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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수수수면면면교교교육육육이이이 입입입원원원노노노인인인환환환자자자의의의 수수수면면면 개개개선선선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본 연구는 수면교육을 통해 입원노인환자의 수면의 질과 수면의 양을 증진시키기
위한 유사실험연구로서 비동등성 전후 설계이다.

연구기간은 2007년 10월 20일부터 12월 5일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1개의 대학병원
에 입원한 65세 이상의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실험군 20명,대조군 20명을 편의 추
출하였다.실험의 확산을 막기 위해 2007년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대조군
에 대한 자료수집을 먼저 시행한 후 2007년 11월 11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험군
에 자료수집 및 실험처치을 실행하였다.

연구도구는 대상자의 수면의 질은 오진주,송미순,김신미(1999)가 개발한 수면측
정도구를 이용하여 입원당일과 입원 3일째 날에 설문조사하였다.수면의 양은 야
간수면시간,야간수면붕괴횟수,낮잠시간을 입원당일과 입원 3일째 되는 날에 설문
조사하였다.

실험군에게 행한 실험처치는 입원노인환자를 위한 수면교육으로 개발된 수면교육
자료를 이용하여 입원당일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개별교육을 10분간 제공하였
다.또한 부가적인 자료로 안대,수면을 위한 음악이 녹음된 mp3재생장치,귀마
개를 준비하여 제공하였으며 환자가 필요시에만 사용하도록 설명하고 시범을 보
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12.0을 이용하여 실험군과 대조군 집단간의 동질성 검사는
Chi-squaretest와 t-test를 이용하였고,실험군과 대조군의 수면교육으로 인한 수
면의 질과 양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가설검증은 pairedt-test,t-test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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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또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alpha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인구사회학적,질병적,환경적인 특성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고,수면의 질과 수면의 양에서도 실험 처치전 두 그룹은 동질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2.제 1가설인 “수면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수면
의 질이 높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는 실험처치 전후 수면의 질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아 가설 1은 기각되었다(t=-1.249,
p=0.294).

3.제 2가설은 “수면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수면
의 양이 많을 것이다.”를 부가설을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부가설 2-1인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야간수면시간이 많을 것이다.”는 실험
처치 전후 야간수면시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아 부가설 2-1은 기각되었다(t=-0.040,p=0.750).

2)부가설 2-2인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야간수면붕괴횟수가 적을 것이다.”는
실험처치 전후 야간수면붕괴횟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상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아 부가설 2-2는 기각되었다(t=0.386,p=0.072).

3)부가설 2-3인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낮잠시간이 적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
과는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낮잠시간이 유의하게 적어서 부가설 2-3은 채택되었다
(t=0.563,p=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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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수면교육이 수면 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상 유의하지는 않지만 수
면의 질과 양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수면교육은 수면을 돕기 위한 기본적
인 수면중재이며 새로운 자극이나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노인의 특성을 고
려할 때 수면 개선을 위한 중재는 새로운 것을 실행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일반
적인 수면교육을 통하여 기존에 알고 있는 수면에 대한 바른 인식을 다시 강화시
켜주는 수면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핵심 되는 말 :노인,수면,수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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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수면은 자연발생적 현상으로서 건강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며 개인의 안녕과 삶
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Jenson& Herr,1993).또한 적절한 수면은 인체의 회복을
돕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며 건강 뿐 아니라 사회생활과 행동적 기능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김경덕,1999).반면 불면증으로 인한 불충분한 수면은 낮 시간의 피곤을
초래함으로써 낮의 활동을 방해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노인은 노화와 더불어 신체적,생리적 기능이 저하되고 경제적,사회적 활동력 감
소로 인해 생체리듬의 부조화를 가져와 중추 신경계 퇴행,감각 장애 및 수면양상
의 변화를 겪고 있다(최영희,2000).노인은 다른 연령층 보다 노화에 따른 수면양
상의 변화로 수면의 질이 낮고,수면시간이 짧으며,수면의 효율성도 낮아 수면장
애가 더 많다(박현숙,김경덕,김경혜,정복례,2000).
특히 입원노인 환자의 경우는 입원이라는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익숙하지 못한 환
경이나 일상습관의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되고 이러한 변화에 대처할 능력의 감소
로 인해 입원 자체가 수면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신미,오진주,송미
순,1997).이소우(1986)는 노인환자에게 입원으로 인한 수면장애의 진단이 가능하
다고 보았고 실제로 입원시 입원과 관련된 조사에서 환자의 절반이 야간수면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였다(Southwell,1995).이러한 입원노인의 수면장애
는 만성적인 피로감,낙상,인지기능저하,운동실조 및 각종사고를 일으켜 삶의 질
에 영향을 주며,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도 유발할 수 있다(Ford,
Kamerow,1989).
입원 노인 환자의 수면장애 요인은 야뇨증,가려움증,오심과 구토 등의 신체적
요인과 소음,병실온도 등의 환경적 요인,그리고 불안과 우울 등의 심리적 요인
등으로 볼 수 있다(백윤아,2000).특히 환경적 요인은 심리적,신체적 요인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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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입원이라는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환자의 신체적,정서적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시되어야 한다(손영희,1994).
적절한 수면을 위한 간호행위는 나이팅게일 시대부터 간호의 중요 요소로 간주되
어 왔다.간호사들은 업무의 성격상 환자의 수면상태를 평가하기에 가장 좋은 위
치에 있으며,수면증진을 위한 중재를 적용하기에도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그러
므로 간호사는 정상적인 수면 및 수면장애의 요인을 인식하고 필요한 간호중재를
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적절한 수면 중재 방법을 개발해야 할 책임이 있다.
입원시 수면을 위한 중재를 통해 환자는 휴식과 안정의 기회를 제공받고 충분한
수면으로 개인의 에너지와 안녕상태의 감각을 회복시켜 전체적인 회복과 재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손연정,2000).
현재까지 수면중재연구로 행동요법(Edingeretal,2001),일주기리듬 교정법(김신
미,1999),점진적 근육이완법과 명상(이미정,2005),발반사 마사지(장혜림,2003),
향요법(Cooksley,2001;이윤정,2003)등이 행해져 왔으며 실제 임상에서 입원노
인환자를 위한 간호중재로 적용하기에는 경제적이고 시간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또한 노인환자의 특성상 새로운 것을 접하고 적응하기 힘들어 실제 임상에
서 중재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수면교육은 수면을 돕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수면 중재로 입원노인환자에
게 있어 새로운 자극에 노출시키는 중재가 아니라 기존에 알고 있는 수면에 대한
바른 인식을 다시 강화시켜주는 기능으로 수면교육을 입원노인환자의 특성상 수
면장애의 중재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원노인환자의 수면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입원노인
환자에 적합한 수면교육을 적용하여 간호중재의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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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가가가설설설

본 연구는 수면교육을 적용하여 입원노인의 수면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
자 시도하였으며 가설은 다음과 같았다.

