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성폐질환자의 수면양상과
인지기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이 은 실



만성폐질환자의 수면양상과
인지기능에 관한 연구

지도 오 의 금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12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이 은 실



이은실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6년 12월 일



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연금술사 중-

지난 4학기 동안 어렵게 수업을 들으면서 힘든 과정을 끝내고 이렇게 논문을
마치게 되어 가슴이 뭉클 해 집니다.
어려운 과정 중에도 논문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문에 대한 즐거움과 간호학의 가능성을 일깨워 주신 오의금 교수님,논문
주제의 선정에 용기를 주신 김선아 교수님,바쁜 진료 중에도 대상자 한분 한분을
놓치지 않도록 애써주시며,연구를 가능하게 해주신 이성순 교수님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대학원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박영미 간호부장님,백남순

간호과장님,정선숙 수간호사 선생님,자료 수집 내내 깊은 배려를 해주신 허진원
교수님,호흡기 검사실,호흡 재활 팀,외래 식구들,직접 자료 수집을 도와준
내,외과 중환자실 후배들,자료의 코딩작업을 도와준 기록실 선생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년 동안 함께 공부하면서 많은 위안을 주었던 석사과정 동기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재활심리학에 대한 무지를 일깨워 주면서 논문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신 임상

심리학교실의 선생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만성폐질환자의 간호에 눈을 뜨게 해준 진재용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자식걱정에 노심초사하신 대구의 부모님과 문경의 시어머님,대학원

공부를 진심으로 격려해준 형제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엄마가 공부한다고 스스로 할 일을 하면서 커피심부름까지 마다않았던,

사랑스러운 두 딸 예린,채린 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동안,집안일을 묵묵히 하면서 학문의 인내력과 겸손함을 심어준,가장 큰

버팀목이 된,사랑하는 남편에게 머리 숙여 감사함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수집에 협조해 주신 85명의 만성폐질환 환자분들께
감사드리고,지금 이 시간에도 만성폐질환자의 간호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 하고 있는 내,외과 중환자실 선,후배 간호사님들께 진심으로 존경하옵는
마음을 전하며 ,이 논문이 만성폐질환 환자분들의 수면과 인지기능을 관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6년 12월
이 은 실



- i -

차차차 례례례

표 차례·······················································································································ⅲ
부록차례·····················································································································ⅲ
국문 요약···················································································································ⅳ

ⅠⅠⅠ...서서서론론론 ······················································································································1
1.연구의 필요성··································································································1
2.연구의 목적······································································································4
3.용어의 정의······································································································4

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6
1.만성폐질환자의 건강문제··············································································6
2.수면양상············································································································8
1)만성폐질환자의 수면양상···········································································10
2)만성폐질환자의 수면양상 관련요인·························································11
3.인지기능··········································································································13
1)만성폐질환자의 인지기능···········································································14
2)만성폐질환자의 인지기능 관련요인·························································15
4.수면양상과 인지기능과의 관련성······························································16

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7
1.연구 설계········································································································17
2.연구대상··········································································································17
3.연구도구··········································································································18



- ii -

4.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20
5.자료 분석 방법······························································································21

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22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22
2.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24
3.수면양상··········································································································26
1)대상자의 수면양상 특성·········································································26
2)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수면양상의 차이···························28

4.인지기능··········································································································32
1)대상자의 인지기능 특성·········································································32
2)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인지기능의 차이···························33

5.대상자의 수면양상,인지기능과의 상관관계···········································35

ⅤⅤⅤ...논논논의의의 ····················································································································36
1.연구의 의의······································································································41
2.연구의 제한점································································································41

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42
1.결론··················································································································42
2.제언··················································································································44

참고문헌·····················································································································45
부록·····························································································································57
영문요약·····················································································································68



- iii -

표표표 차차차 례례례

표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2.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표3.대상자의 수면양상 특성
표4.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수면양상의 차이
표5-1.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수면양상7개 범주와의 관련성
표5-2.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수면양상7개 범주와의 관련성
표6.대상자의 인지기능 특성
표7.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인지기능의 차이
표8.대상자의 수면양상,인지기능 상관관계

부부부록록록 차차차례례례

<부록1.연구도구>
<부록2>만성폐질환자의 호흡기증상 경험정도의 각 증상 별 상관관계 분석
<부록3> 만성폐질환자의 호흡기증상 경험정도와 수면양상과 인지 기능과의

관련성
<부록4>만성폐질환자 PO2,PCO2,SPO2와 인지기능과의 상관관계분석



- iv -

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만만만성성성폐폐폐질질질환환환자자자의의의 수수수면면면양양양상상상과과과 인인인지지지기기기능능능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연연연구구구

본 연구는 만성폐질환자의 수면양상과 인지기능을 평가하고,각각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여 만성폐질환자들의 간호중재를 위한 기초 자료
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다.
연구기간은 2006년 10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이었으며,연구대상은

경기도 A시에 소재하는 일 대학병원 호흡기 내과 외래와 입원병동에서 치
료를 받고 있는 환자 중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 만성폐질환
자 85명이었다.
측정도구는 수면양상은 PittsburghSleepQualityIndex(PSQI)를 이용하

였고,인지기능은 Mini-MentalStateExamination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폐기능 수준은 1초간 노력성호기량의 예측치(FEV1pred.)를 이용하였으며,

호흡기 증상 경험정도는 Kinsman(1983)이 개발한 기관지염-폐기종 증상 목록
(Bronchial-EmphysemaSymptomChecklist:BESC)중 신체적 증상 4영역(호흡
곤란,피로,울혈,말초감각 장애)과 심리적 증상(불안정감,불안감,무관심,무력/
절망감,소외감)5영역의 총 46개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10.0Win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대상자의 폐기능 수준은 50.2±17.63으로써 중정도 이었다.
대상자의 호흡기증상 경험정도 중 신체적 증상정도는 평균 2.7점으로 중정도의

증상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심리적 증상정도는 평균 2.5점으로 신체적
증상 경험수준과 비슷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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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상자의 수면 양상 평균은 10.4점으로 poorsleeper가 전체대상자의 82.5%
를 차지하였으며,수면 유형 7개영역 중 장애 가 가장 높은 영역은 수면시간(2.1)이
었으며,다음으로 수면잠복기(1.8),수면장애(1.7),습관적 수면효율(1.5),주관적
수면의 질(1.4),주간기능장애(1.4),수면제 사용(0.3)순이었다.
3)질병관련 특성 중 수면 양상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변수는 호흡기 증상의

신체적 증상(t=-4.97,p=.000)과 심리적 증상(t=-5.72,p=.000)이었다.
진단명에 따라서는 수면잠복기(F=3.90,p=.012)가,입원환자인 경우,주관

적 수면의 질(t=3.85,p=.000),수면 잠복기(t=3.58,p=.001),수면시간(t=2.56,
p=.012),습관적 수면효율(t=3.37,p=.001),수면장애(t=2.55,p=.012)에서 유의
한 결과를 나타냈다.재택산소요법과는 습관적 수면효율(t=2.19,p=.031)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폐기능이 저하될수록 수면시간이 적게 나타났
다.(F=5.45,p=.006)
4)대상자의 인지기능 평균 점수는 24.0점으로 정상 수준 이었으나,치매,치매

의심 자 비율은 38%로 나타났다.
5)질병관련 특성 중에서 인지기능은 신체적 증상(r=-.338,p=.002)과 심리적

증상(r=-.407,p=.000)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입원환자인 경우,재택산소요법
을 사용하는 경우 인지기능이 낮게 나타났고,기관지확장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인지기능이 높게 나타났다.
6)수면양상과 인지기능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t=2.06,p=.042)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즉,수면장애가 있을수록 인지기능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만성폐질환자의 수면양상과 인지기능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호흡기증상 경험정도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이는 호흡기
질환자의 수면 및 인지기능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를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관리전략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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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만성폐질환(ChronicRespiratoryDisease)은 기침,객담,호흡곤란을 주소
로 하는 만성적인 폐질환으로서 만성폐쇄성폐질환,기관지 천식,기관지확장
증,폐섬유화증 등을 모두 포함한다(김성규,2002).
이중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ObstructivePulmonaryDisease이하

,COPD라 함.)은 미국의 경우 사망률 4위,유럽에서는 폐렴,천식과 함께 사
망률 3위를 차지하며 국내에서도 2000년도 사망원인의 중 7위였고,70세 이
상 사망원인의 4위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2001).
또한 COPD환자의 연령별 구성 비율을 보면,30대는 1% 수준으로 매우

미미하고,40대는 8% 내외,50대는 12% 내외로 나타나는 반면,60대는 약
30%,70대 이상은 50%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60세 이상이 80%를 차지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2004).
한편,노인인구 중 COPD환자의 비율을 살펴보면,노인인구 중 65세 이

상 COPD환자 수 는 2000년에는 13.3%에서 2003년에는 14.7%를 차지(국민
건강보험공단,2004)하며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의 7.2%이고 2014년에 15%를 넘을 것으
로 예상되고 있어 노령화 추세와 더불어 노인 COPD 환자 수는 급격히 증
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OPD환자에서 기능수행을 저하하는 신체적 증상으로는 호흡곤란,피로,

수면장애(Kinsmanetal.,1983)가 있으며,정신적 증상으로는 불안,우울,무
력감등이 있으며 환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COPD환자의 대부분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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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노인에서 수면장애는 노년기 신체변화와 관련하여 가장 빈번히 발생
하는 문제로 노인의 피곤,감각장애,일시적 수전증과 같은 신체적 건강문제
를 유발하고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우
울 이 증가하게 되고 집중력 장애,판단력 저하 등 의 인지기능변화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삶의 질 저하로 생활이 불안정하게 되고 건강에 영향을
미쳐 건강비용의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발생하게 한다(Montgomery &
Dennis,2002).
정상인에서도 수면 시 약간의 폐포 호흡이 감소하여 동맥혈 산소 압이

감소하고 탄산가스 압이 증가하지만 COPD환자들은 낮에도 저산소증으로
생활하고 있으므로 이는 수면 시 더욱 심해진다.수면 시 나타나는 저산소
혈증이나 과 탄산 혈 증에 의해 무호흡상태(breathlessness)가 유발되기도
하며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환자들은 심한 호흡곤란을 느끼고 신경정신학적
장애를 동반하게 되며,수면 시 부적절한 환기와 저 산소 혈 증의 빈번한
각성 반응에 자주 깨게 되며 기도 내 분비물,기침 등의 다른 요인들과 함
께 작용하여 전체적인 수면 시간은 감소하게 된다.특히 지속적인 저산소혈
증과 과 탄산 혈 증은 COPD환자에서 인지기능장애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러한 인지기능은 환자들 스스로 질환에 대한 이해와
장기적인 관리를 계획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지금까지 수행된 수면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를 보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 수면 연구와 수면 양상 및 관련요인,노인의 수면장애가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었다.(고미숙,2002;박윤례,2004;송미순,김신미,
& 오진주,1995;송예현,& 김도환,2006;이정현,2006;한미진,2003)
그리고 노인의 인지기능에 관한 많은 연구가 실시되고 있으며,(김범경,

