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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간은 살아오면서 지구의 자전기능으로 해가 뜸과 동시에 하
루가 시작되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드는 일상을 수 천년 동안
반복해 왔다. 그러나 문명과 환경, 생활방식의 변화로 현대인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어려워졌으며 그로 인해 비만, 당뇨병,
심장병, 치매, 학습장애와 같은 다양한 합병증에 노출 되었다.1)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와 함께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 노년기 노인은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서
노화와 함께 수면패턴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다수 노인은 초
저녁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자
는 동안 작은 소리에도 깨는 등 잠을 들지 못한다. 노인 수면

을 위한 평균시간은 점차 감소하며 잠들기가 쉽지 않다는 호
소와 함께 한국의 경우 65세~84세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57.7%에서 잠드는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2)
뇌 과학이 발전하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잠
을 자는 이유와 기능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유와 가설들이 설
명되고 있다. 첫째로 피로 회복 설로 잠을 자지 않거나 적게
자면 피로하고 잠을 잘 자면 피로가 풀린다는 사실로 기존에
는 뇌를 쉬게 하기 위한 생리현상이라는 통설이 대세였으나
뇌 없는 해파리도 잠을 잔다는 사실이 밝혀져 뇌만 잠을 필요
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뉴런들도 잠을 필요로 한다는 보고
도 있었다.3) 수면은 사람이 일상생활을 활기차고 능률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적의 수면시간이 필요하며 적정 수면시
간은 평균적으로 8시간 자는 경우가 가장 많고 많이 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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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은 12시간, 적은 사람은 4시간의 요구 수면량을 나타내는데
적정 수면량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나, 적정 수면량 이하의
수면은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많은 노인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수면 시작 후 깨우기
까지의 시간(waking after sleep onset; WASO)의 증상은
수면요구의 감소와 델타수면의 감소, 청각 역치의 감소 등의
4)
원인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나이가 들면 램 잠복기가 짦아지
면서 수면 3~4단계의 서파수면(sleep wave sleep)의 감소를
보이는데 서파수면은 소아기의 왕성하게 나타나는 수면으로
서파수면 중에 있는 아동의 경우 깨우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들게 되는데 서파수면 후 램수면이 시작되면
뇌가 깨어있어 꿈을 꾸게 되고 근육에 머물렀던 혈액이 뇌로
들어가 생각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되면 이 기간에 전체 혈액
의 1/4가량이 뇌에 모여 새로운 기억을 단기간 저장할 수 있
5)
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 60세가 되면 이 서파수
면이 감소하게 되어 노인의 경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거나,
수면 중 자주 깨거나, 깊은 잠을 취하지 못하는 생활이 반복
되면 기억과 학습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수면은 우울감과
6)
관련이 있어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요양시설 노인의 경우 살아온 생활환경의 변화와 신체적으
로 움직이는 활동량의 감소, 수면을 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상황의 노출 등은 인지활동 감소뿐 아니라 우울과 불안을 야기
시켜 의존적인 일상생활로 이어질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요양
시설 노인에서 수면능력에 따른 인지기능과 우울감,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알아보고 시설에서 수면 문제가 방치되지 않도록
조기개입과 중재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기간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군산지역 내 요양시설에 입소한 환자를 대상으로
2017년 9월부터 3일부터 9월 30일 까지 정신의학과 전문의
로부터 경도인지장애와 치매 진단을 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기
본적인 요구에 따를 수 있는 자로 청력과 시력에 문제가 없으
며 설문을 위한 기본적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자를 연구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요양시설 2층 병동 총 입소자 56인 중 기
관 관계자의 협조 하에 본인의 이해와 동의를 얻고 본 연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 23명을 선정하였다. 설문을 진행하기
위해 참여한 인원은 작업치료 전공 3학년 학생 5명과 기관의
작업치료사 1인, 작업치료전공 교수 1인, 담당간호사와 요양
보호사 2인이 본 연구의 도움을 제공하였다.
2. 연구절차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임상평가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CDR) 0.5~2단계에 해당하는 환자로 평가는 매주 금요
일 오전 10시~12시까지 수면능력 설문과, 우울감, 인지기능,
일상생활활동 수행 정도를 평가 하였다. 대상자의 집중력과 피
로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활동을 배제하였으며 평가 도중
대상자 피로 시 휴식 후 다시 진행하였고 대상자의 건강과 협
조 상태에 따라 자발적 참여를 확인한 후 진행하였으며 사전에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안내 하였다.
3. 평가도구
1) 수면측정도구 A
수면측정도구 A는 수면의 질(Quality of Sleep)을 측정하기
위해서 총 15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사용
이 가능하며 각 문항은 수면이 나쁠 때 나타나는 증상을 설명
하는 서술식으로 세부 문항의 내용으로는 잠드는데 오래 걸리
는지 유무에서 아침에 깬 후에 계속 졸리는지의 항목으로 응
답란은 ‘매우 그렇다’에 1점에서 ‘전혀 아니다’ 4점 형식의 라
이커트 타입 도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도구의 점수는 합산
하여 수면점수로 환산되는데 최저 15점 최고 60점이 가능하
다. 점수가 많을수록 수면의 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15개
문항을 포함한 전체 도구의 Cronbach’s α는 0.75다.7)
2) 우울 검사