가설 1:
“수면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수면의 질이 높을
것이다.”

가설 2:
“수면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수면의 양이 많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가설을 설정하였다.

부가설 2-1:“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야간수면시간이 많을 것이다.”

부가설 2-2:“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야간수면붕괴횟수가 적을 것이다.”

부가설 2-3:“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낮잠시간이 적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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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수면

수면은 신체 회복과 항상성 유지에 중요하며 정상적인 에너지 보존에 필수적인
요소로(Kaplan& Sadock.1991),자극에 대한 인식과 반응의 감소가 특징으로 자
연발생적으로 의식이 변화된 상태(홍근표,정현숙,강현숙,오세영,임난영.1995)라
고 정의된다.수면은 양과 질로 나누며 수면의 양은 수면에 소요된 양적 측면이며
수면의 질은 수면의 깊이 및 수면에 대한 만족정도를 의미한다.(Pilcheretal,
1997)
본 연구에서는 수면의 양은 야간수면시간,야간수면붕괴횟수,낮잠시간으로 측정
하며,수면의 질은 Snyder-Halpern& Verran(1987)이 개발한 도구를 오진주,송
미순,김신미(1998)가 한국형 수면 척도로 수정 보완한 15문항의 척도로 측정한
점수이다.

2)수면교육

수면을 증진시키기 위해 어떤 습관이나 환경적인 요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수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소음,빛,온도,배고픔,낮잠,수
면일정,태도 등과 같은 마음의 준비와 행동방식을 알려주는 교육적 지침을 말한
다(Friedman,2000).
본 연구에서는 수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소음,빛,배고픔,낮잠,수
면일정,태도,카페인 섭취,흡연,이완요법에 관한 내용을 입원 당일 저녁에 수면
교육 자료를 주고 개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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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111...입입입원원원노노노인인인환환환자자자의의의 수수수면면면

수면은 자극에 대한 인식과 반응의 감소가 특징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의식이 변
화된 상태로(홍근표 외,1995)신체 회복과 항상성 유지에 중요하며 정상적인 에
너지 보존에 필수적인 요소이다(Kaplan& Sadock.1991).수면은 양과 질로 나누
며 수면의 양은 수면에 소요된 양적 측면이며 수면의 질은 수면의 깊이 및 수면
에 대한 만족정도를 의미한다(Pilcheretal,1997).적당한 수면은 심신의 안녕과
평형유지에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써 충분한 양과 질의 수면은 개인의 안녕과 삶
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경덕,1999).
인간은 출생하여 죽음에 이르는 과정의 전반적인 변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
숙단계이후에 명백히 나타나기 시작하여 죽음으로 향하는 점진적인 변화를 거친
다(김기분 외,1999).노인의 노화현상의 하나로 신체 모든 기능과 구조가 감소되
고 위축되는 신체적 퇴행성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신체약화와 더불어 정신적인
변화도 나타나며 소극적인 태도와 위축으로 인한 무능력한 정신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또한 노인은 젊은이 위주의 역동적인 사회 속에서 제외되고 분리되는 소외
감이나 분리감 같은 단절감과 이로 인한 대인관계 속에서의 고립감 등을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 느끼게 된다.노인은 노화과정에 따라 신체적,사회적,정신적,심
리적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 그 변화 중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 수면장애이다.
고령이 되면서 수면양상에 변화가 오고 수면과 관련된 각종 문제들이 생겨난다.
노인의 총 수면시간과 수면효율성은 감소되고 깊은 수면이 줄고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은 많지만 실제로 총 수면시간은 감소한다(Kamel& Gammack,2006).
Bachman(1992)과 Kevin등(1988)은 노인이 되면 잠들기가 어렵게 되고 밤에 수면
을 취하는 동안 자주 깨게 되며 깬 후 다시 잠들기가 어렵고 새벽에 조기 기상하
게 되는 등의 여러 가지 형태의 수면장애가 나타난다고 보고한다.또한 수면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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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에 대한 야간에 침대에서 실제로 잠을 자는 비율인데 이
러한 수면효율성은 노인에서 70-80%로 감소하며 NREM1단계의 수면이 8-1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Kryger,Roth& Dement,1994),2단계의 양은 거의 변
화가 없으나 3단계와 4단계의 수면은 50% 이상 또는 그 이상이 감소하여 REM
수면비율도 저하된다(Bahr,1983).
홍진표 등(2000)은 65세 이상의 도시거주 노인 723명을 대상으로 한 수면습관에
관한 연구에서 노인들의 평균적인 수면습관은 평균 10시 16분경에 잠들고 오전 5
시 22분경에 깨어나서 총 수면시간은 약 7시간 6분이며,낮잠 자는 시간은 평균
20분,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34분,수면 중 평균 2.1회 깨어나며 전체 응답자
의 약 26.5%에서 불면증상이 있다고 보고 하였다.
특히 입원은 주요 환경의 변화로 노인환자는 익숙하지 못한 환경이나 일상습관의
변화에 영향을 받기 쉬울 뿐 아니라 이러한 변화에 대처 할 능력이 감소되어 있으
므로 입원 그 자체는 수면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한다.(김신미 외,1997)
정승희(2000)는 입원으로 인한 수면양상의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환자는 노인집
단이 76.9%로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입원으로 인한 수면양상의 변화를 겪는 것으
로 나타났다.56.9%가 저녁 9-11시 사이에 수면을 시작하여 새벽 4-6시 사이에
수면을 종료하므로 총 수면시간은 약 7시간 정도였으나 야간수면도중 91.5%가 1
회 이상 깬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영 외(1999)의 연구에서는 입원 전후 노인환자
의 수면양상을 분석한 결과 입원 전에 비해 잠들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깨고
나서 침상에 머문 시간이 지연되었으며,수면양도 입원전보다 36분 감소함으로써
입원 전 보다 충분한 야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입원기간
이 4일정도 지났을 때 환경에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입원노인과 입원하지 않
은 노인의 수면형태를 검증한 Pacini와 Fitzpatrick(1982)의 연구에서 입원한 노인
들이 밤에 더 적은 시간의 수면을 취하고 낮 시간에 수면을 취하는 시간이 많고
일찍 잠자리에 들고 더 일찍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입원과 관련된 수면의 양과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환경적 요인,신체적
요인,심리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환경적 요인으로 온도,습도,채광,조
명,음향,소음,냄새,미적요소들은 환자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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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고(김순자 외,1991),특히 야간의 소음은 수면 방해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
적되고 있다.(Southwell,1995).소음 외에도 부적절한 실내온도(Webster &
Thompson,1986),불결한 공기,조명등도 수면을 방해하는 환경적 요소로 나타났
다(Floyd,1993).병원침대는 일상에서 사용하던 것과 높이,길이,넓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안위를 방해할 수 있으며 또한 일상에서 사용하던 시트나 담
요의 무게와 촉감이 다르고 병원침대의 매트리스가 집에서 사용하던 것과 다른
탄력 상태이므로 불편감을 느낄 수 있다(Webster& Thompson,1986).
신체적 요인으로 여러 신체 질환들은 수면주기 동안 악화되기도 하고 또한 수면
을 저해하기도 한다.특히 만성폐쇄성 질환이나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은 밤에
자주 깨게 되고(Coiling,1983)갑상선 기능 항진증,파킨슨씨병도 수면 중 각성횟
수가 증가하며 위궤양에 의한 통증도 수면을 저해한다(Closs,1988).일반적으로
통증 혹은 불편감은 수면과 가장 유의한 관련을 보이며 특히 노인에서 뚜렷하다
(Floyd,1993).김신미 등(1997)의 연구에서 수면방해요인으로 신체적 요인을 지적
한 비율은 일반성인 17.2%,노인대상자 28.2%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노인층의 신
체적 호소가 더 많았다.
심리적 요인으로 불안,우울,정신질환,스트레스,인지기능장애가 수면 장애와 관
련이 있다(Closs,1988).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평형상태가 깨지는데
이를 회복하려는 자동조절기능에 의해 활발한 적응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여러 가
지 건강문제가 생기거나 생체리듬이 깨지며 가장 흔한 증상은 수면장애이다
(Berlin,1984).또한 불안이 있으면 잠들기까지 시간이 연장되고 자주 깨고 다시
잠드는데 어려움이 있고 우울은 잠들기 어려움,일찍 일어남,얕은 수면,잦은 각
성등과 관련이 있다(Closs,1988).수술이나 입원,복잡한 검사 시행 전과 같은 위
기감을 느끼는 상태에서 수면량이 평소처럼 유지될 수 없다.(김금순,강지연,
1994).김미영 등(1999)의 수면연구에서 수면방해요인 중 심리,정서적 요인은 대
상자의 81.2%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검사결과 및 병의 진행에 대한 불안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문헌을 고찰한 결과 입원 노인 환자의 수면 개선을 위한 간호 중재에 신
체적인 안위,심리적 지지,환경적인 관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8 -

