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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그래프로 측정한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수면 특성:
재가방문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 지역사회 거주 노인과의 비교
황은희
원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Sleep Patterns of Older Residents in Long-Term-Care Facilities:
A Comparison with Older Adults in Home-Care Services and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Hwang, Eunhe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University, Iksan, Korea

Purpose: This study aimed to characterize the sleep patterns of older residents in long-term-care facilities and
compare them with those of older recipients in home-care services and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1 older residents in four long-term-care facilities, 30 older recipients in home-care
services, and 28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Their sleep patterns were measured using an Actigraph™
(wGT3X-BT), which measures sleep latency, total sleep time, number of awakenings during sleep, total awakening
time, and sleep efficiency. Results: The following variabl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ng the sleep
characteristics: sleep efficiency, total time in bed, wake after sleep onset, and average wake time. The sleep
efficiency was lower for older residents in long-term-care facilities (F=2.69, p=.047) and the total time in bed (F=3.92,
p=.024), wake after sleep onset (F=3.53, p=.34), and average wake time (F=6.15, p=.003) were longer. Conclusion:
Older residents in long-term-care facilities showed more morbidity, lower cognitive function, and more significant
depression than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Additionally, their sleep efficiency was lower, and their wake time
after sleep onset was longer. Based on the resul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individualized and customized
sleep-improvement plans that reflect the specific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of older residents in long-termcare facilities. There is also a need to adjust the facility environment to improve their 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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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제
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
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회보험이다[1]. 노인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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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은 희

의 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등으로 나누어지며, 재가급여

일주기리듬의 변화 역시 수면 문제와 관련이 있다[12]. 세 번

는 다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 야간보호, 단기보

째는 수정 가능한 요인으로 햇빛 노출의 부족, 오랜 시간 침상

호,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로, 시설급여는 노인요양공동생

에 누워있기, 신체 활동의 부족, 소음이나 빛과 같은 밤 동안의

활가정과 노인요양시설 입소에 의한 급여로 구분된다[2]. 장

부적절한 환경 등이 해당된다[13,14]. 실제로 요양시설 입소

기요양등급 인정을 받은 수급자의 경우 등급에 따라 다양한

노인의 70.4%에서 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1-2 등급 인정자는 시설급여

통증과 피로, 짧은 활동 시간, 야간 소음과 빛, 낮은 야간 인력

를, 3~5 등급 인정자는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시설급여는

수준이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15], 요양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를 위해 제공되는 장기요양급여이다. 재

설 입소 노인의 수면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가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공

재가방문요양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3~5 장기요양등급

하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판정을 받은 자로서 지역사회 거주 노인에 비해 건강 상태가

복지용구 제공서비스이며, 방문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기관

좋지 않고, 요양시설 입소 노인에 비해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

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인 장기요양보호사가 수급자들의 가

고 볼 수 있으나 건강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적 ․ 인지적 ․ 정서적 활동 지원과 가사 ․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재가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 주로

일상생활 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장기요양급여이다. 현재

가사지원에만 치우쳐 있어 노인의 재활훈련이나 운동, 영양

등급 인정자의 42.7%가 노인요양시설에, 30.4%가 노인요양

식단 관리, 기본적 간호서비스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16]. 수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고 있어[2], 등급 인정

급자로서의 대상자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의 수면 역시 문제

자의 시설급여 비율이 높다.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까지 재가방문요양서비스를 받

수면양상은 노화에 따라 변화하는데, 노인들이 일반적으로
호소하는 수면에 대한 불편감으로는 잠들기 어렵고, 깨어나기

는 노인의 수면과 관련한 선행연구가 없어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어렵고, 너무 일찍 일어나고, 낮잠이 오며, 잠을 자고 난 뒤에

노인의 수면 특히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수면 연구가 근래

도 휴식감이 없다는 것 등이다[3]. 노인의 수면 문제는 낮 동안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 관련한 연구가 많지 않은 이유