노인의 우울 측정은 한국판 노인 우울척도 단축형(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Korean Version: GDSSFK)으로 총 15문항의 ‘예’ 나 ‘아니오’ 양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
며 총점은 1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5점 이하는 정상, 6-9점은 중등도의 우울증상, 10점 이
상은 우울증으로 구분한다. Cronbach's α 값은 0.87이다.8)
3) 인지기능검사
한국판간이정신진단검사(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orea; MMSE-K)는 권용철과 박종한(1989)에 의해서 한국판
간이정신진단검사로 번역된 검사로 인지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임상에서 간편하게 사용하고 있다. 영역으로 ‘지남력’, ‘기억등
록’, ‘주의집중계산’, ‘기억회상’, ‘언어기능’ ‘시각적 구성’ ‘판단
능력’ 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0.99로
3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24점 이상이면 정상, 19점 이하
인 경우는 중증장애, 20~23점이면 경도장애로 구별 된다.9)
4) 일상생활활동 평가
김수영과 원장원(2004)등이 노인의 일상생활 기능 평가를 위
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개발한 한국어판 바텔일상활동
(Barthel ADL Index)평가로 대사자의 질병 상태에 따라 변
화할 가능성과 치료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반응도를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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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평가 척도와의 관련성을 제시한 도구로 대변조절, 얼굴
단장하기, 식사하기, 옮겨가기, 계단 오르내리기, 소변조절, 화
장실사용, 옷 입기와 이동, 목욕의 항목을 포함한 총 10개 항
목 20점 만점으로 Cronbach's α 값은 0.97로 점수가 높을수
10)
록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4. 통계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v.21, IBM,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
다. 또한 대상자의 수면 점수 별로 인지기능, 우울감, 일상생
활 능력을 빈도, 평균과 표준편차, 비율로 분포를 알아보았다.
수면 점수 별로 인지기능, 우울감, 일상생활능력에 차이가 있
는지를 확인하고자 수면 점수 별로 나눈 4개 그룹은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는 지를 검정하였다. Sapiro-Wilk 검정 결과 우
울감, 인지기능과 일상생활 능력은 정규성이 확인되었다
(p>.05).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는 우울감, 인지기능과 일상
생활 능력은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으로 분석하였
고 Sheffe 사후검정을 이용하였고 유의수준을 5%로 하였다.
수면의 질과 우울감, 인지능력, 일상생활능력 간에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Pearson상관 분석을 하였다.

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23명으로 여자가 82.6%로 대다수
를 차지하였고, 60대에서 80대 이상의 연령층 중에서 80대
이상 60.9%를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대상자의 경제 상태
는 중 82,6%, 하 13.0%, 상 4.3% 순으로 중산층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력은 6년 미만과 무학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각 43.5%를 차지하였고, 7-9년은 13%이었다. 입원 기간은 1
년 미만, 2년 미만, 4년 이상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각 21.7%
이었고, 3년 이하가 26.1%로 입원 초기인 환자부터 만성질환
으로 입원기간이 길어진 환자까지 고르게 분포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보행 수준을 살펴보면, 독립 보행 60.9%, 보행기를
이용한 걷기 26.1%, 지팡이를 이용한 걷기가 8.7%, 휠체어
4.3%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N=23)
Characteristics

Gender

Age(year)

Economic Status

Education
(year)

Hospitalization Period(year)

Walking Status

Categories

n

%

male

4

17.4

female

19

82.6

80≤

14

60.9

70-79

8

34.8

60-69

1

4.3

high

1

4.3

middle

19

82.6

low

3

13.0

10-12

0

0

7-9

3

13.0

1-6

10

43.5

1<

10

43.5

>5

5

21.7

>4

2

8.7

>3

6

26.1

>2

5

21.7

1<

5

21.7

independent

14

60.9

cane

2

8.7

walker

6

26.1

wheelchair

1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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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면 점수에 따른 인지기능 분포
수면 점수 별로 인지기능의 MMSE-K 평가결과를 살펴본 결
과, 수면 점수 별 인지기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
았다(Table 2).

5. 수면의 질, 인지기능, 우울감, 일상생활활동간의 상관관계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의 수면의 질은 인지기능, 우울감,
일상생활활동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수면의
질은 인지기능, 우울감, 일상생활활동 간에 상관관계가 없었
다. 그러나 인지기능과 우울감은 r=-.531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Table 5).

3. 수면 점수에 따른 우울감 분포
수면에 따른 노인의 우울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서 GDSSF-K 점수를 수면 점수별로 살펴본 결과,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Table 3).