222...수수수면면면중중중재재재연연연구구구

입원노인의 수면장애는 적극적인 중재가 요구되는 간호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임
상현장에서는 대부분 수면제에 의존하고 있어 낮 시간대의 기면이나 혼돈 등의
문제와 함께 습관적인 약물 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Lerner,1982).수면제 남용은
약물의 의존성을 생기게 하여 수면제 없이 잠을 들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며
노인환자의 경우 약물축척과 더불어 신체적인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그러므로 약물치료 이전에 비약물적인 중재들을 이용하여 노인환자에게 적
합한 간호를 수행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간호사가 업무상 수면에 대한 평
가와 중재를 수행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비약물적인 수면 중재연구로 현재까지 마사지,향요법,점진적 근육이완법,이압
요법 등이 연구되어져 왔다.
발마사지는 복부수술환자에게 수술 2일전과 1일전에 2회 시행 후 실험군에서 수
술전 불안감소와 수면만족도에 높이는데 효과가 있었고(김금란,2003),발반사 마
사지는 개복술 환자의 통증과 불안을 감소시키고 수면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
었다(장미영,2002).장혜림(2003)의 연구에서는 노인정의 여성노인에게 일주일동
안 3회의 발반사 마사지가 노인의 수면증진과 피로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고 보고하였다.
향요법은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중년기 여성에게 7일 동안 라벤다향을 흡입시킨
결과 주관적인 수면증진에 효과가 있었고(이경희,2000),이인숙 등 (2005)의 연구
에서도 60% 라벤더 오일과 100% 라벤더 오일을 이용한 향요법은 여대생이 잠자
는데 소요되는 시간,불면증의 정도,수면에 대한 자기 만족도를 증가시키는데 모
두 효과적인 간호중재로 확인되었다.입원노인환자의 경우 이윤정(2003)의 연구에
서는 60% 라벤더와 100% 라벤더를 1주일 동안 흡입시킨 결과 60% 라벤더를 흡
입한 군에서 수면이 증진되었다고 보고하였다.김이순(2007)의 연구에서는 라벤더
와 버가못을 각각 6방울을 호호바 오일 20cc에 희석하여 만들어낸 향요법 손마사
지를 2주간 6회 실시한 후 입원노인환자의 우울이 감소하고 수면이 증진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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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였고 시설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정란(2005)의 연구에서는 라벤더 발반사 마
사지가 수면증진과 우울감소에 효과가 있슴을 보고하였다.
이완훈련은 만성근육과 통증을 조절함으로써 암환자의 수면장애등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고(Rain& Deck,2004)수면 중 깨는 횟수가 유의하게 감소하
였다(Woolfolk& Mcnulty,1983).이미정(2001)은 불면증을 호소하는 정신과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점진적 근육이완법과 명상을 시행한 결과 수면을 증진시키는 효
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한방 간호 중재로 이압 요법은 혈액투석환자의 불면증완화와 수면증진에 도움이
되며 수면의 만족도를 높였고(이연희,2005),노인의 수면에 대한 자가 만족도를
높여주는 효과를 보였다(석소현 외,2000).
이러한 수면을 위한 중재연구들이 보고 되었으나 아직 수면교육을 이용한 입원노
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논문을 찾아볼 수 없었다.이미정(2006)은 불면을
호소하는 정신과 입원 환자에게 제공한 이완요법의 수면에 대한 효과에 관한 연
구에서 수면위생교육이 대조군에게 사용되어졌고 수면위생교육의 단독적인 효과
를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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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수수수면면면증증증진진진방방방안안안