졸음과 피로로 침상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신체적

중 하나는 수면 양상을 측정하는 방법의 문제 때문이다. 수면

기능장애로 활동성이 감소할 뿐 아니라, 기억력과 집중력의

을 측정하는 여러 방법 중 가장 정확도가 높은 수면다원검사

감소로 일상생활수행에 의존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초조,

는 검사를 위한 병원 환경에서 수면을 취하면서 데이터를 기

불안 등 정서적인 문제가 유발되기 때문에 노년기 삶의 질에

록하지만 요양시설 입소 노인에게 적용하기 어렵고, 수면일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4]. 실제로 여러 연구결과 노인

작성 역시 유용한 측정 방법이지만 기억력 저하나 인지 기능

의 수면 문제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우울과 피로, 인지기능

의 문제가 있는 노인에게 역시 부적절하다[15]. 그러나 최근

저하, 삶의 질 저하, 치매뿐만 아니라 사망의 예측 인자로 나타

미국의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17], 국내

나 수면이 노인 건강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고[5-8]

노인요양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15] 등에서 수면 양

따라서 노인 수면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인

상을 측정하기 위해 손목 액티그래프가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구 구조의 변화와 국가적 정책에 따라 요양시설 수와 요양시

액티그래프는 적용이 용이하고 요양시설 입소 노인이나 치매

설 입소 노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어 이들의 수면 양상에 대한

노인의 수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며, 수면 및 각성에 대한

확인과 중재가 필요하다.

측정 결과가 수면다원검사 결과와 높은 상관성을 보여 타당도

요양시설에 입주한 노인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가 확인된 수면 측정도구로 평가되고 있다[18]. 이와 같은 장

하는 중증노인성질환자가 대부분으로, 지역사회 거주 노인에

점을 가진 액티그래프를 이용하여 요양시설 입소 노인과 재가

비해 분절된 수면-각성 패턴을 보이며, 신체적, 인지적, 정신

방문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수면을

적 건강 상태의 저하로 인해 수면 문제에 취약한 대상자이다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수면 증진을 위한 중재 방

[9].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수면 문제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안을 모색하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의해 발생한다. 우선 환자의 특성으로 의학적 질병, 요실금과

노인 수면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결과, 지역사회에 거주하

같은 노화의 증상, 우울과 치매와 같은 정신적 문제, 특정 약물

는 노인의 불면증 유병률은 67.2%로 우울과 피로가 영향 요인

복용 등이 있다[10,11]. 두 번째로 노화와 관련한 수면구조와

이었으며[8], 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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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인지기능, 수면제 복용, 병실 내 치매 환자 유무로 나타

양서비스 이용 6개월이 경과한 노인

나는 등[19] 노인 거주 형태와 환경에 따라 다른 결과가 제시

 인지기능이 정상인 노인

되었고, 연구방법에 있어 설문지를 이용한 수면의 주관적 측

 정규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는 노인

정 방법을 사용한 연구가[20] 대부분이었다. 특히 재가방문요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자

양서비스를 받는 노인의 수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
이며,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서로 다른 집단 즉, 요양시설 입

3. 연구도구

소 노인, 재가방문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 지역사회 거주 노
인의 수면 특성과 차이점을 확인하는 것은 이들 노인 각각의
특성에 맞는 건강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연령, 성별, 교육수준, 흡
연 유무, 음주 유무, 정규적 신체 운동 여부, 주관적 수면의 질

중요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요양시설 입소 노인, 재가방문요양서비

을 조사하였다.

스를 받는 노인,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질병 관련 특성을 확인
하고, 객관적 수면측정 방법인 액티그래프를 이용하여 각 유
형별 노인의 수면 지표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2) 대상자의 질병 관련 특성
대상자의 질병 관련 특성으로는 만성질환의 개수, 처방받
은 약물의 개수, 인지기능, 우울을 사용하였다.

 요양시설 입소 노인, 재가방문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과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다.
 요양시설 입소 노인, 재가방문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과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질병 관련 특성을 비교한다.
 요양시설 입소 노인, 재가방문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과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수면지표를 비교한다.

(1) 인지기능
대상자의 인지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Folstein [21] 등이 개
발한 간이 정신상태 검사(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MMSE)를 Kwon과 Park [22]이 번안 및 표준화한 한국판 간
이 정신상태 검사(Mini Mental State Examination-Korea,
MMSE-K)를 이용하였다. MMSE-K는 한국 노인 중 글을 모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르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읽기 문항을 제외하고
이해 및 판단 문항을 새로이 추가 개정한 것이다. 총점은 30점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잘 보전되어 있음을 의미하
며, 24점 이상인 경우 인지기능이 정상이라고 판단한다.