2002;성기월,1997;신경림,2001;원정숙,& 김정화,2003;임양진,& 김응
익,1999)질환별로 보면,당뇨병환자(정미하 ,2004),혈액투석 환자(이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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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고혈압 환자(김순영 등,1995)등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수의 연구가 수면과 인지기능과의 관련성을 보고 하였으며,관련 변수로

심리적 증상인 우울간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다((Montgomery&Dennis,2002;
신경림,2001;한미진,2003).
COPD환자에서 우울 증상은 삶의 질과 일상생활 활동과도 연관성이 있

는 대표적인 증상으로 일반 노인들 보다 높게 보고가 되고 있다(Yohannes,
Roomi,Baldwin,& Connolly,1998).
COPD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면과 인지기능에 관한 연구를 보면,폐기능,

혈 중 산소 포화도와 과 탄산 혈 증과 산소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최기원,
등,1996;Douglasetal.,1979;Fletcheretal.,1989;김영균 등,1992;
Kutty,2004)와 수면과 기능수행,호흡곤란,피로,우울의 관련성 연구
(Kapellaetal.,2006;Reishtein,2005;Oh,Kim,Lee,& Kim,2004)가 이루
어지고 있는 반면,수면양상과 인지기능간의 관련성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
며 명확하지가 않다.
이러한 만성폐질환자의 수면장애가 인지장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는 불명확하지만 만성폐질환자의 경과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며
환자들의 일상생활 기능수행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COPD환자들이 증상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호흡재활 프
로그램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환자들의 중도포기와 지속적인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그뿐 아니라 의료진들이 환자들 스스로가 동기를 가지고
증상을 관리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교육시키고 간
호중재를 함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본 연구
는 만성폐질환자의 수면양상과 인지기능을 파악하여 만성폐질 환자를 간호
중재 함에 있어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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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만성폐질환자의 수면양상과 인지기능을 평가하고,각
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여 만성폐질환자들의 간호중재를 위한 기
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만성폐질환자의 수면양상과 인지기능의 수준을 파악한다.
2)만성폐질환자의 질병관련요인에 따른 수면양상과 인지기능의 수준을
각각 파악한다.

3)만성폐질환자의 수면양상과 인지기능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33...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11)))만만만성성성폐폐폐질질질환환환자자자

여러 가지 호흡기질환 증상 중에서도 기침,객담,호흡곤란을 주호소로
하는 질환으로서,만성 기관지염과 폐기종이 포함되는 만성폐쇄성폐질환,기
관지천식,기관지확장증,미만성 폐질환 환자이다(김성규,2002).
본 연구에서는 호흡기내과 전문의에 의해 만성폐질환으로 진단받고 호흡

곤란을 주호소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와 입원한 환자로 정의한다.

222)))수수수면면면양양양상상상

(1)이론적 정의
수면은 신체의 기능을 회복하고 힘과 건강을 유지하는 기전으로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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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재충전하며,가장 중요한 휴식 방식으로 적당한 감
각이나 자극에 의해 깨어날 수 있는 무의식 상태이다(Foreman,1995).

(2)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수면양상은 Buysseetal(1989)의 PittsburghSleepQuality

Index(PSQI)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로 총 수면지수가 5이하이면 goodsleeper,
5를 초과하면 poorsleeper를 의미한다.총 주관적 수면의 질,수면잠복기,수면시
간,습관적 수면효율,수면장애,주간 기능 장애의 7개 범주로 이루어져 있다.

333)))인인인지지지기기기능능능

(1)이론적 정의
인지기능이란 충동,지각,흥미,동기,기억,논리,사고,학습,문제해결,

판단과 같은 정서적,지적 과정을 말한다(Murry,Huelskotter,& O'Driscoll,
1980).

(2)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박종한,권용철(1989)의 한국판 Mini-MentalStateExamination

(이하 MMSE-K)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
기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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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111...만만만성성성폐폐폐질질질환환환자자자의의의 건건건강강강문문문제제제

만성폐질환은 기침,객담,호흡곤란을 주소로 하는 만성적인 폐질환으로
서 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기관지염과 폐기종),기관지천식,기관지확장증,폐
섬유화증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김성규,2002).이중에서 우선 만성적인
비가역적 기류의 폐쇄가 특징인 호흡기 질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만성폐
쇄성폐질환(ChronicObstructivePulmonary Disease이하 ,COPD라 함.)은
기도를 지나는 기류의 제한 혹은 폐쇄를 특징으로 하는 일련의 질환으로 폐
의 공기유통에 만성적인 폐색을 일으키는 불가역적인 상태 군을 말하며,기
관지확장증,특발성폐섬유화증 및 감염성폐질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폐기
능이 비가역적으로 손상된 만성폐질환을 말한다.

COPD환자의 폐기능 상태는 폐기능 검사를 통해 파악할 수 가 있다.폐
기능 검사는 폐의 폐쇄적 손상의 심각성을 평가하고 병리적 과정을 분류하
기 위해,그리고 환자의 예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COPD는 폐기능 검사상 FEV1이 추정 정상치의 80%미만이면서 FEV1/

FVC가 70% 미만이고,이러한 소견이 수개월 이상 지속될 때 진단된다
(AmericanThoracicSociety,1995).
ATS(1995)에서는 폐기능 검사소견 중 FEV1소견에 따라 COPD 중증도

를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경증 COPD는 FEV1이 추정 정상치의 50%이상
일 때이고,중등도 COPD는 추정 정상치의 35-49%일 때이며,중증 COPD는
추정 정상치의 35%미만일 때이다.

FEV1소견은 환자의 질병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이지만,이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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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환자의 증상정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폐기능 상태는 기능적 요인들과는 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는데 Schrier등(1990)의 연구에서 폐기능 상태는 일상생활 제한인자와 상
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하였다.
증상경험은 대상자들이 질병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대상

자가 경험하는 증상은 폐기능 상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보다 삶의 질에 더
중요한 예측인자로 보고 있다(Schrieretal.,1990).
호흡곤란과 기침,객담분비,피로,수면장애,기억력 감퇴 등은 COPD환

자가 자주 경험하는 증상들이다.이 가운데 호흡곤란은 대상자들이 가장 많
이 호소하는 주요 증상이다(Kimsmanetal.,1983).
Kimsman등(1983)은 폐기종과 만성 기관지염 환자 145명을 대상으로 시

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환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느끼는 증상은 첫 번째가
호흡곤란 이었고,다음은 피로,수면장애,울혈,걱정 등 의 순이었다.가장
적게 보고 된 증상은 절망감,기억력 장애,말초감각 장애,소외감 순 이었다.
오의금(1989)은 COPD환자 6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50%이상의 대

상자가 Class3단계의 임상적 호흡곤란을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
다.또한 불안감이 호흡곤란 감지도정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면서,호흡곤란을 감지하는 것은 대상자의 주관적인 인지와 해석,평
가에 의존하므로 호흡곤란을 완화시키고 대상자의 심리적인 안위 도모를 위
한 간호의 제공이 중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호흡곤란과 더불어 자주 보고 되고 있는 증상 가운데 하나인 피로도 폐

기능 상태나 운동능력,우울,삶의 질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Breslinetal.,1998).
특히,만성질환자의 경우 장기간의 질병과정을 겪기 때문에 정서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한다.COPD환자의 경우 주된 정서적 변화로 우울 이 보고되고



- 8 -

있다(Agle,Baum,Chester,&Wendt,1973;Flkeretal.,2001;Gift&McCrone,
1993).
우울과 관련하여,Yohannes,Roomi,Baldwin,andConnolly(1998)의 연

구를 보면 96명의 COPD노인의 46%에서 우울을 호소하며,55명의 대조군에
서는 11%에서 우울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하였으며,삶의 질과 일상
생활 활동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우울과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삶의 질,재입원율,외래 방문율,

재활과 사망률에 관련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다(Almagroetal.,2002;Chiu
etal.,1999;Crockettetal.,2002).

222...수수수면면면양양양상상상

수면은 신체의 기능을 회복하고 힘과 건강을 유지하는 기전으로 신체적
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재충전하며,가장 중요한 휴식 방식으로 적당한 감
각이나 자극에 의해 깨어 날 수 있는 무의식 상태이다.그러므로 수면은 신
체회복과 항상성 유지에 중요하며 정상저인 에너지 보존에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Foreman& Wykle,1995).
수면은 급속안구운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크게 REM (RapidEye

Movement)수면과 NREM(Non-RapidEyeMovement)수면으로 나뉜다.
수면은 처음에 1단계에서 4단계에 이르는 NREM수면이 나타난다.그

후에 REM수면이 오고 다시 NREM수면이 2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90분
동안 진행된다.REM수면은 약 15-20분 정도 나타난다.이러한 순환이 대
개 5차례 반복되는데 새벽으로 갈수록 서파수면이 감소하고 REM 수면
(꿈 수면)이 증가한다.REM수면 때 혈압이 증가하며,호흡수와 호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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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불규칙적이며 근육긴장도가 감소하며,마비상태가 되며,특히 호흡근
과 상기도 Upperairway근육에 긴장도가 감소하여 호흡이 원활하지 못하
게 된다.
수면의 기능을 살펴보면,낮 동안 소모되고 손상된 부분(특히 중추신경

계)을 회복시켜 주는 기능,낮 동안의 생존 기능과 본능적 보존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조절,연습 하도록 하며,낮 동안 학습된 정보를 재정리
하며 불필요한 것은 버리고 재학습 및 기억시키는 기능을 한다.그리고 불
쾌하고 불안한 감정들이 꿈과 정보처리를 통해 정화되어 아침에는 상쾌한
기분을 갖도록 해준다.
적당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에너지와 활력 등을 잃게 되며,수면 부족

은 정신적 피로를 유발한다(Fuller,& Schaller-Ayers,2000).그리고 수면장
애는 피곤,혼돈,집중장애 등의 사회심리적인 현상부터 현훈,지남력장애,
감각장애 등의 신경 생리학적 현상까지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하여
생리변화와 행동장애 뿐 아니라 심지어 정신장애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질병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면의 양과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신체적,심리,정서적,환경적 요

인으로 대별된다.
가장 중요한 신체적 요인으로 노화를 들 수 있는데,노인의 불면증은 노

인의 신체 심리적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이와 같은 악화는 일상생활활동에
도 영향을 미쳐서 낙상이나 골절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무력감,소외감과
더불어 우울과 상실을 더해주는 등 더욱 신체적,정신적으로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된다.따라서 노인의 불면증은 인생의 마무리 단계에 삶의 질을 저
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질환과 관련되어 수면장애가 나타나는데 호흡기질환,울혈성 심부전,갑