국제 수면질환 분류(InternationalClassificationofSleepDisorder,1991:ICSD)에
서는 수면습관의 결과로부터 오는 불면증상에 “부적절한 수면위생”이라는 진단적
범주를 도입하고 ICSD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여기서 ‘수면위생’이란 불면증
을 개선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 PeterHauri(1977)에 의해 처음 사용된 용어로 이
지침서에 있는 규칙들의 일부는 수면에 영향을 주는 알코올과 카페인의 영향을
고려한 과학적인 연구로부터 나왔고 또 다른 일부는 Dr,Hauri의 임상관찰을 통해
구상한 것이다.이렇듯 비약물적인 치료방법으로 치료와 예방적 차원에서 양호한
수면을 촉진시킬 수 있는 습관과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임상의 경
우 불면을 호소하며 정신과에 입원하는 대상자에게 수면위생이 일반적으로 적용
되는 인지 행동적 치료지침으로 사용된 지 오래이다(Stepanski& Wyatt,2003).
수면위생지침은 1977년 PeterHauri에 의해 처음 마련되었고 Friedman(2000)에 이
르기까지 수차례 개정되면서 현재는 대중들에게 보편적으로 활용되기에 이르렀다.
수면위생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①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각에 기상하도록 하며 기상 시까지 시계를 보지 않는다.
② 낮 시간 침대이용 및 낮잠을 자지 않는다.

③ 밤에도 졸릴 때만 눕지 않는다.

④ 매일 오전 적절한 양의 운동을 한다.

⑤ 정오 이후로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⑥ 적당히 먹고 야간에 허기가 지지 않도록 하며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⑦ 적절한 온도와 소음을 차단한다.

니일 네들리(NeilNedley)는 그의 저서인 <첨단 과학으로 입증된 웰빙 생활 습
관>에서 적절한 수면이 부족할 경우 우울증이 생길 수 있는 비율이 정상적인 수
면을 취하는 사람보다 40배나 높다고 말하였고 7가지 수면비결을 제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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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칙적으로 운동하되 잠들기 전에는 피한다.

② 햇빛이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한다
③ 수면 방해 요인(담배,술,카페인,약물)을 피한다.
④ 저녁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가볍게 먹는다.
⑤ 감사할 부분을 헤아려 본다.
⑥ 하루를 의미 있고 유익한 활동으로 채운다.
⑦ 편안한 잠자리 환경을 조성한다.

대한수면의학회(2003)에서는 건강한 수면습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낮잠은 피한다.
② 규칙적인 수면습관을 갖는다.
③ 누워있는 시간을 야간에 잠자리에 드는 시간으로 제한한다.
④ 초저녁의 과도한 운동은 흥분을 일으켜 수면에 방해가 되어 피한다.
⑤ 야간에 과식을 하는 것은 수면에 방해가 되어 피한다.
⑥ 카페인이 든 음료,술,담배는 수면에 도움을 주지 않아 피한다.
⑦ 잠들기 전에 따뜻한 목욕을 하면 잠드는데 도움이 된다.
⑧ 침심을 잠들기 편한 조용하고 어두운 분위기로 만든다.
⑨ 침실에 시계를 두고 자다가 깨었을 때 시간을 확인하는 것은 수면에 도움을
주지 않아 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에서는 수면 개선을 위한 지침으로 4가지영
역의 내용을 제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항상 기전 유도를 통한 수면압력을 높을 높인다.
① 낮잠을 자지 않는다.
② 잠자리에 오래 누워있지 않는다.
③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④ 잠자기 2시간 이내에 30분 동안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한다.
⑤ 잠자기 전에 뜨거운 음료(예,우유)를 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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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생활리듬을 유지한다.

   ①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든다.
②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
③ 자다가 깨었을 때 밝은 전등을 켜지 않는다.
④ 잠자리에서 일어난 지 30분 이내에 30분간 햇빛 또는 밝은 빛을 쬔다.

3)수면에 방해가 되는 약물은 피한다.

   ① 저녁 7시 이후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② 잠자기 전 카페인이 든 음료나 약물을 금한다.
③ 저녁에 과음을 하지 않는다.
④ 경우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한다.

4)잠자리에서의 각성
① 오후 6시 이후에 격렬한 운동을 피한다.
② 배고픈 상태로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
③ 불끄기 전 가벼운 일상적인 행동을 한다.
(예,지나치게 몰두하지 않는 독서)

④ 잠자기 전에 이완을 하고 긴장을 풀어준다.
⑤ 잠자리에서 잘 잘 수 있을까를 걱정하지 않는다.
⑥ 잠자리에서는 낮 동안의 스트레스를 걱정하지 않는다.
⑦ 자다가 깨었을 때 간단한 자기 최면을 사용한다.
⑧ 자다가 깨었을 때 시간을 확인하지 않는다.
⑨ 친숙하지 않는 잠자리(예,자신의 침대 이외의 잠자리,출장 등)를 피한다.
⑩ 동침자의 잠버릇(예,코골이,발차기)을 피한다.

한의학적 수면 지침(2004)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① 머리는 약간 차게 발을 중심으로 다리는 따뜻하게 한다.
② 잠자기 전에 호흡법과 명상을 한다.
③ 무념무상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수면 직전에는 불필요한 집중을 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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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체질에 맞는 목욕법(온수욕 혹은 냉수욕)을 선택한다.
⑤ 수면에 도움이 되는 약차(산조인차 등)를 자주 마신다.
⑥ 체질에 따라 햇볕이 드는 방향과 잠자리의 배열을 선택한다.
⑦ 낮 또는 일몰 전에 하루 30분 이상 충분한 양기(햇볕 또는 2500룩스 이상
의 특수 광선)를 쐰다.

⑧ 커피 녹차 홍차 초콜릿 코코아 일부 탄산음료와 영양 드링크제 등 카페인
이 함유된 음식은 오전에 부교감신경 긴장형인 태음인과 소양인에게는 오
히려 도움이 된다.

대한수면연구회(2007)에서 건강한 수면을 위한 10계명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①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한다.
② 잠자리에 소음을 없애고,온도와 조명을 안락하게 한다.
③ 낮잠은 피하고 자더라도 15분 이내로 제한한다.
④ 낮에 40분 동안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은 수면에 도움이 된다
⑤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알코올 그리고 니코틴은 피한다.
⑥ 잠자기 전 과도한 식사를 피하고 적당한 수분을 섭취한다.
⑦ 수면제의 일상적 사용을 피한다.
⑧ 과도한 스트레스와 긴장을 피하고 이완하는 것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
⑨ 잠자리는 수면과 부부 생활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⑩ 잠자리에 들어 20분 이내 잠이 오지 않는다면,잠자리에서 일어나 이완
하고 있다가 피곤한 느낌이 들 때 다시 잠자리에 든다.

