가 있었으며, 주관

적 보고에 의한 총 수면시간과 수면잠복기가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 

영향요인으로 구급업무, 신체질환 유무, 불안, 좌식 신체활동, 사회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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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났다. 소방공무원의 수면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안과 신체질환의 

조기 선별과 치료가 요구되고, 개개인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사정하여 적

극적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추후 객관적, 주관적 수면패턴의 차이

를 두 가지 측정방법의 측정기간을 동일하게 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출동빈도와 출동시간에 따른 신체활동 정도와 수면의 관계를 각 담당업무별

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수면을 객관적, 주관적으로 함께 

측정하여 수면문제를 다각적․통합적으로 본 첫 번째 연구이다. 

  둘째, 소방공무원의 수면과 수면 관련 요인을 확인하였으며, 그에 따른 

소방공무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촉구하였다.

  셋째, 소방공무원의 수면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앞으로의 소방조직의 방향과 건강관리자의 역할

을 제시하였다.

  이렇듯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방공무원의 생리적, 심리적, 상황적 요

인을 통해 발생하는 수면상태를 이해하고, 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

는 방안을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지만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편의추출을 통하여 S시, B시, Y시의 일개 소방서 및 

119 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전

체 소방공무원에게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객관적 수면패턴의 측정기간과 주관적 수면패턴의 측

정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주관적 수면패턴 간의 상관관계가 낮을 우

려가 있다. 



- 50 -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면의 질, 우울, 불안, 직무 스트레스,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도구들은 모두 표준화된 도구지만 자기 보고형에 의거하여 

측정되고 수거되었기 때문에 반응 편중(response bias)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소방공무원 대상의 수면연구에서 주

관적 보고가 주를 이루었던 것을 감안했을 때, 본 연구는 대상자 모두의 수

면을 객관적, 주관적으로 모두 확인하고 그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는데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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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S시, B시, Y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불

면 유무와 수면의 질을 파악하고 불면증과 수면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다. 2018년 1월 16일부터 2월 26

일까지 S시 N 119 안전센터, B시 G소방서, Y시 M, J 119 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103명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액티그래프 및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수집을 하였다. 

  소방공무원의 불면증 유병률이 64.1%로 선행연구의 유병률보다 높은 편

이다. 객관적 수면패턴에서 총 수면시간이 평균 352(SD=55.13)분, 수면 

효율성은 평균 84.79(SD=6.6)%, 수면잠복기는 평균4.48(SD=5.63)분, 

수면 중 각성 시간은 평균 59.5(SD=29.1)분, 그리고 수면의 질은 평균 

5.65점으로 소방공무원의 객관적 수면패턴과 주관적 보고에 의한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객관적 측정을 통한 총 수면시간과 수면잠복기는 각각 평균 

352.31(SD=55.13)분, 4.48(SD=5.63)분이었고, 주관적으로 보고한 총 

수면시간과 수면잠복기는 각각 평균 401(SD=55)분, 21.60(SD=15.0)분

으로 주관적 보고를 통한 총 수면시간과 수면잠복기가 각각 약 48.7분, 약 

17.1분 긴 것으로 나타났다. 

  불면증 유무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일반적 특성인 구급업무, 심리적 요인

인 불안, 상황적 요인인 좌식 신체활동이 있었고,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는 생리적 요인인 하나 이상의 신체질환 유무와 상황적 요인인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있었다.

  객관적, 주관적 수면패턴의 차이를 두 가지 측정방법의 측정기간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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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차이에 영향을 주는 관련 요인을 확

인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변수들을 추가하여 검증하는 것이 필요

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규명하지 못 한 담당업무에 따른 출동빈도와 출동

시간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수면패턴과 수면의 질을 확인하여 수면과의 관

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불안을 호소하거나 신체질환이 있는 

소방공무원들을 조기 선별하여 정기검진 외 추가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국가적 관심과 제도 및 정책의 마련

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료, 상사와의 배려와 개방적인 대화를 통하여 꾸준

히 사회적 지지를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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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leep related factors on firefighters

Ye Seul Jeon

Depar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Firefighters are often troubled with sleep problems due to their 

job characteristics; this can lead to lower quality of life. Most of 

the research on firefighters has been done on occupational stress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sleep-related research on 

firefighters is mainly based on subjective reporting. However, 

differences between subjective reporting and objective measurement 

of sleep are common, so it is necessary to assess sleep status 

using both methods to explore sleep conditions more 

comprehensively.

  This study identified the objective, subjective sleep status of 103 

firefighters in Seoul, Busan, and Yangsan and then identified two 

patterns of sleep. Also, based on the theory of unpleasant 

symptoms (Lenz, 1995),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factor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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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ect sleep of firefighters. Accordingly, a physiologic factor 

(physical illness status), psychologic factors (depression, anxiety, 

occupational stress), and situational factors (physical activity level, 

alcohol, smoking, social support) that affect insomnia and sleep 

quality were investigat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3.0 to perform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and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Insomnia was found in 66 (64.1 %) of the total subjects, and the 

average quality of sleep(PSQI) was 5.65 (SD=2.57). Total sleep 

time and sleep latency by objective measurement were 352.31 

(SD=55.13) and 4.48 (SD=5.63), respectively, and total sleep time 

and sleep latency by subjective reporting were 401 (SD=55) and 

21.60 (SD=15.0). Total sleep time and sleep latency by subjective 

reporting were longer than objective measurements by 

approximately 48.7 and 17.1 minutes, respectively. Factors related 

to insomnia include role as a paramedic (OR=4.28, 95% CI: 1.02 

~17.92), anxiety (OR=1.12, 95% CI: 1.01~1.24), and sedentary 

lifestyle (OR=.85, 95% CI: .78~.94), and factors related to quality 

of sleep were physical illness status (OR=5.17, 95% CI: 

1.53~17.51) and social support (OR=.86, 95% CI: .78~.95).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a high prevalence of insomnia, 

low quality of sleep, a difference between subjective and objective 

patterns of sleep in firefighters. To promote the sleep and health of 

firefighters, early screening and treatment of anxiety and physical 

illness is required, as is active management by assessing perce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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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upport.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differences in objective and subjective patterns of sleep during the 

same dur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activity level and sleep depending on 

frequency and time of movement and assigned tasks.

Key words: Firefighters, Sleep pattern, Actigraph,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Student number: 2016-20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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