본 연구는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수면 지표를 객관적 측정
방법으로 파악하고 이를 재가방문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과

(2) 우울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수면 지표와 비교하기 위한 서술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서 단축형 노인우울 척도(Short Form

적 조사연구이다.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를 사용하였다. SGDS
는 Sheikh와 Yesavage [23]가 개발하였으며, 30문항인 노인

2. 연구대상

우울척도(The 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를 노인의
인지기능 감퇴에 따른 집중력 등을 고려하여 15문항으로 재구

본 연구의 대상자 중 요양시설 입소 노인은 전북 소재 4개

성한 척도이다. SGDS는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한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3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것으로, 우울 정도에 따라 정상(0-4), 가벼운 우울(5-8), 중등도

재가방문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1개 재가서비스 기관의

우울(9-11), 심각한 우울(12-15)로 구분하고 있다[24]. 도구의

방문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 30명, 지역사회 거주 노인은 시

표준화 당시 Kee [25]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88이었

니어클럽을 이용하는 노인 2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

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94였다.

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65세 이상의 노인
 요양시설 입소 후 6개월이 경과한 노인 혹은 재가방문요

3) 수면 지표
수면 지표의 측정을 위해 액티그래프(Actigraph™ wGT3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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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Pensacola, FL, USA)를 이용하여 수면 효율성, 수면 잠재

5. 윤리적 고려

기, 총 침상시간, 총 수면시간, 수면 중 각성 횟수, 총 각성 시
간, 1회 평균 각성 시간을 측정하였다. 미국수면의학회 가이드

본 연구는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자 소속

라인에서는 액티그래프를 활용한 측정 시 최소 3일 간의 측정

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

을 권고하고 있어[26], 대상자의 비우성 손목에 액티그래프를

을 받았다(IRB No. WKIRB-201808-BM-061). 자료수집 전에

착용하고 착용한 시간으로부터 3일 동안 측정 후 기기를 제거

연구의 목적과 익명성 및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도

하였으며, 객관적 수면의 최종 값은 3일 측정값의 평균이다.

중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요양

시간은 10분간 각성이 없는 기간이 처음 나타난 순간부터 수

시설 입소 노인의 경우 대상자의 보호자에게도 연구참여에 대

면 시작으로 간주하며, 10분간 각성이 없는 마지막 기간이 끝

한 설명을 하고 이에 동의한 경우에만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

나면 수면 종료로 판단한다[27]. 수면 지표는 다음과 같이 정

구참여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으며, 연구 종

의한다.

료 후 자료는 밀봉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서류함에 보관하며 3

 수면 효율성: 총 침상시간 중에 실제 수면한 시간(총 수면

년이 지난 후 폐기할 예정이다.

시간)의 비율
 수면 잠재기: 잠을 자기 위해 자리에 누워서 잠들기까지

6. 자료분석

걸린 시간
 총 침상시간: 잠을 자기 위해 침상에 있었던 총 시간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

 총 수면시간: 실제 잠든 시간

하였다. 모든 변수들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수면 중 각성 횟수: 수면 도중 잠에서 깼다가 다시 잠든 횟수

의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세 집단의 일반적 특성, 질병 관련

 총 각성 시간: 수면 도중 잠에서 깨어 있었던 총 시간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t-test와 ANOVA, Tukey Post

 1회 평균 각성 시간: 수면 도중 잠에서 깨어 있었던 1회 평균

hoc test로 분석하였다. 세 집단의 수면 지표에 대한 차이는

시간

ANC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Bonferroni 사후 검정
방법을 이용하였다.