CochraneCollaboration자료에 의하면 Montgomery& Dennis(2006)의 60세 이
상의 수면중재를 위한 인지행동치료의 효과를 보고자 하는 체계적인 검토에서 나
쁜 수면습관을 증진시키고 수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태도,믿음에 대한 변화를
위한 인지행동치료는 노인의 수면의 질,수면시간,수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보고
를 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수면교육은 수면을 돕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수면중재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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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알 수 있다.또한 수면교육은 노인 환자에게 있어 새로운 자극에 노출시
키는 중재가 아니라 기존의 알고 있는 수면에 대한 바른 인식을 다시 강화시켜주
는 기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원노인환자의 수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입원
노인환자에 적합한 수면교육을 적용하여 간호중재의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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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

수면교육이 입원노인환자의 수면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
서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 유사 실험 설계를 이용하였다.

사전조사 처치 사후조사
실험군 ⃠ X ⃝
대조군 ⃠ ⃝

222...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

2007년 10월 20일부터 12월 5일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1개 대학병원에 입원한 65
세 이상의 노인환자로 실험군 20명,대조군 20명을 편의 추출하였다.표본의 크기
는 Cohen의 공식에 의거하여 집단수가 2,유의수준이 0.05,통계적 검정력이 0.7,
그리고 효과크기가 0.40일 때 요구되는 최소표본의 크기인 20명으로 본 연구에서
는 실험군과 대조군에 각각 20명씩 배치하였다.대조군은 2007년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실험군은 2007년 11월 11일부터 12월 5일까지 표집 하였으며 구체
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65세 이상의 남녀 노인환자
2)지남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자
3)수술이나 질환으로 인한 통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환자
4)암환자의 경우 약물요법이나 방사선 요법을 받지 않는 환자
5)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지 않은 환자
6)재입원한 경우 직전 퇴원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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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1)수면의 질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면의 질 측정도구로는 오진주,송미순,김신미(1998)가 개
발한 수면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이 도구는 수면 양상,수면 평가,수면 결과,수
면 저해 요인의 4개의 요인으로 되어 있고 전체 15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매우 그
렇다'1점에서부터 '전혀 아니다'4점까지로 구성된 Likert형 도구이다.전체 도구
의 점수는 합산하여 수면점수로 환산되는데 15-60점이 가능한 점수 범위이며 점
수가 높을수록 수면이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인
Cronbach'salph = 0.75이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alph=
0.868이었다.

2)수면의 양

본 연구에서는 수면의 양 측정도구로 수면시간을 측정하였다.수면시간은 낮잠시
간,수면시작시간,수면종료시간,수면붕괴횟수로 구분하여 환자에게 질문하여 연
구자가 대신 적었고 야간수면시간은 수면종료시간에서 수면시작시간을 뺀 값으로
측정하였다.

444...실실실험험험처처처치치치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입원노인환자에 적합한 수면교
육을 위해 구조화된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수면치료에 경험이 많은 신경과,정신
과 교수 각 1인의 자문을 통해 수정 보완하였다.수면교육을 만든 후 노인환자를
돌보는 구성원을 참여시켜 입원 당일 저녁 5-7시에 10분정도 개별교육을 실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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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노인환자를 위해 개발된 수면교육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평소 집에서 주무시던 시간에 수면을 취하고 깨시면 됩니다.
만약 주무시던 시간이 너무 늦다면 조금 일찍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2.소음이나 불빛이 없는 상태에서 수면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TV와 전등을 끄시는 것이 좋으며 필요시 귀마개나 안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3.가능하면 집에서 쓰시던 베개와 이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과도한 스트레스와 긴장을 피하고 명상,음악 등의 이완요법은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

5.낮잠은 피하고 주무시더라도 15분 이내로 제한합니다.
6.낮 동안 햇빛을 쬐는 것은 밤에 혈중 멜라토닌의 양을 증가시켜 편안하고 효
율적인 잠을 도와줍니다.낮 시간 동안 병실 안에서 햇빛을 쬐거나 산책하는
것이 좋습니다.

7.이른 저녁시간에 운동과 산책은 수면에 도움을 주지만 격렬한 운동은 피합니
다.

8.저녁식사는 과식하지 않고 가볍게 식사를 하며 배고픈 상태로 잠자리에 들지
않습니다.

9.배가 고플 경우 따뜻한 음료와 군것질로 간단하게 드십시오.
10.잠자기 전 담배나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나 약품은 금합니다.
11.수면 전 2시간 이내에 더운물로 샤워를 하는 것이 수면을 도와줍니다.

555...연연연구구구진진진행행행절절절차차차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 서울시에 소재한 1개 대학병원의 간호부에 연구자의 자료
수집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여 기관의 승낙을 받고 내과와 신경과 진료과장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여 동의를 받았다.연구자가 병동의 수간호사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방법,프로그램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하여 협조를 구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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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입원한 노인환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
한 후 연구에 참여여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2007년 10월 20일부터 12월 5일까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연구를 진행
하였다.실험의 확산을 막기 위해 2007년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대조군의
자료수집을 먼저 시행하였고 이후 2007년 11월 11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험군의
자료수집 및 실험처치를 실행하였다.

1)사전조사
본 연구의 사전조사는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고,참여하기로 동의
한 대조군과 실험군에게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수면의 질과 수면의 양에 관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입원 당일 오후에 실시하였다.

2)실험처치
본 연구의 실험처치는 실험군에게만 시행하였으며 개발된 수면교육 자료를 가지
고 수면교육을 입원당일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개별교육을 10분간 제공하였다.
부가적인 자료로 아로마 향이 첨가된 검은색 수면안대와 폴리우레탄 폼으로 만든
3M 이어 플러스 휴대용 귀마개와 [기분 좋고 편안한 수면]이라는 제목의 음악
CD가 녹음된 mp3재생장치를 준비하여 교육 후 제공하였다.이것은 환자가 필요
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을 설명하고 사용방법을 시범하고 대상자에게 재
시범을 보이게 하였다.

3)사후조사
수면교육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입원 3일째 되는 날 오전이나 오후 시간에 연
구자가 방문하여 수면의 질과 수면의 양에 관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실험군에게만 부가적인 자료에 대한 사용여부를 확인하였다.사용여부를 확인한
결과 안대 40%,음악 15% 사용하였고 귀마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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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연구진행절차

666...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자료분석은 SPSSwin12.0를 이용하여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실험군과 대조군 집단간의 동질성 검사는 Chi-squaretest와 t-test를 이용하
였다.
2)실험군과 대조군의 수면교육으로 인한 수면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가설검증은 pairedt-test,t-test로 분석하였다.
3)실험군과 대조군의 수면교육으로 인한 수면의 양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가설검증은 pairedt-test,t-test로 분석하였다.
4)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alpha로 분석하였다.