상선 기능 항진 증 등이 있고 통증과 안위도 수면에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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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만만만성성성폐폐폐질질질환환환자자자의의의 수수수면면면 양양양상상상

COPD환자에서 낮 동안의 호흡곤란경험은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나 잠자는
동안의 호흡곤란에 대한 지각과 관련된 점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COPD환자에
서 수면 시 호흡곤란에 대한 증상이 없을지라도 수면은 COPD환자의 일상생활장
애를 초래하는 호흡생리의 변화를 가져온다.COPD환자에서의 야간수면장애는
수면무호흡증을 야기 시키는데 이와 관련된 저 산소 혈 증은 과 소 환기,이산화
탄소축적,환기관류의 부적합의 원인이 되고 이결과로 COPD환자에서 환기-관
류 불균형으로 인한 폐포 의 저산소증 및 고 탄산 혈 증으로서 폐동맥 모세혈관을
수축하여 폐동맥 압력을 유발하게 되며 저 산소 혈 증은 신장의 산소감지기
(oxygensensor)를 자극하여 Erythropoietin을 만들고 이 물질이 골수를 자극하
여 적혈구 생산을 증가시키는 과 적혈구혈증이 나타난다.심실의 용적을 증가함
으로써 폐동맥의 상승을 가져온다.탄산증가는 체내의 CO2(Hypercapnia)를 초
래하며 이러한 상태에서 중추신경작용은 연수(medula)의 중앙화학 수용기
(centralchemoreceptor)가 마비되므로 두통,혼동(confusion)심하면 혼수상태
에 빠지게 된다.(CO2narcosis)
COPD환자의 수면장애는 신체사정,간호력,야간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방

법 등이 있다.
COPD환자는 불면증,과도한 낮잠 등 의 수면장애가 있으며，Klink와

Quan(1987)의 연구에 의하면 만성기관지염환자의 53%이상,폐기종환자의 55%
가 불면증 증상이 있으며 낮 졸림 증 은 각각 그룹의 26%,29%를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다.
Bellia등(2003)은 65세 이상의 1237명의 대조군과 734명의 COPD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면 장애 연구를 보면 COPD노인의 60.6%,대조군의 56.4%에서
수면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정상 노인에 비해 수면장애에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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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것은 아침의 피곤함(38%),아침 일찍 일어나기(35.1%)였다.일어나서 다
시 잠을 못 이루고(26%),다음날 아침에 피곤함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33%).
COPD환자의 수면 시 호흡 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NPPV(Nocturnal

Positive-Pressureventilation)을 사용하여 야간수면 시 저 환기와 저 산소
혈 증 과 탄산 혈 증에 대한 보조적인 치료로 사용한다.
Douglas등(1979)의 연구에서 수면 중 저산소혈증과 이산화탄소 저류를

보이는 COPD환자들은 정상인에 비하여 수면 중 사망률이 높고 수면 중 산
소를 공급함으로써 저산소증을 교정하여 이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전반적인 혈중산소농도의 증가는 산소운반을 위한 적혈구의 과다 증식
을 막게 되며 다혈구증의 발생을 예방하게 된다.폐 고혈압 발생도 예방하
고 예후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외에 수면건강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면 스케쥴의 유지,정

기적인 운동프로그램의 참석,수면 전 술과 많은 식사의 금지와 카페인의
금지 등 을 들 수 있으며 수면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하다.

222)))만만만성성성폐폐폐질질질환환환자자자의의의 수수수면면면양양양상상상 관관관련련련요요요인인인

수면 중 저 산소 혈 증과 이산화탄소의 저류를 보이는 COPD환자들은 정상인에
비하여 수면 중 사망률이 높으며,많은 요인들이 관련한다.
Kutty(2004)는 COPD환자의 수면 유형은 기면의 연장,수면효율장애,호흡기

의 사용,자주 깸,가래,호흡곤란,기침,환기 부족에 의한 과 탄산 혈 증,폐용적의
감소,환기관류의 부적합의 증가,약 복용(Theophylline,beta-agonist,steroid),
우울,앉아서 주로 생활하는 생활 스타일,다리피로감,수면청결과 관련이 되어있다
고 보고하였으며,이러한 결과로 기분의 장애,기억력감소,호흡기 활동의 저하와
삶의 질의 저하를 일으킨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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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능 과의 관련성을 보면,Fletcher등(1989)은 COPD환자에서 FEV1및
FEV1/FVC가 수면 중 저 산소 혈 증군과 정상 산소 혈 증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 하였으며,Phillips등(1997)의 연구에서는 COPD환자의 악화
시 입원환자의 수면장애에 FEV1이 유의하게 작용하였으며 평상시에는 유의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수면 중 동맥혈 가스와의 관계를 보면,폐기종 우세형군 보다 기관지염 우세

군에서 수면 중 저산소혈증이 심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Catteraletal.,
1983;정기호등,1991;Muloy,&McNicholas,1996;신창진,1999),최기원등(1996)
의 연구를 보면,수면 중 저 산소 혈 증이 있는 환자에서 주간 PaO2와 수면 중
최저 동맥혈 산소포화도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r=.72),주간 PaCO2와
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수면장애는 Phillips,Cooper,and

Burke(1987)의 연구에서 COPD환자의 악화 시 입원환자의 수면장애가 높게
나타나며,Kutty(2004)는 스테로이드,beta-agonist의 사용이 수면장애를 일
으킨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호흡기 증상과의 관련성을 보면,Klink,Dodge와 Quan(1994)은 1358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호흡기 증상(기침,천명)중 두 증상을 가진
군에서는 52.8%의 높은 수면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고함으로써,호흡기 증상
과 수면장애와의 높은 관련성에 대해서 시사하였다.
COPD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결과를 보면,Reshtein(2005)의 연구

에서 수면장애는 호흡곤란(r=.39,p=<.001)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으며,
Kapella,Larson등(2006)의 연구에서도 수면장애가 호흡곤란(r=.23,p=<.05)
과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Walker(1999)는 피로는 수면장애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Kinsman과 Driks(1983)는 COPD환자의 수면장애는 피로(r=.42)와 상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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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며,Oh,Kim,Lee와 Kim(2004)의 COPD 환자 128명을 대상으로 시
행한 연구를 보면,수면의 질과 일반적 피로감(r=-.31),정신적 피로감
(r=-.34)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관심과 절망감/무력감은 우울의 2가지 면을 내포하는데 많은 연구들이

수면과 우울 에 관한 관련성을 보고하였다(고미숙,2002;김인자,2001;김옥
수,김애정,김선화,백성희,& 양경미,2003;박윤례 ,2004;신경림,2001;한
미진,2003).
Kapella등(2006)의 연구에서는 130명의 COPD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면

유형과의 관련성을 본 결과 불안감(r=.42, p<.001),우울(r=.340,p<.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333...인인인지지지기기기능능능

인지란 자신이나 혹은 그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각하고,평가하는 전체과정을 뜻한다.인지기능이란 충동,지각,흥미,동기,
기억,논리,사고,학습,문제해결,판단과 같은 정신적,지적과정을 말한다.
이것은 정보를 이해,처리하며 회상하고,시간과 장소에 대한 지남력을

갖도록 한다.또한 복잡한 자료를 조직화하고,정보의 내용과 정서에 적절히
반응하도록 한다(Murrayetal.,1980).
노화가 진전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인지기능이 감소하고 중추신경계의 작

용이 활발하지 못하여 노인은 자신이 경험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과거에 발생한 사건을 관련시켜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하
게 된다.
기본적인 정보처리의 속도와 정확성이 떨어지고,주의력이 약해지게 되

며,또한 수면장애,퇴행,배회,안절부절,사회적 고립등과 같은 행동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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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나게 된다.그러므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심한 인지변화를 보이는 치매와 같은 심각한 노인성 정신장애를 갖기도 하
며,독립적인 생활능력이 현저히 감퇴되어 자가 간호가 어렵게 되며 주위로
부터의 간병 또는 간호가 절실히 요구되기도 한다.

111)))만만만성성성폐폐폐질질질환환환자자자의의의 인인인지지지기기기능능능

COPD환자들의 인지기능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많은 연구(Grantetal.,
1982;Incalzietal.,2003;Prigatanoetal.,1983;Prigatano,Wright,&
Levin,1984)들이 인지기능 장애를 보고 하였으며,기억력 장애를 보고 하였
다(Crewsetal.,2001;Fioravanti,Nacca,Amati,Buckley,& Bisetti,1995;
Incalzietal.,1993;Incazietal.,1998;Kozora,Tartar,& Make,1999;
Prigatano,Parsons,Wright,Levin,& Hawryluk,1983).
COPD는 서서히 진행되며 불가역적인 질환으로 만성적인 저산소혈증이 특징

인 질환으로 산소는 환자들의 뇌기능과 인지기능에 중요하게 작용하게 작용한다.
대개심한 저 산소 혈 증(PaO2<50mmHg)에서 중증도와(PaO250-59mmHG)경한
(PaO2>60mmHG)저 산소 혈 증 환자들 보다 신경정신 장애를 가져온다고 보고하
였다(Grantetal.,1982).
중증도의 심한 저 산소 혈 증을 가진 환자는 문제를 구체화시키고,운동,

지각,청각에 대한 집중력과 정보과정 그리고 기억력장애와 언어기술에서도
장애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Fix등(1985)의 연구에서 COPD환자 62명을 대상으로 인지기능검사를 실

시하고 3년간 추적 해 본 결과,검사 점수가 높았던 환자들이 생존율이 높
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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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만만만성성성폐폐폐질질질환환환자자자의의의 인인인지지지기기기능능능 관관관련련련요요요인인인

COPD환자들이 인지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이
는 COPD환자에 나타나는 저 산소 혈 증 또는 고 탄산 혈 증 이 외의 대사
장애를 초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되지만 실제로 COPD환자에서 뇌의
대사 장애 평가 및 인지기능과의 상관성을 보고한 예는 드물다.
인지기능 관련요인을 보면,다수의 연구가 폐기능과 인지기능간의 유의

한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다(Etnieretal.,1999;Ozge,& Unal,2006).
인지기능과 동맥혈 가스와의 관계를 보면,김영균등(1992)의 연구에서

COPD환자 16명을 대상으로 인지기능을 측정한 결과 폐기종 우세 군이 기
관지염 우세 형에 비해 인지기능장애가 다소 심하며,폐기종 우세 군에서
는 PaCO2가 인지기능의 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며,기관지염 우세
형 환자에서는 pH가 인지기능 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
였다.
Incazil등(2001)의 연구에 의하면 233명의 COPD환자의 21.9%가 MMSE<24