4. 자료수집

연구결과
자료수집을 위해 먼저 요양시설, 재가서비스 기관, 시니어
클럽의 시설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여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료수집을 허락받았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10월 4일
부터 2019년 3월 19일까지였다. 기관장의 허락 하에 해당 기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요양시설 입소 노인이 81.42±7.22

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 방법 등에 대

세, 재가방문요양서비스 노인이 80.83±8.58세, 지역사회 거

해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자를 연구참여자

주 노인이 75.50±5.75세였다. 성별은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로 선정하였다.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경우 기관장의 협조를

80.6%, 재가방문요양서비스 노인의 60.0%, 지역사회 거주 노

얻어 대상자의 보호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연구참여 동의를 받

인의 78.6%가 여성노인이었다. 교육정도는 요양시설 입소 노인

았다. 설문 전 연구대상자들에게 서면 동의를 받은 후 면대면

의 경우 무학이 61.3%였고, 재가방문요양서비스 노인은 46.7%

방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 작성 후 비우성 손목

가 무학, 23.3%가 초등학교 졸업이었으며, 지역사회 거주 노인

에 3일 동안 액티그래프를 착용하도록 교육하였고, 요양시설

의 53.6%가 초등학교 졸업, 17.9%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것

노인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협조 하에 착용 방법에 대해 교육

으로 나타났다. 흡연 여부에 대해 요양시설 입소 노인과 지역

하였다. 액티그래프를 착용하는 동안 잠자리에 든 시간과 기

사회 거주 노인은 모두 비흡연자이었으나 재가방문요양서비

상시간을 연구자가 제공한 일지에 매일 아침 잠에서 깬 직후

스를 받는 노인의 10.0%가 흡연자이었다. 음주 여부에 대해

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액티그래프 측정 결과 분석은 Actilife

요양시설 입소 노인은 술을 마시는 노인이 없었으나 재가방

6.13.4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다.

문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의 23.3%,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3.6%가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양시설 입소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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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s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3 Groups
Institutionalized
(n=31)

Home care
serviceb
(n=30)

Community
dwellingc
(n=28)

Total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81.42±7.22

80.83±8.58

75.50±5.75

79.36±7.69

5.75

.005
a, b＞c

3.94

.141

a

Characters

Categories

Age

(N=89)

2

x or F

p
Tukey

Gender

Female
Male

25 (80.6)
6 (19.4)

18 (60.0)
12 (40.0)

22 (78.6)
6 (21.4)

65 (73.0)
24 (27.0)

Education*

Illiterate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19 (61.3)
5 (16.1)
5 (16.1)
2 (6.5)

14 (46.7)
7 (23.3)
4 (13.3)
5 (16.7)

4 (14.3)
15 (53.6)
4 (14.3)
5 (17.9)

37 (41.6)
27 (30.3)
13 (14.6)
12 (13.5)

.005

Smoking*

Yes
No

0 (0.0)
31 (100.0)

3 (10.0)
27 (90.0)

0 (0.0)
28 (100.0)

3 (3.4)
86 (96.6)

.065

Drinking*

Yes
No

0 (0.0)
31 (100.0)

7 (23.3)
23 (76.7)

1 (3.6)
27 (96.4)

9 (9.0)
81 (91.0)

.002

Regular
exercise

Yes
No

20 (64.5)
11 (35.5)

19 (63.3)
11 (36.7)

16 (57.1)
12 (42.9)

55 (61.8)
34 (38.2)

0.38

.857

Self-rated
sleep quality

Good
Bad

22 (71.0)
9 (29.0)

15 (50.0)
15 (50.0)

19 (67.9)
9 (32.1)

56 (62.9)
33 (37.1)

3.30

.199

*Fisher's exact test.

인의 64.5%, 재가방문요양서비스 노인의 63.3%, 지역사회 거주

균 MMSE-K 점수는 요양시설 입소 노인이 25.16±1.42점, 재

노인의 57.1%가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었다. 자신의 수면의 질

가방문요양서비스 노인이 28.30±1.77점, 지역사회 거주 노인

에 대해 요양시설입소 노인의 71.0%, 재가방문요양서비스 노인

이 26.82±1.89점이었고, 우울 점수는 요양시설 입소 노인이

의 50.0%,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67.9%가 좋다고 응답하였다.