Ⅳ. 고 찰
본 연구는 요양시설에 입원중인 노인을 대상으로 수면상태에
따른 인지기능과 우울감,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알아보고 시설
에서 수면 문제가 방치되지 않도록 조기개입과 중재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 하였다. 20대에는 하루 평균 7 8
시간의 수면을 취하지만 55세 이후에는 수면이 급격히 감소하

4. 수면 점수에 따른 일상생활활동 분포
수면 점수별로 일상생활활동 BADL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
하고자 집단 간에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
았다(Table 4).

Table 2. The cognitive function according to the quality of sleep
Sleep score

N

M±SD

%

51-60

8

17.0±4.9

34.8

41-50

6

18.8±5.7

26.1

31-40

6

18.7±7.3

26.1

21-30

3

15.3±3.8

13.0

F

P

.346

.792

F

P

2.718

.073

F

P

.576

.638

Table 3. The depression according to the quality of sleep
Sleep score

N

M±SD

%

51-60

8

4.0±1.3

34.8

41-50

6

2.2±1.6

26.1

31-40

6

3.5±1.6

26.1

21-30

3

4.7± .6

13.0

Table 4. The BADL according to the quality of sleep
Sleep score

N

M±SD

%

51-60

8

15.6±3.8

34.8

41-50

6

13.0±5.7

26.1

31-40

6

14.2±2.2

26.1

21-30

3

14.3±1.5

13.0

Table5. The correlation among cognitive function, depression, BI, and quality of sleep
quality of sleep

MMSE-K

GDSSF-K

quality of sleep

1

MMSE-K

-.104

1

GDSSF-K

.130

-.531**

1

BADLI

.257

.135

.309

BAD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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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영, 정상미, 정복희

여 64세 이상에서는 5 6시간 수면을 취하며 수면시간의 감
소와 함께 수면장애, 조기각성, 주야전도, 숙면장애 등을 경험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수면 중의 급속안구운동은 수면시간
이 감소함에 따라 피로 회복률이 낮아져 낮 동안의 일상적 활
11)
동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
노인에서 만성질환인 비만과 관절염, 당뇨병, 뇌졸중은 수
12)
면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수면은 집중력, 기억력, 정보처리능
력을 약화시켜 생존을 위해 필요한 식사하기와 옷입기, 화장
실 사용과 이동하기뿐 아니라 복잡한 환경과 상호작용에 필요
11)
한 능력을 저하시켜 생존을 위협하며 최근 신경학 분야 국
제 학술지인 ‘신경학회보’에서 60대 이상 정상 노인이 누워서
잠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30분 이상으로 길면 인지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40% 높으며 수면 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70% 높았다는 연구결과로 즉 긴 수면 시간
은 인지기능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여 수면의 적정시간의 중
13)
요성을 강조 하였다.
낮은 수면의 질과 수면 부족은 기억의 부정적인 감정을 가
지게 될 뿐 아니라 수면의 질을 저하시켜 우울한 무드를 양산
14)
하므로 충분한 수면과 함께 수면의 질의 중요하며, 노인에
서 잠자리에 들기까지의 걸리는 수면 패턴을 파악하고, 수면
패턴을 통해 치매 고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으며 나이 들면서
수면 패턴이 바뀌게 되면 인지기능이 떨어질 위험이 높으므로
13)
수면 패턴의 관리가 중요하다.
요양시설에 입원한 노인은 신체활동의 부족으로 에너지 발
산의 기회가 부족하며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일과는 노인을 무
기력하게 만들며 가정과 다른 환경은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
과 스트레스를 겪게 되어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어진다. 따라
서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중재는 인지능력
15)
향상뿐 아니라 우울감 개선의 유의함을 보고 하였고, 보건지
소 방문건강관리대상으로 등록된 65세 이상 노인 120명 대상
으로 설문 조사 결과 대상자 36.2%에서 경증우울, 39.1%는
중증우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대상자의 75.3%가 우울
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인지기능은 우울, 연령, 허약수준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하여 지
역사회노인의 우울을 완화하고 인지기능저하를 예방할 수 있
16-17)
는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수면의 질에서 수면 점수 별로 인지기능, 우
울감, 일상생활활동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수면의 질과 인
지기능, 우울감, 일상생활능력 간에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
으나 우울감과 인지기능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p<.01). 세 항목간의 상관관계가 없었던 연구
자의 견해는 대상자에서 수면 점수에 따른 인지기능, 우울, 일
상생활 수행능력에 차이가 없었던 점, 70세 이상 80세 연령이
22명 94%로 수면장애 요인이 고령인 연령이나 만성통증이나

보행 관련 등의 변수 작용이 있을것으로 사료되며, 노년기의
인지기능은 우울감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요양시설 내
노인의 인지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
용은 향후 노인인구의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며 전체 대상자 중에서 60.9%만 독립 보
행이 가능하였고 대략 40%는 보조도구를 이용한 보행을 하고
있는 대상자로 향후 연구에서는 보조도구의 사용 유무에 따른
대상자의 수면의 질을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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