점이었으며,유의하게 작용하는 변수로는 나이,성별,교육정도,직업,흡연
이었고,인지기능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교육정도,우울,
일상생활 기능수행 정도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저산소혈증이 없는 COPD
환자 군과 정상 노인 간의 인지기능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기능과 관련하여 심리적 증상으로 많은 연구에서 우울과의 음 상관

관계(Rumble,Keefe,Edinger,Porter,& Garst,2005:신경림,2001;Incazil
etal,2002;원정숙,& 김정화,2003)를 보고하였다.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폐기능,PaO2,PaO2,pH,흡연등의 질병관련요인과 나이,성별,교육정도,
직업등의 일반적 특성,우울의 호흡기 증상으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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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수수수면면면양양양상상상과과과 인인인지지지기기기능능능과과과의의의 관관관련련련성성성

수면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다양한 인자들이 수면주기 각각의 단계를
증진시키거나 방해한다.이러한 수면주기의 변화는 생체리듬을 변화시켜 인
체의 평형을 파괴하고 정신적,육체적 이상을 초래하여,불안정한 행동이 증
가하게 되고,판단력 저하,운동기능이나 인지기능의 저하,행동변화 등이
나타나게 된다.
COPD환자들은 수면 시 나타나는 저산소혈증이나 과 탄산 혈 증에 의해

무호흡상태(breathlessness)가 유발되기도 하며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환자
들은 심한 호흡곤란을 느끼고 신경정신학적 장애를 동반하게 되며,수면 시
부적절한 환기와 저 산소 혈 증의 빈번한 각성 반응에 자주 깨게 되며 기
도 내 분비물,기침 등의 다른 요인들과 함께 작용하여 전체적인 수면 시간
은 감소하게 된다.
특히 지속적인 저산소혈증과 과 탄산 혈 증은 COPD환자에서 인지기

능장애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러한 인지기능은 환
자들 스스로 질환에 대한 이해와 장기적인 관리를 계획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수면과 인지기능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를 보면,한미진(2003)은 수면잠복

기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지기능은 감소하며(r=-.1494),우울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1178,p=.019)
신경림(2001)은 수면양상과 인지기능은 음 상관관계(r=-.186),수면양상과

우울간의 양의 상관관계(r=.123)를 보고하였다.
Montgemery등(2002)은 인지기능이 감소하는 파킨슨환자의 경우 입원시

간 연장,수면효율의 감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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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만성폐질환자의 수면양상,인지기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
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DescriptiveCorrelationStudy)이다.

222...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본 연구는 한국의 만성폐질환자 을 표적 모집단으로 하였다.
경기도 A시에 소재한 대학 부속 병원 호흡기내과 외래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만성폐질환자와 입원환자를 근접모집단으로 하여 대상자를 임의
로 추출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환자는 다음과 같다.
1)GOLD(GlobalInitiativeforChronicObstructiveLungDisease)에 의
한 진단 기준에 따라 노력 성 폐활량에 대한 노력 성 1초호기량의 비
율이 (FEV1/FVC)이 70% 이하이면서,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로,진
단명은 만성폐쇄성폐질환,천식,기관지확장증을 포함한다.

2)만 50-80세 이상의 성인 환자
3)정신장애가 없는 자
4)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참여를 수락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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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다음과 같다.

111)))수수수면면면양양양상상상

수면양상은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PSQI)를 이용하며 1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수면의 질에 대해서 측정한다(Buysse,etal,1989).
총 주관적 수면의 질,수면잠복기,수면시간,습관적 수면효율,수면장애,

주간 기능 장애의 7개 범주로 이루어져 있으며,몇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각각의 범주는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고 그것을 다시 지수화 하여 역시
0-3의 지수를 가진다.각 영역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에서의 수면
장애가 높음을 의미한다.
7개의 범주 지수를 모두 합하여 0-21의 총 수면지수가 되며,총 수면지

수가 5이하이면 goodsleeper,5를 초과하면 poorsleeper로 규정하고 있다.
Reishtein(2005)의 연구에서 100명의 COPD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면의

질 측정에서 Cronbach'salpha는 .72였으며,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76이었다.

222)))인인인지지지기기기능능능

인지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는 Folstein과 McHugh(1975)의 Mini-Mental
StateExamination을 한국 노인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박종한,권
용철(1989)의 한국형 MMSE-K를 요약하여 측정하며,그 문항을 정리하면
시간에 대한 지남력 5점,장소에 대한 지남력 5점,기억등록 3점,기억회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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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의 집중 및 계산 5점,언어기능 7점,이해 및 판단 2점으로 총 12문항
으로 30점이 최고점이고,점수가 높을수록 인지기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박종한,권용철(1989)의 교육의 유무가 MMSE-K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결과에 근거해 무학 집단의 경우 지남력,주의 집중 계산,언어기능에
30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정점수를 주도록 하였다.총점 19점 이하는
치매 (dementia),20점에서 23점 사이는 치매의심(suspiciousdementia),24점
이상인 경우는 정상(normal)이라고 판단한다.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81이었다.

333)))기기기타타타(((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및및및 질질질병병병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설문지를 이용한 면담을 통해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였고,질병관련 특성
은 의무기록과 폐기능,설문지를 이용한 호흡기증상을 조사하였다.

(1)폐기능
폐기능은 폐기능 측정기(spirometry)를 이용하여 측정된 1초간 노력성호

기량의 예측치(FEV1% pred.)로써,대상자의 chartreview로 얻어진 점수를
사용 하였다.FEV1% pred가 클수록 폐기능 상태가 좋고 기도폐쇄의 정도
가 적은 것을 의미한다.

(2)호흡기 증상
Kinsman(1983)이 만성 기관지염이나 폐기종을 진단받은 29명의 성인 환

자와의 면담을 통해 개발한 총 89문항의 기관지염-폐기종 증상 목록
(Bronchitis-EmphysemaSymptom Checklist:BESC)을 김매자(1987)가 번
역하고 오의금(1989)이 1개 문항을 삭제한 뒤 사용한 총 56문항의 11개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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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수면장애,기억력 감퇴 주요 변수를 제외하여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증
상 4영역과 정신적 증상5영역을 사용하며 총 문항 수는 46개 문항이다.
본 측정도구는 ‘항상 경험 한다’에 5점,‘전혀 경험하지 않는 다’에 1점을

부과한 5점 평정척도로써,점수가 높을수록 증상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오의금(198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alpha는 .87이었

고,윤정선(1997)의 연구에서는 신체적 증상 측정 도구의 Cronbach'salpha
는 .62,심리적 증상 측정도구의 Cronbach'salpha.79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체적 증상 측정도구의 Cronbach'salpha는 .86이었으

며,심리적 증상 측정도구의 Cronbach'salpha.는 .91이었다.

444...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방방방법법법 및및및 절절절차차차

111)))사사사전전전조조조사사사

사전조사는 2006년 10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경기도 A시에 소재하는
일 대학병원 호흡기내과 외래에서 연구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맞는 만성폐질
환자 3명과 입원 환자 2명을 대상으로,연구수행 과정의 용이성 및 질문지
관련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연구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
하였고 질문지 작성 및 검사 소요시간,이해하기 힘든 문장과 반응 등을 확
인 후 본 조사에 반영하였다.

222)))본본본 조조조사사사

본 조사는 2006년 10월 16일부터 12월 17일 까지 경기도 A시에 소재하
는 일 대학 병원 호흡기 내과 외래와 내과 병동에서 연구 승인을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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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수집하였다.연구대상의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필요성
과 목적,자료수집 방법과 소요시간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모든 대상자에게
서면동의를 받았다.자료 수집은 연구자와 교육 받은 자료수집자가 직접 문
항을 불러주면서 일대일 면담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총 20-25분
정도 소요되었다.

555...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수집된 자료는 분석을 위해 코딩작업이 이루어졌고,SPSS 10.0 Win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폐기능,호흡기증상,수면양상,인지기
능점수의 분포는 실수와 백분율,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질병관련특성,폐기능,호흡기증상에 따른 수면양상과 인지기능의 차이는
t-test와 chi-squaretest,ANOVA,Pearson's상관 계수로 분석하였다.

3.수면양상과 인지기능의 관련성은 Pearson's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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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는 총 85명으로,일반적 특성은 <표1>과 같다.
성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남성이 70명(82.4%),여성이 15명(17.6%)으
로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연령은 평균 71세이었으며 50대가 8명
(9.4%),60대가 32명(37.7%),70대 이상이 45명(52.9%)으로 대부분을 차지
하였다.
종교는 있는 경우가 44명(51.8%),없는 경우가 41명(48.2%)이었다.
68명(80.0%)의 대상자가 기혼이었으며,이혼한 대상자가 2명(2.4%),사별

한 경우는 15명(17.6%)을 차지하였다.
직업은 있는 경우가 14명(16.5%),무직이 71명(83.5%)이었다.
교육수준은 초 졸이 26명(30.6%)으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은 고졸 19

명(22.4%),대졸이상 15명(17.6%),중졸이 13명(15.3%), 무학이 12명(14.1%)
순이었다.
가족의 경제 상태는 보통이다가 45명(52.9%)으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충분하다가 20명(23.5%)순이었다.
치료비 부담은 본인이 54명(63.5%)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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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 M±SD

성별
남자
여자

70(82.4)
15(17.6)

연령(세)

50-59
60-69
70-79
80-

8(9.4)
32(37.7)
35(41.1)
10(11.8)

70.6±8.34

종교 있다
없다

44(51.8)
41(48.2)

결혼상태 기혼
이혼
사별

68(80.0)
2(2.4)
15(17.6)

직업 있다
없다

14(16.5)
71(83.5)

교육수준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

12(14.1)
26(30.6)
13(15.3)
19(22.4)
15(17.6)

경제상태
부족하다
보통이다
충분하다

20(23.5)
45(52.9)
20(23.5)

치료비부담 본인
기타

54(63.5)
31(36.5)

N=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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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질질질병병병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은 <표2>와 같다.
진단명은 폐기종이 36명 (42.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천식이 26

명(30.6%),기관지확장증이 18명(21.1%),만성기관지염이 5명(5.9%)을 차지
하였다.
입원상태는 외래환자가 62명(72.9%),입원환자가 23명(27.1%)으로 외래환

자가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다.
호흡곤란 기간은 평균 10년 이었으며 대상자들이 타 질환을 병합하고

있는 경우는 41명(48.2%)을 차지하였다.
기관지확장제는 72명(84.7%)의 대상자가 사용하고 있었다.
재택산소 유무는 7명(8.2%)이 사용하고 있었으며,78명(91.8%)은 사용하

지 않고 있었다.
폐기능 평균 점수를 보면 FVC가 72.5%이었으며,FEV1%pred.는 50.2%,

FEV1/FVC가 48.7% 으로 중등도 수준의 폐기능 상태를 나타냈다.
FEV1%pred를 3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본 결과 50%이상이 40명(47.1%)으