구분
사전 조사

(입원당일 저녁)
중재

사후 조사

(입원 3일째)

실험군

일반적 특성

수면의 질 측정

수면의 양 측정

수면교육

수면의 질 측정

수면의 양 측정

부가적인 자료  사용여부 측정

대조군

일반적 특성

수면의 질 측정

수면의 양 측정

수면의 질 측정

수면의 양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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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

111...실실실험험험군군군과과과 대대대조조조군군군의의의 동동동질질질성성성 검검검증증증

연구대상자안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을 인구사회학
적,질병,환경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인구 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연
령,종교,결혼상태,교육수준,경제적 수준을 조사한 결과는 <표2>와 같았다.실
험군과 대조군의 성별을 살펴보면 실험군은 남자 60%,여자 40%였으며 대조군이
남자 40%,여자 60%로,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남자가 더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χ2=1.600,p=0.206).실험군과 대조군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실험군에서는 65-69세,70-74세,75-80세가 30%이며,대조군에서는 65-69세 45%,
70-74세 30%순으로 대조군에서 65-69세가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χ2=1.333,p=0.721).종교에서는 실험군에서는 기독교 60%,천주교 15%,종
교 없슴 15%, 불교 10%이며,대조군에서 기독교 50%,종교 없슴 35%,불교
10%로 대조군에서 종교 없슴이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χ
2=2.782,p=0.427).실험군과 대조군의 결혼상태는 기혼 70%,사별 30%로 같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χ2=0.000,p=1.000).직업유무에서는 실험군에서
직업이 있는 경우가 25%,직업이 없는 경우가 75%이며,대조군에서 직업이 있는
경우가 15%,직업이 없는 경우가 85%로 실험군에서 직업이 있는 경우가 많았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χ2=0.625,p=0.429).교육수준은 실험군은 대
졸이상 30%,초졸 25% 순으로 많았고,대조군이 대졸이상 40%,중졸 15% 순으로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χ2=1.952,p=0.745).경제수준은 실험군
은 경제수준 상 50%,중 40%,대조군이 경제수준 상 60%,중 35%로 대조군에서
경제수준 정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χ2=0.432,p=0.806).
이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두 집단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질병 및 환경적 요인에 대한 동질성 검증결과는 <표3>과 같
았다.진료과는 실험군에서는 소화기내과 40%,내분비내과 30% 순으로 많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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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에서 소화기내과 50%,신장내과 20% 순으로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χ2=9.222,p=0.161).질병명은 실험군에서 당뇨 35%,기타 25%,간
염 및 간질환 15%,위궤양 10%,장염 및 장폐색,암,고혈압 및 뇌경색 5%였으며,
대조군에서 간염 및 간질환 20%,신부전,고혈압 및 뇌경색,기타 15%,위궤양,
당뇨,장염 및 장폐색 10%,암이 5%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χ
2=7.754,p=0.355).
환경적 요인으로 병실분류 조사하였는데,실험군에서는 1인실 60%,2인실 20%,4
인실 20%였으며,대조군에서는 1인실 55%,2인실 25%,4인실 20%였으며 실험군
에서 1인실이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χ2=0.155,p=0.926).이상
의 질병 및 환경적인 특성에서 두 집단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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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실험군과 대조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빈도(%)

특성 구분 실험군(n1=20) 대조군(n2=20) χ
2

p

성별 남 12(60) 8(40)
1.600 0.206

여 8(40) 12(60)

연령 65-69세 6(30) 9(45)

1.333 0.721
70-74세 6(30) 6(30)

75-79세 6(30) 4(20)

80세 이상 2(10) 1(5)

종교 기독교 12(60) 10(50)

2.782 0.427
천주교 3(15) 1(5)

불교 2(10) 2(10)

무 3(15) 7(35)

결혼상태 기혼 14(70) 14(70)
0.000 1.000

사별 6(30) 6(30)

직업유무 유 5(25) 3(15)
0.625 0.429

무 15(75) 17(85)

교육수준 무학 2(10) 2(10)

1.952 0.745

초졸 5(25) 3(15)

중졸 3(15) 5(25)

고졸 4(20) 2(10)

대졸이상 6(30) 8(40)

경제적 수준 상 10(50) 12(60)

0.432 0.806중 9(45) 7(35)

하 1(5)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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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실험군과 대조군의 질병 및 환경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빈도(%)

특성 구분 실험군(n1=20) 대조군(n2=20) χ
2

p

진료과 호흡기내과 3(15) 1(5)

9.222 0.161

소화기내과 8(40) 10(50)

내분비내과 6(30) 3(15)

혈종내과 2(10) 1(5)

신장내과 0(0) 4(20)

신경과 1(5) 1(5)

질병명 위궤양 2(10) 2(10)

7.754 0.3552.

당뇨 2(10) 7(35)

장염 및 장폐색 2(10) 1(5)

간염 및 간질환 4(20) 3(15)

암 1(5) 1(5)

신부전 3(15) 0(0)

고혈압 및 뇌경색 3(15) 1(5)

기타 3(15) 5(25)

병실 1인실 12(60) 11(55)

0.155 0.9262인실 4(20) 5(25)

4인실 4(20)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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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실실실험험험군군군과과과 대대대조조조군군군의의의 수수수면면면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동동동질질질성성성 검검검증증증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처치 전 수면의 질과 수면의 양을 분석한 결과는 <표4>,
<표5>와 같았다.
실험처치 전 수면의 질은 실험군이 평균 45.05점,대조군이 42.35점으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수면의 질이 높았으나 통계상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t=-1.743,
p=0.890)실험처치 전 수면의 질은 두 집단이 동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4>.

<표 4>대상자의 수면의 질에 대한 동질성 검사

실험처치 전 수면의 양에서 야간수면시간은 실험군이 평균 6.78시간,대조군이 평
균 6.85시간으로 대조군이 실험군보다 야간수면시간이 많았으나 통계상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t=0.159,p=0.875).야간수면붕괴횟수는 실험군이 평균 2.17회,대조군
평균 2.42회로 대조군이 실험군보다 야간수면붕괴횟수가 높았으나 통계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t=0.750,p=0.458)낮잠시간은 실험군이 평균 0.33시간(19.5분),
대조군이 평균 0.29시간(17.25분)으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낮잠시간이 많았으나
통계상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0.343,p=0.734).이상의 실험처치 전 수면
의 양은 두 집단이 동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5>.