6.39±3.03점, 재가방문요양서비스 노인이 8.13±4.10점, 지역

세 집단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 연령, 교육

사회 거주 노인이 2.21±1.99점이었다. 우울 점수를 기준으로

정도, 음주 항목에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은 요양시설 입소 노

구분하였을 때, 정상군이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35.5%, 재가

인과 재가방문요양서비스 노인의 연령이 지역사회 거주 노인

방문요양서비스 노인의 26.7%,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85.7%

보다 더 많았고(F=5.75, p =.005), 교육 정도에 있어 요양시설

였으며, 경증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대상자가 요양시설 입소

입소 노인은 무학이 많았고, 지역사회 거주 노인은 초등학교

노인 41.9%, 재가방문요양서비스 노인 23.3%, 지역사회 거주

졸업이 더 많았다(p =.005). 음주 여부에 있어서는 재가방문요

노인 14.3%였다. 심한 우울을 경험하는 대상자는 요양시설 입

양서비스 노인이 요양시설 입소 노인과 지역사회 거주 노인에

소 노인의 6.5%, 재가방문요양서비스 노인의 33.3%였고 지역

비해 음주하는 경우가 유의하게 더 많아(p =.002) 차이가 있었

사회 거주 노인은 없었다.

다(Table 1).

세 집단의 질병 관련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 질환
개수(F=12.99, p<.001), 처방받은 약물 개수(F=7.06, p=.001),

2. 대상자의 질병 관련 특성

MMSE-K 점수(F=26.24, p <.001), 우울 점수(F=26.33, p <
.001) 모두에서 차이가 있었다. 질환 개수는 요양시설 입소 노인

대상자의 평균 질환 개수는 요양시설 입소 노인이 2.36±

이 지역사회 거주 노인에 비해 많았고, 재가방문요양서비스

2.04개, 재가방문요양서비스 노인이 3.50±1.61개, 지역사회

노인은 요양시설 입소 노인과 지역사회 거주 노인에 비해 유

거주 노인이 1.29±1.15개이었고, 처방받은 약물 개수는 요양

의하게 더 많았다. 처방받은 약물 개수는 요양시설 입소 노인

시설 입소 노인이 2.29±2.38개, 재가방문요양서비스 노인이

과 재가방문요양서비스 노인이 지역사회 거주 노인에 비해 더

2.67±1.67개, 지역사회 거주 노인이 0.96±1.04개이었다. 평

많았고, MMSE-K 점수는 재가방문요양서비스 노인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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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주 노인이 요양시설 입소 노인보다 더 높았고, 재가방

세 집단의 동질성 검정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던 연령,

문요양서비스 노인이 지역사회 거주 노인에 비해 더 높았다.

교육 수준, 음주 여부, 질환 개수, 처방받은 약물 개수, 인지기

우울 점수는 요양시설 입소 노인과 재가방문요양서비스 노인

능 점수, 우울 점수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이들 변수

이 지역사회 거주 노인에 비해 더 높았으며, 점수에 따른 우울

를 공변량 처리하여 ANCOVA로 분석하였다. 교육 수준과

증상 구분에 있어서도 재가방문요양서비스 노인 중 심한 우울

음주 여부는 더미변수로 변환한 후 공변량 처리, 분석하였다.

을 경험하는 대상자가 많았고, 지역사회 거주 노인은 정상인

수면 지표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변수는 수

대상자가 많아(p<.001) 차이가 있었다(Table 2).

면효율성, 총 침상 시간, 잠든 후 깬 시간, 1회당 평균 깨어 있
는 시간이었다. 수면효율성은 요양시설 입소 노인이 81.97±
10.49%, 재가방문요양서비스 노인이 82.43±11.40%, 지역사

3. 요양시설 입소 노인, 재가방문요양서비스 노인, 지역

회 거주 노인이 85.98±5.64%로 요양시설 입소 노인이 가장

사회 거주 노인의 수면 지표의 차이

낮았고(F=2.69, p =.047), 총 침상 시간은 요양시설 입소 노인
요양시설 입소 노인, 재가방문요양서비스 노인, 지역사회

이 548.34±67.84분으로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458.49±92.49

거주 노인의 수면 지표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보다 더 길었다(F=3.92, p=.024). 잠든 후 깬 시간은 요양

Table 2. Comparisons of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of 3 Groups

(N=89)

Institutionalized
(n=31)

Home care
b
service
(n=30)