로 가장 많았으며,35-49%가 24명(28.2%).35%미만은 21명(24.7%)을 차지하
였다.
대상자의 신체적 증상정도는 평균 2.7점으로 중정도 수준이었으며,심리적

증상정도는 2.5점으로 신체적 증상이 심리적 증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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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FEV1%pred.:ForcedExperatoryVolumein1second,% predicted
FVC:ForcedVitalCapacity

특성 구분 범위 빈도(%) M ±SD

진단 명

천식
만성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26(30.6)
5(5.9)
18(21.1)
36(42.4)

입원상태
유
무

23(27.1)
62(72.9)

호흡곤란기간(년) 10.4±12.38

타 질환 동반
유
무

41(48.2)
44(51.8)

기관지확장제 사용 유
무

72(84.7)
13(15.3)

재택산소요법 유
무

7(8.2)
78(91.8)

폐기능

FVC 33-120(%) 72.5±19.24
FEV1%pred.
35%미만
35-49%
50%이상

22-93(%)
21(24.7)
24(28.2)
40(47.1)

50.2±17.63

FEV1/FVC 23-70(%) 48.7±12.12

호흡기 증상
신체적 증상

1-5(점)
2.7±0.77

심리적 증상 2.5±0.85

N=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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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수수수면면면양양양상상상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수수수면면면양양양상상상 특특특성성성

대상자의 수면양상을 살펴보면 PittsburghSleepQualityIndex(PSIQ)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0-21점)가 총 수면지수가 5이하면 goodsleeper,5를
초과하면 poorsleeper로 나누는데 85명의 대상자의 PSIQ에 의한 수면 양상
은<표3>과 같다.
85명의 수면 양상 총점은 10.0점으로 중정도 수준의 수면장애가 있었다.
poorsleeper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71명(82.5%)이었고,goodsleeper는

14명(16.5%)으로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poorsleeper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수면 양상을 7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본 결과,수면양상 영역 중 가장

장애가 높은 영역은 수면시간(2.1)이었고,다음으로 수면잠복기(1.8),수면장
애(1.7),습관적 수면효율(1.5),주관적 수면의 질(1.4),주간기능 장애(1.4),수
면제 사용(0.3)순 이었다.
수면장애 문항을 살펴보면 밤중간이나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깬다(2.5),화

장실에 가기 위해 잠에서 깬다(2.5)가 높게 나타났으며,크게 기침을 하거나
코를 곤다(1.5),악몽을 꾼다(1.4).너무나 덥게 느껴진다(1.1),편안하게 숨을
쉴 수가 없다.(0.9),너무나 춥게 느껴진다(0.8).통증이 있다(0.6),또 다른 이
유(가래)(0.4)순이었다.
85명의 대상자가 잠자리에 눕는 시간은 평균 오후9시 41분으로 나타났으

며,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30분,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시간은 오전 5시 39
분,총 자는 시간은 5시간 33분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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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대상자의 수면양상 특성

특성 구분 범위 빈도 M±SD
총점 0-21 85(100) 10.0±4.26

수면양상 goodsleeper 0-5 14(16.5) 3.4±1.55
poorsleeper 6-17 71(82.5) 11.3±3.26

수면양상
영역

1.subjectivesleepquality

0-3

1.4±0.06
2.sleeplatency 1.8±0.14
3.sleepduration 2.1±0.10
4.habitualsleepefficiency 1.5±0.13
5.sleepdisturbance 1.7±0.08
6.useofsleepingmedication 0.3±0.08
7.daytimedysfunction 1.4±0.12

수면장애

1)밤중간이나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깬다.

0-3

2.5±0.10
2)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에서
깬다 2.5±0.10
3)편안하게 숨을 쉴 수가 없다 0.9±0.12
4)크게 기침을 하거나 코를 곤다 1.5±0.14
5)너무나 춥게 느껴진다 0.8±0.10
6)너무나 덥게 느껴진다 1.1±0.12
7)악몽을 꾼다 1.4±0.13
8)통증이 있다 0.6±0.11
9)또 다른 이유가 있으면,그
내용을 서술해주십시오 0.4±0.10

수면습관

잠자리에 눕는 시간 21시41분
±154분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 30분 ±2분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시간 5시 39분

±158분
총 자는 시간 333분±74분

총 누워 있는 시간 465분±80분

N=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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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질질질병병병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수수수면면면양양양상상상의의의 차차차이이이

수면양상을 goodsleeper와 poorsleeper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진단 명,
입원상태,타 질환 병행,기관지확장증 사용,재택산소요법,페기능 과의 통
계적 상관성은 나타내지는 않았다.한편,입원상태에 따른 수면양상은 23명
의 대상자 중 22명이 poorsleeper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질병관련 특성 중 수면 양상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변수는 호흡기 증

상의 신체적 증상(t=-4.97,p=.000)과 심리적 증상(t=-5.72,p=.000)으로 나타
났다.즉,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증상이 심할수록 대상자들의 수면양상이 좋
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수면양상7개영역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변수는 진단 명,입원상태.재

택산소 요법으로 나타났다.
진단명에 따라서는 수면잠복기(F=3.90,p=.012)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기관지확장증 환자의 수면잠복기가 가장 길었다.
입원상태에 따라서는 주관적 수면의 질(t=3.85,p=.000),수면 잠복기

(t=3.58,p=.001),수면시간(t=2.56,p=.012),습관적 수면효율(t=3.37,p=.001),
수면장애(t=2.55,p=.012)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입원환자인 경우 수면
양상이 더 좋지 않았다.재택산소요법과는 습관적 수면효율(t=2.19,p=.031)
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능은 수면양상7개영역 중 수면시간(F=5.45,p=.006)과 유의하게 나타

났으며,호흡기 증상은 신체적,심리적 증상 둘 다 수면양상 7개 범주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그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영역은 수면
장애 (신체적 증상,r=.649:심리적 증상,r=.657)이었고,다음으로 수면잠복
기(신체적 증상,r=.467:심리적 증상,r=.533),주관적 수면의 질(신체적 증상,
r=.459:심리적 증상,r=.497)순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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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수면양상의 차이

**p<.01

특성 구분 n
수면양상 n(%)

t/x2 p-valuegood
(N=14)

poor
(N=71)

진단 명

천식
만성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26
5
18
36

5(5.9)
1(1.2)
0

8(9.4)

21(24.7)
4(4.7)
18(21.2)
28(32.9)

4.60 .203

입원상태
유
무

23
62

1(1.2)
13(15.3)

22(25.9)
49(57.6) 3.39 .066

타 질환 동반
유
무

41
44

5(5.9)
9(10.6)

36(42.4)
35(41.2) 1.05 .305

기관지확장제
사용

유
무

72
13

12(14.1)
2(2.4)

60(70.6)
11(12.9) 0.01 .909

재택산소요법
유
무

7
78

1(1.2)
13(15.3)

6(7.1)
65(76.5)

0.03 .871

폐기능

FEV1%pred.
Severe
Moderate
Mild

21
24
40

2(2.4)
5(5.9)
7(8.2)

19(22.4)
19(22.4)
33(38.8)

1.10 .577

호흡기 증상 신체적 증상 2.0±0.52 2.9±0.58 -4.97 .000**
심리적 증상 1.6±0.59 2.7±0.64 -5.72 .000**

N=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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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1.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수면양상7개 범주와의 관련성

*p<.05,**<.01

특성 구분 n

수면양상(M±SD)

주관적

수면의질

F/ t

(p)

수면 

잠복기

F/ t

(p)

수면

시간

F/ t

(p)

습관적

수면효율

F/ t

(p)

수면

장애

F/ t

(p)

수면제

사용

F/ t

(p)

주간기

능장애

F/ t

(p)

진단명

천식 26 1.4±0.64

2.04

.114

1.9±1.31

3.90

.012*

2.0±1.15

0.39

0763

1.6±1.30

1.64

.186

1.8±0.69

1.78

.157

0.5±0.95

1.60

.195

1.2±1.02

0.97

.410

만성기

관지염
5 1.6±0.55 2.4±1.34 1.8±1.10 1.0±1.00 1.6±1.14 0.2±0.45 1.8±1.30

기관지

확장증
18 1.7±0.60 2.5±0.86 2.2±0.92 1.9±1.11 2.0±0.69 0.2±0.71 1.7±1.09

폐기종 36 1.3±0.51 1.4±1.22 2.1±0.92 1.3±1.20 1.6±0.65 0.1±0.52 1.31±1.2

입원

상태

유 23 1.8±0.52 3.85
.000**

2.5±1.04 3.58
.001**

2.5±0.672.56
.012*

2.2±1.07 3.37
.001**

2.0±0.642.55
.012*

0.4±0.951.21
.234

1.6±1.161.20

.234무 62 1.3±0.55 1.6±1.24 1.9±0.96 1.2±1.18 1.6±0.71 0.2±0.62 1.3±1.06

타질환

동반

유 41 1.3±0.58 -1.07

.286

2.0±1.22 0.90
.368

2.0±0.98-0.68
.499

1.4±1.42 -0.67
.505

1.8±0.741.25
.215

0.4±0.901.79
.078

1.5±0.980.91

.367무 44 1.5±0.59 1.7±1.29 2.1±0.88 1.6±1.20 1.6±0.69 0.1±0.50 1.3±1.19

기관지

학장제 

유 72 1.4±0.60 -0.85

.398

1.8±1.24 -1.03
.305

2.0±0.94-1.33

.184

1.5±1.21 -0.18

.858

1.7±0.72-0.64
.525

0.3±0.770.50

.616

1.4±1.111.08
.285무 13 1.5±0.52 2.2±1.35 2.4±0.77 156±1.33 1.9±0.69 0.2±0.38 1.1±0.95

N=85



- 31 -

표5-2.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수면양상7개 범주와의 관련성

*p<.05,**<.01

특성 구분 n

수면양상(M±SD)

주관적

수면의질

F/t

(p)

수면 

잠복기

F/t

(p)

수면

시간

F/t

(p)

습관적

수면효율

F/t

(p)

수면

장애

F/t

(p)

수면제

사용

F/t

(p)

주간기

능장애

F/t

(p)

재택산

소요법

유 7 1.7±0.491.44
.153

2.4±1.131.34
.185

2.1±1.070.22
.830

2.4±0.98 2.19
.031*

1.9±0.380.84
.419

0.7±1.261.06
.37

1.4±1.13
0.13

.896
무 781.4±0.59 1.8±1.26 2.1±0.92 1.4±1.21 1.7±0.74 0.2±0.65 1.4±1.09

폐기능

FEV1%pre
severe 211.7±0.48

2.86
.063

2.1±1.22
1.93
.152

2.4±0.74
5.45
.006*

1.9±1.20
2.72
.072

1.8±0.75
0.17
.841

0.5±1.08
2.31
.105

1.5±1.17
0.73

.487
moderate 241.3±0.46 1.4±1.25 1.6±0.93 1.0±1.08 1.7±0.56 0.1±0.41 1.5±1.18
mild 401.4±0.66 1.9±1.25 2.2±0.91 1.6±1.26 1.7±0.80 0.2±0.61 1.2±1.00
r/p