<표 5>대상자의 수면의 양에 대한 동질성 검사

실험군(n1=20) 대조군(n2=20)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수면의 질 45.05±4.05 42.35±5.61 -1.743 0.890

실험군(n1=20) 대조군(n2=20)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야간수면시간 6.77±0.93 6.85±1.89 0.159 0.875

야간수면붕괴횟수 2.17±0.59 2.42±1.36 0.750 0.458

낮잠시간 0.32±0.33 0.28±0.35 -0.34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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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가가가설설설검검검증증증

제 1가설 :수면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수면의
질이 높을 것이다.

수면의 질은 실험군의 경우 사전 측정시 평균 45.05±4.05점,사후 측정시 평균
39.75±5.66점으로 사후 측정시 수면의 질이 감소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5.327,p=0.000).대조군은 사전 측정시 평균 42.35±5.61점,사후 측정시
평균 34.95±5.84점으로 사후 측정시 수면의 질이 감소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5.457,p=0.000)이를 분석한 결과 수면질의 전후점수 차이에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수면의 질 덜 감소하였으나 실험군과 대조군간에 통계상 유
의한 차이가 없어서(t-=1.249,p=0.294)가설 1은 기각되었다.<표6>

<표 6>수면교육이 수면의 질에 미치는 효과 ◦평균±표준편차

사전조사 사후조사 t p 전후 차이 t p

실험군

(n1=20)
45.05±4.05 39.75±5.66 -5.327 0.000 -5.30±4.44

-1.249 0.294
대조군

(n2=20)
42.35±5.61 34.95±5.84 -5.457 0.000 -7.40±6.06



- 26 -

제 2가설 :수면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과 수면의 양이
많을 것이다.

부가설 2-1: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야간수면시간이 많을 것이다.

야간수면시간은 실험군의 경우 사전 측정시 평균 6.77±0.93점,사후 측정시 평균
5.32±1.85점으로 사후 측정시 야간수면시간이 감소하였고 통계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t=-3.301,p=0.007).대조군은 사전 측정시 평균 6.85±1.89점,사후 측정
시 평균 5.42±1.34점으로 사후 측정시 야간수면시간이 감소하였으며 통계상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t=-3.524,p=0.002).이를 분석한 결과 야간수면의 전후 점수 차
이에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야간수면시간이 더 감소하였으나 실험군과 대조군간
의 통계상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t=-0.040,p=0.750),부가설 2-1은 기각 되었다
<표7>.

<표 7>수면교육이 야간수면시간에 미치는 효과 ◦평균±표준편차

사전조사 사후조사 t p 전후 차이 t p

실험군

(n1=20)
6.77±0.93 5.32±1.85 -3.301 0.007 -1.45±2.13

-0.040 0.750
대조군

(n2=20)
6.85±1.89 5.42±1.34 -3.524 0.002 -1.4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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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설 2-2: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야간수면붕괴횟수가 적을 것이다

야간수면붕괴횟수는 실험군의 경우 사전 측정시 평균 2.17±0.59점,사후 측정시
평균 3.10±1.22점으로 사후 측정시 야간수면붕괴횟수가 증가하였고 통계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4.975,p=0.000).대조군은 사전 측정시 평균 2.42±1.36점,사후 측
정시 평균 3.50±1.60점으로 사후 측정시 야간수면붕괴횟수가 증가하였으며 통계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154,p=0.005).이를 분석한 결과 야간수면붕괴횟수의 전
후 점수 차이에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야간수면붕괴횟수가 덜 증가하였으나 실
험군과 대조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아(t=-0.386,p=0.072)부가설 2-2은
기각 되었다<표8>.

<표 8>수면교육이 야간수면붕괴횟수에 미치는 효과 ◦평균±표준편차

사전조사 사후조사 t p 전후 차이 t p

실험군

(n1=20)
2.17±0.59 3.10±1.22 4.975 0.000 0.92±0.83

0.386 0.072
대조군

(n2=20)
2.42±1.36 3.50±1.60 3.154 0.005 1.0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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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설 2-3: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낮잠시간이 적을 것이다.

낮잠시간은 실험군의 경우 사전 측정시 평균 0.32±0.33점,사후 측정시 평균
1.11±0.43점으로 사후 측정시 낮잠시간이 증가하였고 통계상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t=9.414,p=0.000).대조군은 사전 측정시 평균 0.28±0.35점,사후 측정시 평균
1.14±0.75점으로 사후 측정시 낮잠시간이 증가하였으며 통계상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t=5.127,p=0.000).이를 분석한 결과 낮잠시간의 전후 점수 차이에서 실험군
이 대조군보다 낮잠시간이 덜 증가하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통계상의 유의
한 차이가 있어(t=-0.5636,p=0.005)부가설 2-3은 채택되었다<표9>.

<표 9>수면교육이 낮잠시간에 미치는 효과 ◦평균±표준편차

사전조사 사후조사 t p 전후 차이 t p

실험군

(n1=20)
0.32±0.33 1.11±0.43 9.414 0.000 0.78±0.37

0.563 0.005
대조군

(n2=20)
0.28±0.35 1.14±0.75 5.127 0.000 0.89±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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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논논논의의의

본 연구는 입원노인환자를 대상으로 수면교육을 통해서 수면 개선의 효과를 검증
하기 위해 수면교육내용과 수면교육이 수면 개선에 미친 효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111...수수수면면면교교교육육육내내내용용용

본 연구에서 새로운 자극에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고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데 시
간이 오래 걸리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면의 개선을 위해 새로운 것을 접하
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면에 관한 내용들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면교육을 시행하였다.그러기 위해 수면교육 자료는 문헌
고찰을 통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수면교육의 내용을 입원노인환자의
수면교육 자료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였고,교육 내용 중에 입원이나 노인과 상
관없는 내용은 삭제하였으며 입원한 노인환자의 상황에 맞는 교육내용을 담았다..
또한 대상자가 입원노인환자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였으며 교육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였다.하지만 교육내용의 각 항목들이 실제 노인 환자의 임상에서
얼마나 잘 실행되고 있으며 어떤 항목이 가장 도움을 주는지에 관하여 확인하는
검증이 더 필요하다.

