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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수면의 질, 우울, 불안, 인지기능을 확인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서술적 상관관계연구 

연구이다. K도 G시, D시에 위치한 10곳의 경로당에서 65세 이상 일반노인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빈

도,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대상자의 수면의 질, 불안, 우울, 인지정도의 평균, 표준 편차을 산출하였으며,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면의 질, 불안, 우울, 인지정도를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대

상자의 수면의 질, 불안, 우울, 인지정도의 상관관계 검정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수면의 질, 불안, 우울, 인지기능의 상관관계는 불안과 수면의 질(p=-.422), 우울과 수면의 질

(p=-.552)간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안과 우울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지각하는 수면의 질과 우울, 불안, 인지기능의 정도를 파악하고 노인수면증진을 위

한 간호중재 개발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수면의 질(sleep quality), 불안(anxiety), 우울(depression), 인지기능(cognitiv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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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동을 보면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

(Ag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2017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총 인구

의 14.0%를 차지하여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전환되었으며, 

2025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20.0%를 넘는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에 진입하여 2065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42.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 노인의 수면의 특성을 보면 전체 수면시간에

는 변함이 없으나 수면의 질이 낮은 것을 볼 수 있고[2],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며, 자다가도 자주 깨고, 한번 깬 후에는 다시 잠들기 

어렵다. 노인은 노화로 인해 낮 동안의 활동성 저하, 수면 효율성 

저하,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수면 양상이나 수면의 질에서 변화가 

나타나는데 노인의 수면 부족은 낮 동안의 신체기능장애 및 집중력 

저하를 유발하여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불안과 우울증상을 유발한다

[3][4]

수면을 방해하는 심리적인 요인에서는 불안, 우울, 정신질환, 스트레

스, 인지기능 장애가 수면장애와 관련이 있으며 그 중 여러 문헌에서 

수면 방해요인으로 가장 많이 제시된 것은 우울과 불안이다[5]. 우울증

은 어느 연령층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정신적 문제들 중의 하나이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적인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며 또 노년기에

는 여러 가지 이유로 상실감을 가장 심하게 또 빈번하게 경험하므로 

우울증에 더 취약해지는 편이다[6]. 수면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수면장

애가 없는 대상자 보다 우울점수가 높았으며[7], 노인 우울증은 성인과

는 양상이 다소 달라서 주로 에너지와 기억력이 없어지고, 많은 신체적 

증상의 호소가 두드러지며, 잠이 오지 않거나 어떤 경우에는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자게 된다[8]. 이에 수면의 질은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측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9], 우울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노인의 삶은 높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반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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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처자원이나 사회적 지지는 감소하여 정서상태의 불안정을 

경험하게 된다. 불면은 여러 우울 장애와 불안 장애에서 나타나는 

한 증상이며, 불면하고 우울, 불안과 관련성이 앞의 다수의 연구에서 

증명됐다. 하나의 장기간 역학적 연구에서 불면증 과거력을 가지고 

있었던 집단들은 후에 우울증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보고하였고[10], 

다른 전향적 연구는 일반 인구에서 불면과 우울, 불안이 양방향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보고했다[11]. 더불어 나이가 들면서 변화가 나타나

는 인지기능에서도 인지기능의 저하와 적절치 못한 수면과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에서 노인 치매 대상자 중 절반 정도가 수면 양상의 

변화를 나타내고 이로 인한 수면의 질의 저하가 나타나는 것은 인지능

력하고 기능이 저하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는 결과를 보고했다[2]. 

수면 장애가 있는 노인과 수면 장애가 없는 노인들을 비교한 연구에서

도 장기적인 수면 장애를 가진 대상자들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대상자들에 비해서 일화적 기억(episodic memory)의 저하, 학습 

능력 의 저하, 판단능력의 저하, 상황 주도 능력의 저하와 같은 인지 

기능의 저하가 나타남을 보고하였다[12]. 이와 더불어 우울 증상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자주 인지기능의 저하 증상 등을 호소하는데, 

정상 적인 노화과정에서의 인지기능 저하에서부터 심하게는 치매와 

같은 중증 인지기능 저하에까지 이른다[2]. 또한, 최근의 연구 동향은 

기분장애에서 치매로의 이환율이 비교적 높아지면서 기분장애와 인지

기능 저하의 관계에서 특히 치매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13]. 본 연구에서는 K도 G시와 D시에 위치한 

10개 노인정의 일반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이 지각하는 수면양상에 

관한 인지기능, 우울, 불안의 관계를 파악하고, 노인 수면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수면을 증진시키는 교육과 간호중재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려고 한다.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수면의 질, 불안, 우울, 인지기능을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면의 질, 불안, 우울, 인지기능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다.

4. 대상자의 수면의 질, 불안, 우울, 인지기능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다.

II. Research Methods

1. Research Design

노인의 수면의질, 인지기능, 우울, 불안을 확인하고 이들의 상관관계

를 알아보는 서술적 상관관계연구 연구이다

2. Participants

대상자는 K도 G시, D시에 위치한 10곳의 경로당에서 65세 이상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수락한 노인,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면담에 응할 수 있는 노인, 치매 진단 이력이 

없는 노인 13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3. Data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SPSS WIN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을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기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2) 대상자의 수면의 질, 불안, 우울, 인지정도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면의 질, 불안, 우울, 인지정도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Scheffe test로 사후검정

을 하였다. 

4) 대상자의 수면의 질, 불안, 우울, 인지정도의 상관관계 검정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III. Results

첫째, 대상자의 수면의 질을 살펴보면, 평균이 31.02, 표준편차가 

7.433으로 이었고, 불안 정도는 평균이 36.68, 표준편차가 4.327, 

우울은 평균이 8.32, 표준편차가 5.672으로 나타났다. MMSE전체를 

살펴보면, 평균이 24.75, 표준편차가 3.149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면의 질은 연령(F=1.084, 

p=.359), 성별(t=-.991, p=.324), 거주지(t=.948, p=.345), 동거유형

(F=1.949, p=.147), 종교(F=3.931, p=.005), 학력(F=1.084, 

p=.368), 직업(F=.893, p=.489), 소득(F=.566, p=.638)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상자의 수면의 질, 불안, 우울, MMSE전체 간의 상관관계에

서는 불안과 수면의 질(p=-.422), 우울과 수면의 질(p=-.552)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 및 우울과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질과 불안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42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수면질

과 우울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55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불안과 우울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716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표1). 

수면의질 불안 우울 인지기능

수면의질 1

불안 -.422** 1

우울 -.552** .716** 1

인지기능 .027 .005 -.107 1

*p<0.05, **p<0.01

Table 1. 대상자의 불안, 우울, MMSE 및 수면의 질 간의 

상관관계

IV. Conclusions

본 연구결과 일반 노인의 수면의 질과 우울, 불안, 인지기능은 

수면의 질과 우울, 수면의 질과 불안, 불안과 우울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노인의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간호중

재 개발에 기초가 되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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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우울, 불안을 감소시키고 수면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중

재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는 일부 지역에서의 

노인정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이므로 대상자의 수와 범위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일반 노인과 

치매 노인의 수면의 질, 우울, 불안 수준에 대해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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