.459
.000**

.467
.000**

.249

.022*
.263
.000**

.649
.000**

.242

.026*
.410
.000**호흡기 

증상

신체적

증상

심리적 

증상

.497
.000**

.533
.000**

.312
.004**

.321
.003**

.657
.000**

.218

.045*
.376
.000**

N=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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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인인인지지지기기기능능능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인인인지지지기기기능능능 특특특성성성

대상자의 인지기능 특성은 <표6>과 같다.
대상자의 인지기능 점수는 평균 24.0점으로 정상 수준이었다.한편,19점

이하가 21.2%이었고,20-23점은 16.5%로써 정상이하의 인지기능 수준을 나
타낸 대상자는 38.0%정도이었다.
인지기능의 각 영역별 점수 분포는 다음과 같다.
각 하부 영역을 보면 시간에 대한 지남력은 평균이 4.3,장소에 대한 지

남력이 4.7로 나타났다.그리고 기억등록 2.6,기억회상 1.3,주의 집중이 3.0,
언어 기능과 이해 및 판단은 각각 6.2,2.0으로 나타났다

표6.대상자의 인지기능 특성
특성 구분 범위 빈도(%) 평균±표준편차

총점 24.0±5.37
인지기능 19점 이하 18(21.2)

20점 -23점 0-30 14(16.5)
24점 이상 53(62.3)

인지기능
각 영역별
점수

지남력(시간) 0-5 4.3±1.20
지남력(장소) 0-5 4.7±0.75
기억등록 0-3 2.6±0.68
기억회상 0-3 1.3±1.16
주의 집중 0-5 3.0±1.81
언어 기능 0-7 6.2±1.17
이해 및 판단 0-2 2.0±0.19

N=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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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질질질병병병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인인인지지지기기기능능능의의의 차차차이이이

표7.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인지기능의 차이

*p<.05,**<.01

특성 구분 n M±SD t/F/r p-value

진단 명

천식
만성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26
5
18
36

23.2±5.80
23.6±5.64
23.6±4.34
24.9±5.58

0.53 .666

입원상태
유
무

23
62

18.6±5.70
26.0±3.58

-5.84 .000**

타 질환
동반

유
무

41
44

24.7±5.41
23.4±5.32

1.11 .269

기관지확장
제 사용

유
무

72
13

24.6±4.88
20.5±6.75 2.60 .011*

재택산소
요법

유
무

7
78

20.1±5.76
24.3±5.24

-2.01 .047*

폐기능

FEV1%pred.
Severe
Moderate
Mild

21
24
40

21.9±5.11
24.6±5.59
24.8±5.20

2.27 .110

호흡기 증상
신체적 증상 -.338 .002**

심리적 증상 -.407 .000**

N=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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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련특성 중 인지기능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변수는 입원상태
(t=-5.84,p=.000),기관지확장제 사용(t=2.60,p=.011),재택산소요법(t=-2.01,
p=.047)으로 나타났다.
진단 명에 따라서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며,입원환자가 인지기

능 점수가 낮았고,기관지확장제를 사용하는 경우 인지기능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폐기능 수준과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호흡기증상

경험정도와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호흡기 증상 중 신체적 증상(r=-.338,p=.002)보다 심리적 증상(r=-.407,

p=.000)이 음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왔다.
이상의 결과로 대상자들의 인지기능은 입원상태,기관지확장제사용 유

무,재택산소 요법,호흡기증상(신체적,심리적)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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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양상과 인지기능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8>과 같다.
수면양상과 인지기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다(t=2.06,p=.042).즉,

수면장애가 높을수록 인지기능 점수는 낮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표 8.대상자의 수면양상,인지기능 상관관계

*p<.05,**<.01

대상자의 인지기능과 수면양상7개영역과의 관련성을 보면,주관적 수면
의 질(r=-.382p=.000)이 가장 높았고,다음으로 습관적 수면효율(r=-.369
p=.001),수면 잠복기,(r=-.368p=.000)수면시간(r=-.334p=.002)순이었다.
이는 인지기능이 낮을수록,주관적 수면의 질이 떨어지며,습관적 수면

효율이 낮게 나타나고,수면 잠복기가 길어져서,수면시간은 감소함을 의미
한다.

수면양상 n 인지기능 t/r p

overall 

good sleeper

poor sleeper

85

14

71

24.0±5.37

26.6±5.12

23.5±5.30

2.06 .042*

주관적 수면의 질 -.382 .000**

수면잠복기 -.368 .000**

수면시간 -.334 .002**

습관적 수면효율 -.369 .001**

수면장애 -.256 .018*

N=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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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논논논의의의

본 연구는 만성폐질환자의 수면양상과 인지기능을 분석하여 환자들을 중
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이에 본 연구에서 사용
된 변수인 수면양상과 인지기능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대상자의 수면양상을 살펴보면 전체 대상자의 82.5%가 poorsleeper로써

수면장애가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파악하였는데,이는 Bellia등(2003)의 연구
에서 65세 이상의 734명 COPD노인 환자의 60.6%에서 수면 장애가 있는 것
으로 보고한 결과와 일관성이 있었다.
이는 만성폐질환의 경우 만성적이면서 주로 노인 기에 발현되는 질병 적

특성이 있어 노인의 경우 생리적 수면주기의 변화로 인해 더욱 이러한 환자
에게 문제가 된다고 볼 수 가 있다.
PSQI를 측정한 수면장애 연구를 보면,Vitiello,Larson,andMoe(2004)

의 연구에서 일반노인 150명을 대상으로 하여 PSQI를 측정한 결과 평균점
수 4.3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질환별 PSQI를 비교해보면,당뇨환자
-8.3(Viqq,2003),Parkinsonism 환자-8.7(Ferreiraetal.,2006),투석환자-
8.7(Iliescu etal.,2003),다발성 경화증환자- 6.6(Alarcia,Ara,Martin,
Betol,& Bestue,2005)으로 다른 질환에 비해서 높음을 알 수가 있었다.그
러나 연령과 성별 등 관련 변수를 고려하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비교할 수
없음으로 여겨진다.
수면습관에 대해서 비교해보면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한 Vitiello(2004)의

연구를 보면 수면잠복기는 평균 13.8분,수면시간은 6시간 35분,잠자리에
누워 있는 시간은 7시간 이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와 비교 해
볼 때 만성폐질환자들은 일반노인들 보다 수면잠복기,잠자리에 누워 있는
시간이 길며,수면시간은 짧은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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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만성폐질환자의 경우에는 일반노인에서의 수면장애와는 다룰 수
가 있다.이들에 의해 자주 경험되는 호흡곤란과 피로와 같은 신체적 증상
과,우울과 불안과 같은 심리적 증상은 수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증상이 평균 2.7점으로 심리적 증상(2.5)과 비슷하게 나
타났다.이는 Kinsman과 Driks(1983),오의금(1989),윤정선(1997)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다.만성폐질환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호흡기 증상은 다차원적
이고 상호관련성을 가지며 통합된 관리의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신체적,심리적 증상은 본 연구에서도 수면양상과 상당한 관련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3참조>.
기존의 문헌을 고찰해 보면,Klink,Dodge와 Quan(1994)의 1358명의 일

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호흡기 증상(기침,천명)중 두 증상을 가진 군
에서는 52.8%의 높은 수면장애가 있다는 보고와 비슷한 결과이다.
Kapella,Larson등(2006)의 연구에서 수면장애가 호흡곤란(r=.23,p=<.05)

과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Reshtein(2005)의 연구에서도 수면장애는 호흡
곤란(r=.39,p=<.001)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결과와 일치한다.
Kinsman과 Driks(1983)는 수면장애는 피로(r=.42),울혈(r=.35)과 상관성

이 있으며,Oh,Kim,Lee와 Kim(2004)의 COPD 환자 128명을 대상으로 시
행한 연구를 보면,수면의 질과 일반적 피로감(r=-.31),정신적 피로감
(r=-.34)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며,반
대로 Reishtein(2005)의 연구와는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r=.19)
또한 무관심과 절망감/무력감은 우울의 2가지 면을 내포하는데,본 연구 결과

를 보면,무력/절망감(t=-5.78,p=.000),무관심(t=-6.78,p=.000)이 수면장애와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수면과 우울 에 관
한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와 일치 한다 (고미숙,2002;김인자,2001;김옥수,김애
정,김선화,백성희,&양경미,2003;박윤례 ,2004;신경림,2001;한미진,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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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신체적,심리적 증상과 수면장애와의 관련성을 볼 때,환자의 수
면증진을 위한 중재 개발 및 이에 대한 인식증진과 다차원적인 만성폐질환
자의 수면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사정도구의 개발이 매우 시급하다.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수면장애는 Phillips,Cooper,and

Burke(1987)의 연구에서 COPD환자의 악화 시 입원환자의 수면장애가 높게
나타난 결과를 지지 한다.
만성폐질환자들은 질병 악화 시 경험하게 되는 증상의 중증도와 낯선 병

원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면 장애는 더욱 심해지며,이러한 장애는
잘못된 수면 습관을 일으켜 환자들의 호흡재활에 악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입원환자를 위한 세심한 간호중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진단명과 폐기능은 수면 양상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은 없었으나.

수면양상 영역 중 수면잠복기,수면시간과 관련성을 보였다.이는 기존의
폐기종 우세형군 보다 기관지염 우세군 에서 수면 중 저산소혈증이 심하며
(Catteraletal.,1983;정기호등,1991;Muloy& McNicholas,1996;신창
진,1999),FEV1과 수면유형과의 관련성이 없음을 보고한 다수의 연구(최기
원등,1996;Fletcheretal.,1989;Kapelliaetal.,2006;Klink,Dodge,&
Quan,1994)와 Phillips등(1987)의 입원환자의 수면장애와 FEV1과의 유의한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를 비교해 보면 본 연구에서는 명목 변수로 측정된 수
면양상 도구를 사용한 결과로 여겨지며 앞으로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여 이
들과 수면양상의 관련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인지기능을 살펴보면,본 연구에서 나타난 평균 MMSE-K점수는 24.0점

으로 비교적 정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Incazil등(2002)의 연구에
서 233명의 COPD환자의 MMSE-K평균점수가 25.88점 보다는 낮게 나타났
고,정상(24점 이상)이 71.9%를 차지한다는 결과와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일반노인에서의 경우,원정숙,김정화(2003)가 62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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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MMSE-K의 평균점수가 24.02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233명의 COPD환자를 대상으로 저산소혈증이 없는 COPD

환자 군과 정상 노인 간의 인지기능의 차이가 없는 것(Incaziletal.,2002)
을 보고한 연구와 일치한다.
각 하부영역을 보면 기억회상에서 낮은 점수(1.3점)를 보였으며,이는 많

은 연구들이 만성폐질환자의 기억력장애를 보고한 연구와 일치한다 (Crews 

et al., 2001; Fioravanti, Nacca, Amati, Buckley, & Bisetti, 1995; 

Incalzi et al., 1993; Incalzi et al., 1998; Kozora, Tartar,& Make, 

1999; Prigatano, Parsons, Wright, Levin, & Hawryluk, 1983).