Community
c
dwelling
(n=28)

Total

n (%), M±SD

n (%), M±SD

n (%), M±SD

n (%), M±SD

No. of comorbidity

2.36±2.04

3.50±1.61

1.29±1.15

No. of prescribed
medications

2.29±2.38

2.67±1.67

25.16±1.42
6.39±3.03
11 (35.5)
13 (41.9)
5 (16.1)
2 (6.5)

a

Characters

MMSE-K
Depression
Normal
Mild
Moderate
Severe

2

x or F (p)

Tukey

2.41±1.87

12.99 (＜.001)

a＞c; a, c＜b

0.96±1.04

2.00±1.93

7.06 (.001)

a, b＞c

28.30±1.77

26.82±1.89

26.74±2.12

26.24 (＜.001)

a＜b, c; b＞c

8.13±4.10
8 (26.7)
7 (23.3)
5 (16.7)
10 (33.3)

2.21±1.99
24 (85.7)
4 (14.3)
0 (0.0)
0 (0.0)

5.66±3.99
43 (48.3)
24 (27.0)
10 (11.2)
12 (13.5)

26.33 (＜.001)
* (＜.001)

a, b＞c

*Fisher's exact test; MMSE-K=Mini Mental State Examination-Korea.

Table 3. Comparisons of Sleep related Variables of 3 groups

(N=89)

Institutionalizeda
(n=31)

Home care
serviceb
(n=30)

Community
dwellingc
(n=28)

Total

M±SD

M±SD

M±SD

M±SD

81.97±10.49

82.43±11.40

85.98±5.64

83.39±9.66

2.69 (.047)

6.82±8.86

5.53±8.55

4.04±3.37

5.51±7.46

0.90 (.411)

TTB (min)

548.34±67.84

472.38±113.27

458.49±92.49

494.47±100.11

3.92 (.024)

TST (min)

449.45±84.46

385.28±91.68

397.33±87.49

411.42±91.41

1.38 (.259)

WASO (min)

91.98±57.62

81.57±61.16

60.19±27.96

78.47±52.71

3.53 (.034)

No. WASO

14.39±6.59

15.62±6.52

16.99±7.14

15.62±6.75

0.83 (.441)

6.26±2.52

4.74±2.69

3.65±1.15

4.93±2.47

6.15 (.003)

Characters

SE (%)
Latency

Average wake time (min)

F* (p)

Bonferroni

a＞c

a＞c

a＞c

*F value of ANCOVA with age, education, drinking, number of comorbidity, number of prescribed medications, MMSE and depression as
covariates; SE=Sleep efficiency; TTB=Total time in bed; TST=Total sleep time; WASO=Wake after sleep onset; No. WASO=Number of wake
after sleep on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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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입소 노인이 91.98±57.62분으로 지역사회 거주 노인

가방문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에서 심한 우울을 경험하는 대

의 60.19±27.96분보다 유의하게 더 길었으며(F=3.53, p =

상자가 많았다. 우울은 노인에게서 볼 수 있는 보편적이고 흔

.034), 1회당 평균 깨어 있는 시간 역시 요양시설 입소 노인

한 부정적인 심리 현상이며 신체적 증상과의 관련성이 높다는

이 6.26±2.52분으로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3.65±1.15분보다

점은[30] 요양시설 입소 노인과 재가방문요양서비스 노인의

더 길었다(F=6.15, p=.003).

높은 우울 정도를 설명할 수 있다. 재가방문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의 경우 심한 우울 상태에 있는 노인이 더 많았던 본 연구

논

의

결과를 주목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재가급여를 받는 대상자와
시설급여 대상자는 인정 등급이 달라 재가급여 대상자의 경우

본 연구는 액티그래프를 이용한 객관적 측정 방법으로 요

상대적으로 심신의 기능 상태가 더 양호하다고 판단한다. 그러

양시설 입소 노인의 수면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재가방문요양

나 일정 시간 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게 되는 재가방문

서비스를 받는 노인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지역사회 거주 노

요양서비스 노인의 경우 아직 심신의 기능이 유지되어 있기는

인의 수면 특성과 비교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하나 면밀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악화 우려가 있을 것