따라서 만성폐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인들이 건강관리교육을 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인지기능의 차이를 보면,입원상태(t=-5.84,

p=.000)와 기관지확장제사용(t=2.60,p=.011),재택산소요법(t=-2.01,p=.047)에서
유의하게 나왔다.이는 저 산소 혈 증을 경험중인 입원 환자를 고려해 볼 때, 

중증 저 산소 혈 증 환자 인 경우 경증보다 주의력과 정보과정, 기억력의 장애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Stuss, Peterkin, Guzman, 

Guzman, & Troyer, 1997 ; Grant et al., 1987)

   폐기능에 따른 인지기능의 차이를 보면 본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는 다른 연구결과(Etnier et al., 1999; Ozge, & Unal, 2006)와 상반된다.

  호흡기증상 경험정도와 인지기능과의 차이에서는 모든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증상인 우울은 정상적인 기분 변화에서 병적인 상태에 이르는 

근심, 침울함, 무기력감 및 무가치 감을 나타내는 상태(Battle, 1978)로 본 연구에

서는 무력/ 절망감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왔으며,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Rumble, Keefe, Edinger, Porter, & Garst, 2005; 신경림, 2001; Incazil et 

al.,  2002; 원정숙,&  김정화,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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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과 관련하여서는 일반노인 보다 만성폐질환자노인에서 우울 증상이 더 

심한 것으로(Yohannes, Roomi, Baldwin, & Connolly, 1998)보고가 되고 있으

며, 우울과 인지기능과의 높은 관련성을 볼 때 만성폐질환자 에서 우울의 중재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변수로 여겨진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우울이외의 호흡기증상과 인지기능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

는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비교 할 수 는 없으나, 인지기능과 기능수행과의  관련성

(Scher et al., 1988)연구를  볼 때, 만성폐질환자의 호흡곤란, 피로, 수면장애등은 

일상생활의 기능 수행과 높은 관련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모든 증상에서 

유의하게 나온 결과는 당연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만성폐질환자의 수면양상과 인지기능은 관련성 이 있는 것
(t=2.06,p=.042)으로 나타나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한미진(2003)이 수면잠복기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지기능은 감소하며

(r=-.1494),신경림(2001)이 수면양상과 인지기능은 음 상관관계(r=-.186)가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Catterall등(1983)의 연구에서 주간에 이산화탄소의 저류를 가진 COPD환

자들은 그만큼 이산화탄소에 의한 호흡자극에 둔감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수면 중에는 동맥혈의 산소포화도가 더욱 하강한다고 생각 될 수 있어
주간의 이산화탄소의 저류는 COPD환자에서 수면 중 산소포화도의 저하를 예
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보고를 보면 타당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수면장애가 지속적인 문제로 초래되는 경우 인지기능의

감소가 유발 될 수 있는 점을 시사한다고 본다.따라서 인지기능의 감소를
단순히 연령증가에 따른 문제로 간과하기 보다는 수면중재에 대한 보다 적
극적인 자세를 보이며,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본다.따라서 효율적인 호흡
기 증상 관리가 필수적 선행 요건으로 만성폐질환자의 수면 장애 및 인지기
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 호흡재활이 요구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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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의의의의의의

본 연구의 결과가 간호이론,연구,실무 측면에서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1)간호이론 측면에서의 의의
만성폐질환자의 폐기능과 호흡기증상 경험정도와 수면유형,인지기능과

의 관련성이 부재한 현실에서 각 변수들의 관련성을 검증을 하였으며,향후
만성폐질환자의 증상에 대한 다차원적인 개념적 기틀을 작성할 수 있는 기
초 자료를 제공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2)간호연구측면에서의 의의
본 연구에서는 만성폐질환자의 폐기능과 호흡기증상 경험정도와 수면유

형,인지기능과의 관련성이 발견되었으며,만성폐질환자의 수면유형과 인지
기능에 관한 후속 연구를 유도하고 만성폐질환자의 간호중재에 관한 우선순
위와 방향의 근거자료를 제공하였다.
3)간호실무측면에서의 의의
만성폐질환자의 수면장애와 인지기능 장애를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의 전략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간호중재에 대한 평가의 근거자료를 제공
할 것이다.

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제제제한한한점점점

본 연구는 만성폐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일 대학 병원 호흡
기 내과 외래와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연구결과
를 모든 만성폐질환자 에게 일반화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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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111...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만성폐질환자의 수면양상과 인지기능을 평가하고,각각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여 만성폐질환자들의 간호중재를 위한 기초 자료
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다.
연구기간은 2006년 10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이었으며,연구대상은

경기도 A시에 소재하는 일 대학병원 호흡기 내과 외래와 입원병동에서 치
료를 받고 있는 환자 중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 만성폐질환
자 85명이었다.
측정도구는 수면양상은 PittsburghSleepQualityIndex(PSQI)를 이용하

였고,인지기능은 Mini-MentalStateExamination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폐기능 수준은 1초간 노력성호기량의 예측치(FEV1pred.)를 이용하였으며,

호흡기 증상 경험정도는 Kinsman(1983)이 개발한 기관지염-폐기종 증상 목록
(Bronchial-EmphysemaSymptomChecklist:BESC)중 신체적 증상 4영역(호흡
곤란,피로,울혈,말초감각 장애)과 심리적 증상(불안정감,불안감,무관심,무력/
절망감,소외감)5영역의 총 46개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10.0Win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폐기능,호흡기증상 경험정도,수면양

상,인지기능점수의 분포는 실수와 백분율,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질병관련특성에 따른 수면양상과 인지기능의 차이는 t-test와 ANOVA,

chi-squaretest,Pearson's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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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대상자의 폐기능 수준은 50.2±17.63으로써 중정도 이었다.
대상자의 호흡기증상 경험정도 중 신체적 증상정도는 평균 2.7점으로 중정도의

증상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심리적 증상정도는 평균 2.5점으로 신체적
증상 경험수준과 비슷하였다.
2)대상자의 수면 양상 평균은 10.4점으로 poorsleeper가 전체대상자의 82.5%

를 차지하였으며,수면 유형 7개영역 중 장애 가 가장 높은 영역은 수면시간(2.1)이
었으며,다음으로 수면잠복기(1.8),수면장애(1.7),습관적 수면효율(1.5),주관적
수면의 질(1.4),주간기능장애(1.4),수면제 사용(0.3)순이었다.
3)질병관련 특성 중 수면 양상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변수는 호흡기 증상의

신체적 증상(t=-4.97,p=.000)과 심리적 증상(t=-5.72,p=.000)이었다.
진단명에 따라서는 수면잠복기(F=3.90,p=.012)가,입원환자인 경우,주관

적 수면의 질(t=3.85,p=.000),수면 잠복기(t=3.58,p=.001),수면시간(t=2.56,
p=.012),습관적 수면효율(t=3.37,p=.001),수면장애(t=2.55,p=.012)에서 유의
한 결과를 나타냈다.재택산소요법과는 습관적 수면효율(t=2.19,p=.031)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폐기능이 저하될수록 수면시간이 적게 나타났
다.(F=5.45,p=.006)
4)대상자의 인지기능 평균 점수는 24.0점으로 정상 수준 이었으나,치매,치매

의심 자 비율은 38%로 나타났다.
5)질병관련 특성 중에서 인지기능은 신체적 증상(r=-.338,p=.002)과 심리적

증상(r=-.407,p=.000)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입원환자인 경우,재택산소요법
을 사용하는 경우 인지기능이 낮게 나타났고,기관지확장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인지기능이 높게 나타났다.
6)수면양상과 인지기능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t=2.06,p=.042)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즉,수면장애가 있을수록 인지기능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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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볼 때 만성폐질환자의 수면양상과 인지기능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호흡기증상 경험정도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호흡기 질환자의 수면 및 인지기능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를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증상관리전략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222...제제제언언언

1)추후연구에서는 만성폐질환자의 수면과 인지와 관련되는 사회심리 및 환경
적 요소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고,수면장애와 인지기능 장애 집단을
대상으로 수면을 유도하는 중재프로그램 및 그 효과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2)만성폐질환자 대부분의 환자가 노인임을 감안하여,강력하게 연령과 교육정

도,성별을 통제할 수 있는 인지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을 제언한다.
3)인지기능의 각 세부항목을 정확하고 정밀하게 측정 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반복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4)임상에서 만성폐질환자의 수면장애를 증상과 관련하여 사정 할 수 있는

사정도구 개발을 제언한다.
5)지속적인 자가 관리가 필요한 만성폐질환자들을 위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인지기능을 훈련할 수 있는 독자적이고 개별화된 간호중재의 개발을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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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호흡기 질환 외에 겪고 있는 신체적 질환이 있습니까?:유( ),무 ( )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요?:( )



- 59 -

대대대상상상자자자 CCChhheeeccckkkllliiisssttt

1.진단 명
기관지 천식( ),만성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

2.기관지 확장제 사용
사용 무( )
사용 유( )
종류 :

3.산소 사용
사용 무( )
사용 유( )
용량 :

4.폐기능 검사
실시(검사일 : 년 월 일)

Baseline
예측치 L 측청치 L %

FVC
FEV1

FEV1/F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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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호흡흡흡기기기증증증상상상 관관관련련련 설설설문문문지지지

귀하께서 다음과 같은 증상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는지 해당란에 “∨”표
해주십시오.