본 연구대상자 중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평균 연령은 재가

이다. 이는 결국 신체적 기능의 저하로 연결되어 시설 입소가

방문요양서비스 노인, 지역사회 거주 노인에 비해 더 많았고,

불가피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재가방문요양서비스를 받는

교육 정도에 있어서도 요양시설 입소 노인에서 무학이 더 많

노인의 경우 흡연과 음주 비율이 다른 유형의 노인에 비해 상

았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거주 노인은 60대가 50% 이상이

대적으로 높은 것은 의미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었던 반면 요양시설 입소 노인은 70대 이상이 대부분으로 연

주로 가사지원에만 치우쳐 있는 재가급여 대상자의 경우 단순

령 분포의 차이가 있었고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경우 무학이

한 보호 형태의 서비스가 아니라 재활훈련, 운동, 간호서비스

50%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20]와 유사한 결과

제공을 강화하여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적극적으로 향상시

로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특성을 나타낸다. 또한 본 연구대상

킬 수 있는 정책적인 보완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자 중 요양시설 입소 노인은 질환 개수와 처방받은 약물 개수

수면 특성에 있어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경우 수면효율성

가 더 많았다.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는

은 81.97%로 낮고, 총 침상 시간은 548.34분(9.14시간)으로 길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6개월 이상 스스로 생

며, 잠든 후 깬 시간 91.98분과 1회당 평균 깨어 있는 시간 6.26

활하기 어려운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다[1]. 따라서 요양시설

분으로 재가방문요양서비스 노인이나 지역사회 거주 노인에

입소 노인의 경우 재가방문요양서비스 노인이나 지역사회 거

비해 유의하게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미국의

주 노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과 이로 인한 약물 복용이 많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수면을 액티그래프로 측정한 연구에

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건강 취약성

서의[17] 수면 효율성 79.3%, 총 침상시간 9.78시간, 잠든 후

을 입증한다. 다만, 본 연구는 수면제를 정규적으로 사용하는

깬 횟수 19.5회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액티그래프를 이

노인을 제외하였으나 각 집단별 노인의 질환과 복용 중인 약

용하여 국내 요양시설노인의 수면을 측정한 연구[15]에서는

물 종류에 대한 상세한 비교를 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어

수면 효율성 79.3%, 총 수면시간 396.95분(6.62시간), 잠든 후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고찰이 필요하다. 아울러 요

깬 시간 47.24분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나타났다.

양시설 입소 노인에서 인지기능이 더 낮게 나타난 본 연구의

이와 같이 연구에 따라 수면 지표의 차이가 나타난 이유 중 하

결과는 요양시설 입소 노인이 등급인정을 받은 취약한 노인이

나로 각 시설의 환경적 특성이 서로 상이함을 꼽을 수 있다. 시

며 연령이 높고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았던 것과 같은 맥락으

설 거주 노인들의 수면은 본인의 건강 특성뿐만 아니라 소음,

로 이해할 수 있다. 노인의 인지기능 저하는 치매에 대한 위험

빛, 돌봄 제공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13,14]. 그러나 본 연구

을 증가시키고, 일상생활 기능의 감퇴와 관련이 있으며, 삶의

에서는 이러한 요양시설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또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8,29]. 따라서 요양

한 선행연구 역시 환경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 없어 직접적인

시설 입소 노인의 인지기능을 유지하거나 최소한 기능 저하를

비교가 어렵지만, 연구결과를 통해 요양시설노인의 공통적인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수면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경우

한편 우울 정도는 요양시설 입소 노인과 재가방문요양서비

침상에 누워있는 시간이 9시간 이상 길지만 깨어 있는 시간이

스를 받는 노인이 더 높았고, 점수에 따른 우울 구분에 있어 재

길어 결국 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노인요양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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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정해진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이 있어 입소 노인 개인의

실적으로 쉽지 않다.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수면체험에

수면 주기와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 일률적인 취침 및 기상 시

관한 연구에서[13] 노인의 생활 및 수면양상, 내외적 영향요인

간은 시설 종사자의 교대근무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

에 대한 사정을 토대로 수면 및 활동시간, 질병의 유형, 요구되

다. 실제로 시설의 환경적 요인인 야간의 빛 노출은 야간 각성

는 간호 실무에 따른 방 배치 및 간호계획의 수립으로 입소 노

빈도를 증가시키며, 다른 거주자와 직원들의 소리가 수면에

인의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요

방해가 되었고, 낮은 야간 인력 수준은 시설 입소 노인 관리의

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입소 노인의 특성과 시설의 환

질과 관련되어 노인의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경적 요인을 고려한 수면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재하는

[15],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수면 중재에 있어 환경적 요인에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효과적인 중재를 위해 이에 대한 정책

대한 중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적 및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노인의 특성에 따른

본 연구에서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수면 지표가 재가방문
요양서비스 노인이나 지역사회 거주 노인에 비해 나쁜 것으로

다양한 수면 중재 방안의 마련은 결국 노인의 건강뿐만 아니
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나타난 결과는 Martin 등[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만, 지역
사회 거주 노인의 수면 양상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

결론 및 제언

[20]와는 상반된다.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경우 본인의 수면
주기와 특성에 따라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

본 연구는 액티그래프를 이용한 객관적 측정 방법으로 요

면을 방해하는 여러 요인 즉, 텔레비전 시청이나 이웃 방문, 음

양시설 입소 노인의 수면 지표를 파악하고 이를 재가방문요양

주 등의 요인에 노출되어 있어 수면 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서비스를 받는 노인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지역사회 거주 노

미칠 수 있어 연구에 따라 다양한 수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인의 수면 지표와 비교하여 노인의 수면 증진을 위한 차별적

불면증 유무에 따라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수면을 액티그래프

인 중재 전략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노인의 건

로 측정한 Jeon 과 Choi [8]의 연구에서 불면증이 있는 노인의

강상태에 따른 각기 다른 세 집단의 수면 지표를 객관적으로

수면 효율은 82.48%로 불면증이 없는 노인의 수면 효율인

측정하여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각 집단 노인

94.47%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에게 적합한 간호중재를 위한 다양한 요인에 관한 후속 연구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수면을 연구함에 있어 신체적 건강과

뿐만 아니라 각 집단 노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반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노인의 기본적인 수면 상태를 고려해

을 제공하였다.

야 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은 지역

연구결과,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은 연령이 높고 만성질

사회 거주 노인의 경우 수면 양상 증진을 위해 스스로 수면 위

환 유병률과 복용 약물 개수가 많았으며, 인지기능 정도가 낮

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적 중재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방

으며 우울 정도가 더 높았다. 액티그래프로 측정한 수면 지표

안의 모색이 추후 필요하다.

에서 수면효율성이 낮고, 총 침상 시간이 길며, 수면 후 각성

수면의 질은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7].

횟수가 많고, 평균 각성 시간이 길었으며, 이러한 수면 지표는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이 여생동안 질적인 삶을 유지하도

재가방문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이나 지역사회 거주 노인에

록 중재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수면은 신체의 기

비해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능을 회복하고 힘과 건강을 유지하는 기전으로 신체적, 정신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수면 지표 향

적 재충전의 효과가 있기에 매우 중요하다. 요양시설에 입소

상을 위한 시설 환경 개선 및 개인의 수면 특성을 반영한 수면

한 노인이 증가하고 또한 이들의 수면은 여러 요인에 의해 변

중재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재가방문요양서비스 노인

화가 동반되어 중재가 요구되나 현재까지 객관적인 수면의 평

의 경우 질병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방안, 지역사회 거주

가가 거의 없어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수면을 이해하는데 제

노인의 수면 증진을 위한 환경적 고려 등 노인의 거주 형태와

약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액티그래프를 이용하여 요

장소에 따른 맞춤형 수면 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도가

양시설 입소 노인의 수면을 객관적으로 측정한 본 연구는 중

필요하다. 본 연구는 노인의 수면을 평가함에 있어 노인의 거

요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와 여러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요

주에 따른 환경적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향후

양시설 입소 노인의 수면 문제는 수면 증진을 위한 시발점이

거주 형태에 따른 환경적 요인을 반영하여 수면 지표를 측정

될 수 있으나, 요양시설에서의 수면 증진 프로그램 운영은 현

하는 후속 연구의 진행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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