전혀
경험지
않음 (1)

거의
경험
하지
않음
(2)

때때로
경험함
(3)

자주
경험함
(4)

항상
경험함
(5)

1.음식이 싫다.
2.무감각하다.
3.공기를 충분히 들어 마실 수 없다는
불안이 있다.
4.화가 난다.
5.고단하다.
6.냄새가 다르게 느껴진다.
7.약하다.
8.다리가 아프다.
9.무기력하게 느낀다.
10.죽고 싶다.
11.기진맥진 하다.
12.공포에 차 있다.
13.가슴이 꽉 차있다는 느낌이 든다.
14.기침을 한다.
15.다른 사람과 함께 즐길 수가 없다.
16.식욕이 없다.
17.피곤하다.
18.기운이 없다.
19.공기가 모자라는 것처럼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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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겁나다.
21.성생활에 관심이 없다.
22.팔,다리가 저린다.
23.불구가 된 느낌이 든다.
24.목이 부어있는 것같이 느낀다.
25.숨쉬기가 어렵다.
26.폐에 물이 찬 것 같다.
27.성미가 날카로와 진다.
28.얕은 숨을 쉰다.
29.쉽게 당황한다.
30.불안을 느낀다.
31.성급한 성질을 보인다.
32.숨이 가쁘다.
33.쓸모없는 병자같이 느낀다.
34.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35.가쁜 숨을 쉰다.
36.가슴이 답답하고 조이는 느낌이 든다.
37.안절부절 한다.
38.예민해진다.
39.공포에 사로잡힌다.
40.초조해진다.
41.무시당한 느낌이 든다.
42.숨쉴 때 쉬쉬 소리가 난다.
43.죄책감을 느낀다.
44.고독하다.
45.따끔따끔 지르는 듯한 느낌이 있다.
46.경련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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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인지지지기기기능능능 측측측정정정 (((KKK---MMMMMMSSSEEE)))

지남력(시간)

1.오늘은 ( )년 ()월 ()일 ( )요일 ( )계절입니다./5점

지남력(장소)-5점

2.당신의 주소는 ()시(도)()구 ()동
()번지 혹은 ()아파트()동()호 /4점

3.여기가 어디 입니까?(병원,공원,보건소,교회,마당 등) /1점

주의 집중 및 계산-5점 ★무학 +1점

4.100-7= -7 -7 -7 -7 -7
(계산을 못할 경우 :“삼천리 강산”을 거꾸로 말한다.)
Numberoferror:0,1,2,3,4,5 기록/5점

기억등록-3점

5.물건이름 3가지(예:나무,자동차,모자/사과,책상,동전)를 1초씩 간격을
두고 1번씩 말해 준 다음,무엇이었는지 물어본다.
(정확히 대답한 답 1개에 1점씩 주세요)
기억회상-3점



- 63 -

6.3가지 물건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물어본 뒤 물건을 3분에서 5분 뒤에 회
상시킨다.바르게 대답한 것에 1점씩 준다.

이해 및 판단-2점

7.“옷은 왜 빨아서 입습니까?” /1점

8.“길에서 남의 주민등록증을 주웠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되돌려 줄
수 있습니까?” /1점

언어기능-7점 ★무학 +1점

9.물건 이름 맞추기(연필,시계) /2점

10.따라할 수 있도록 한다.(“간장 공장 공장장”) /1점

11.3단계의 명령을 지시한다. /3점
“오른손으로 종이를 집어,반으로 접어서,바닥에 내려놓으세요.”
(종이 한 장을 피검자에게 주고 정확한 발음으로 한번만 명령하시오)

12.도형복사:5각형 두 개를 겹쳐 그리기 /1점
(10개각이 분명하고 겹친 부분이 4각형으로 2개 5각형이 겹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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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iiittttttsssbbbuuurrrggghhhSSSllleeeeeepppQQQuuuaaallliiitttyyyIIInnndddeeexxx(((PPPSSSIIIQQQ)))
다음 질문은 지난 달 귀하의 수면 습관에 대한 사항입니다.해당되는 질문
에 답해 주십시오.
1.보통 몇 시에 주무십니까? ( )
2.잠드는 데 몇 분 정도 걸립니까?( )
3.보통 아침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
4.하루 몇 시간 정도 주무십니까?( )
(실제 수면시간으로 잠드는데 걸린 시간은 제외됨)

5.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면을 취하기 어려웠다면,그에 해당
하는 곳에 표시해주십시오

전혀없
었다
(0)

일주일
에 1회
미만
(1)

일주일
에
1-2번
(2)

일주일에
3번이상
(3)

1)30분 내로 잠들 수가 없다.
2)밤 중간이나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깬다.
3)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에서 깬다.
4)편안하게 숨을 쉴 수가 없다.
5)크게 기침을 하거나 코를 곤다.
6)너무나 춥게 느껴진다.
7)너무나 덥게 느껴진다.
8)악몽을 꾼다.
9)통증이 있다.
10)또 다른 이유가 있으면,그 내용을 서술해주
십시오 :
6.지난달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 수면제 복용을
한 적은 있었습니까?
7.운전,식사,사회 활동 중 얼마나 졸립니까?
8.어떠한 일에 계속해서 열중하는 데 얼마나 많
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주
좋다(0)

대체로
좋다(1)

나쁜
편

이다(2)

매우
나쁜 편
이다(3)

9.전반적으로 귀하의 수면의 질에 대해서 어떻
게 생각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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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222>>>

만만만성성성폐폐폐질질질환환환자자자의의의 호호호흡흡흡기기기증증증상상상 경경경험험험정정정도도도의의의 각각각 증증증상상상별별별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분분분석석석

**<.01

구분 X1 X2 X3 X4 X5 X6 X7 X8 X9
호흡
곤란
(X1)

1.000.673.000**
0.781
.000**

0.572
.000**

0.827
.000**

0.702
.000**

0.619
.000**

0.763
.000**

0.808
.000**

피로감
(X2)

1.00 0.563
.000**

0.523
.000**

0.725
.000**

0.656
.000**

0.649
.000**

0.696
.000**

0.634
.000**

울혈
(X3)

1.00 0.523
.000**

0.755
.000**

0.657
.000**

0.542
.000**

0.713
.000**

0.715
.000**

말초감각
장애
(X4)

1.00 0.549
.006*

0.557
.000**

0.437
.000*

0.518
.000*

0.602
.000**

불안정감
(X5) 1.00 0.798

.000**
0.602
.000**

0.771
.000**

0.770
.000**

불안감
(X6)

1.00 0.529
.000*

0.664
.000**

0.662
.000**

무관심
(X7) 1.00 0.674

.000**
0.581
.000**

무력/
절망감
(X8)

1.00 0.773
.000**

소외감
(X9) 1.00

N=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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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333>>>

만만만성성성폐폐폐질질질환환환자자자의의의 호호호흡흡흡기기기증증증상상상 경경경험험험정정정도도도와와와 수수수면면면양양양상상상과과과 인인인지지지기기기능능능과과과의의의 관관관련련련성성성

*p<.05 **<.01

구분
수면양상(M±SD) 인지기능
good
(14)

poor
(71) t p-value r p-value

호흡곤란 2.1±0.76 3.1±0.79 -4.33 .000** -.340 .001**
피로감 2.4±0.72 3.2±0.82 -3.65 .000** -.211 .026*
울혈 1.9±0.52 2.7±0.63 -4.47 .000** -.310 .004**
말초감각
장애 1.7±0.48 2.4±0.63 -3.95 .000** -.275 .011*

불안정감 1.8±0.80 2.8±0.80 -4.59 .000** -.300 .005**
불안감 1.8±0.73 2.5±0.67 -3.60 .001** -.262 .015*
무관심 1.5±0.48 2.6±0.78 -6.78 .000** -.464 .000**
무력/절망감 1.7±0.69 3.0±0.78 -5.78 .000** -.441 .000**
소외감 1.6±0.63 2.7±0.86 -4.42 .000** .282 .009**

N=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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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444>>>

만만만성성성폐폐폐질질질환환환자자자의의의 PPPOOO222,,,PPPCCCOOO222,,,SSSPPPOOO222와와와 인인인지지지기기기능능능과과과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분분분석석석

*p<.05 **<.01

구분 인지기능 SPO2 PO2 PCO2

인지기능 1.00 .422

.004**

.298

.045*

-.259

.082

SPO2
1.00 .602

.000**

-.530

.000**

PO2 1.00 -.005

.448

PCO2 1.00

N=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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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SSSllleeeeeeppppppaaatttttteeerrrnnnaaannndddCCCooogggnnniiitttiiivvveeefffuuunnnccctttiiiooonnniiinnnpppeeeooopppllleeewwwiiittthhh
CCChhhrrrooonnniiicccRRReeessspppiiirrraaatttooorrryyyDDDiiissseeeaaassseee

Lee,EunSil
DepartmentofNurs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Frequently patients with chronic respiratory disease have lowered
arterialoxygen saturation in daytime.During sleep,theseareaptto
experience additionalhypoxemia.Hypoxemia during sleep may also
adverselyaffectsdaytimecognitionandfunction.
Thisdescriptive-correlationalstudywastoinvestigatetherelationship

betweenthesleeppatternandcognitivefunction,inpeoplewithchronic
respiratorydisease,toprovidethenursinginterventionforthesleep,toprovide
thedataforhealthpromotion.85patientswithchroniclungdiseasewhovisited
thepulmonaryoutpatientandinpatientdepartmentofuniversityhospitalsin
Gyeongiprovincewereparticipatedinthisstudy.Thetermofcollectingdata
wasfrom16thOctoberto17thinDecemberin2006.Thetoolsusedforthis
studywerethePittsburghSleepQualityIndex(PSIQ),Mini-MentalState
Examination(MMSE-K) and Bronchitis-Emphysema Symptom Check
list(BESC).Statisticalmethodsemployedweremean,standarddeviation,
chi-squaretest,t-test,ANOVA,andPearson's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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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sultsofthisstudyareasfollows.
1.82.5% ofallparticipantshavepoorsleeper.
Averagefiguresofsleeppattern areaaresleepduration(2.1),sleep

latency(1.8),sleepdisturbance(1.7).
2.Therewassignificantcorrelation between sleep pattern and the

degreeofphysical(t=-4.97),psychologicalsymptoms(t=-5.72).
3.Incaseofhospitalization,thereweresignificantcorrelationinsubjective

sleepquality(t=3.85),sleeplatency(t=3.58),sleepduration(t=2.56),habitualsleep
efficiency(t=3.37),sleepdisturbances(t=2.55).
4.CognitivefunctionoftheParticipantsarelessthan19wasdementia18(21.

2%),between20and23wassuspiciousdementia14(16.5%),morethan24
wasnormal53(62.3%).
5.Therewasasignificantnegativecorrelationbetweencognitivefunction

andthedegreeof physical(r=-.338),psychologicalsymptoms(r=-.407).
6.There was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sleep pattern and

cognitive function(t=2.06,P=.042).Subjective sleep quality was most
significantlycorrelatedwithcognitivefunction(r=-.382).
Inthisstudy,amongthevariousfactors,admittedpatients,psychological

symptomswereidentifiedascorrelatesofoverallsleeppatternandcognitive
functioninpeoplewithchroniclungdisease.
Thefindingsofthisstudysuggesttheneedtodevelopspecificnursing
educationprogram andnursinginterventiontomanageefficientlythesleep
patternandcognitivefunction.Incasehospitalize,carefulassessmentand
interventionofphysical andpsychologicalproblem isneeded.

Keywords:chronicrespiratorydisease,sleeppattern,cognitive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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