222...수수수면면면교교교육육육이이이 수수수면면면개개개선선선에에에 미미미친친친 효효효과과과

본 연구의 수면의 질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사전 측정시보다 사후 측정시 감소
했으며 실험군에서 대조군보다 덜 감소한 효과를 보였으나 통계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1.249,p=0.294).이것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입원으로 인해 수면의 질
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입원 3일째 사후조사에서 통계상 유의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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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었지만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수면의 질이 덜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 수면교
육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는 수면의 질 개선에 약간의 효과가 있다는 결
론을 내릴 수 있다.
수면의 양에서 야간수면시간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사전 측정시보다 사후 측정
시 감소했고,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더 감소했으나 통계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것은 노인환자가 입원으로 인해 입원전보다 야간수면시간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며.이러한 결과는 김미영 외(1999)는 노인환자의 입원 전후 수면양상을 비
교한 연구에서 밤동안 총수면시간은 입원 전 6시간 26분에서 입원 후 5시간 47분
으로 감소했다는 보고와 일치한다.하지만 수면교육이 입원 후 야간수면시간의 개
선의 효과는 없었다.
수면의 양에서 야간수면붕괴횟수는 사후조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증가하였
으며,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야간에 수면이 붕괴되는 횟수가 덜 증가하였으며 통계
상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이것은 입원과 관련하여 야간수면붕괴횟수가 증가한다
는 것을 나타내며 수면교육이 실험군과 대조군의 야간수면붕괴횟수를 감소하는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이 결과는 정승희(2000)의 연구에서는 입원노인환
자가 야간 수면 도중 91.5%가 1회 이상 깨었다는 보고와 일치했으나 김미영 외
(1999)연구에서 노인환자의 수면붕괴횟수는 입원 전 2.4회에서 입원 후 2.06회로
줄었다는 보고와 일치하지 않는다.
수면의 양에서 낮잠시간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사후 측정시 증가하였고,수면
교육을 통해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낮잠시간이 덜 증가했으며 통계상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이것은 입원으로 인해 낮잠시간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결과는 김미영 외(1999)의 노인환자의 입원전후 수면변화의 연구에서 낮잠시간이
입원 전 88.5분에서 입원 후 110분으로 늘어난다는 보고와 일치한다.또한 실험군
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낮잠시간이 덜 증가한 것은 수면교육이 낮잠시간의 감소
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으로 입원환자의 수면을 위해 수면교육이 수면의 질,야간수면시간,야간수면
붕괴횟수 개선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낮잠시간 개선에 유의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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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하지만 .수면교육이 수면 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상 유의하지는 않지만 수면의 질과 양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수면교육
은 다른 간호중재와 다르게 비용이 매우 저렴하고 발마사지처럼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들지 않으며 수면과 관련하여 다른 환자 교육과 더불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수면을 돕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수면 중재이다.또한 노인의 특성상 노인
환자의 수면 개선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실행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수
면교육을 통하여 수면에 대한 바른 인식을 다시 강화시키는 것이 수면중재로 적
합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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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111...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수면교육을 통해 입원노인환자의 수면의 질과 수면의 양을 증진시키기
위한 유사실험연구로서 비동등성 전후 설계이다.

연구기간은 2007년 10월 20일부터 12월 5일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1개의 대학병원
에 입원한 65세 이상의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실험군 20명,대조군 20명을 편의 추
출하였다.실험의 확산을 막기 위해 2007년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대조군
에 대한 자료수집을 먼저 시행한 후 2007년 11월 11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험군
에 자료수집 및 실험처치을 실행하였다.

연구도구는 대상자의 수면의 질은 오진주,송미순,김신미(1999)가 개발한 수면측
정도구를 이용하여 입원당일과 입원 3일째 날에 설문조사하였다.수면의 양은 야
간수면시간,야간수면붕괴횟수,낮잠시간을 입원당일과 입원 3일째 되는 날에 설문
조사하였다.

실험군에게 행한 실험처치는 입원노인환자를 위한 수면교육으로 개발된 수면교육
자료를 이용하여 입원당일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개별교육을 10분간 제공하였
다.또한 부가적인 자료로 안대,수면을 위한 음악이 녹음된 mp3재생장치,귀마개
를 준비하여 제공하였으며 환자가 필요시에만 사용하도록 설명하고 시범을 보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12.0을 이용하여 실험군과 대조군 집단간의 동질성 검사는
Chi-squaretest와 t-test를 이용하였고,실험군과 대조군의 수면교육으로 인한 수
면의 질과 양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가설검증은 pairedt-test,t-test로
분석하였다.또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alpha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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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인구사회학적,질병적,환경적인 특성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고,수면의 질과 수면의 양에서도 실험 처치전 두 그룹은 동질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2.제 1가설인 “수면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수면
의 질이 높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는 실험처치 전후 수면의 질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아 가설 1은 기각되었다(t=-1.249,
p=0.294).

3.제 2가설은 “수면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수면
의 양이 많을 것이다.”를 부가설을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부가설 2-1인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야간수면시간이 많을 것이다.”는 실험
처치 전후 야간수면시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아 부가설 2-1은 기각되었다(t=-0.040,p=0.750).

2)부가설 2-2인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야간수면붕괴횟수가 적을 것이다.”는
실험처치 전후 야간수면붕괴횟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상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아 부가설 2-2는 기각되었다(t=0.386,p=0.072).

3)부가설 2-3인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낮잠시간이 적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
과는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낮잠시간이 유의하게 적어서 부가설 2-3은 채택되었다
(t=0.563,p=0.005).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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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노인환자의 수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심리적 요인에 대한 외적인 통제를
차단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수면교육이 수면 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상 유의하지는 않지만 수
면의 질과 양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수면교육은 수면을 돕기 위한 기본적
인 수면중재이며 새로운 자극이나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노인의 특성을 고
려할 때 수면 개선을 위한 중재는 새로운 것을 실행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일반
적인 수면교육을 통하여 기존에 알고 있는 수면에 대한 바른 인식을 다시 강화시
켜주는 수면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222...제제제언언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1.수면교육을 받은 대상자와 받지 못한 대상자의 수를 늘려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2.이 연구에서 통제하지 못한 환경적,심리적 요인의 외적인 통제를 통해 수면교
육의 효과를 다시 측정할 필요가 있다.

3.입원노인환자의 교육내용 11항목 중 실제 임상에서 어느 항목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임상에서 노인환자의 수면교육에 실용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파
악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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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설문지

설설설문문문지지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병원에 입원한 어르신들의 수면양상을 알아보고
그에 효과적이고 적절한 간호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솔직하고 정확하게 표시하여 주십시오.
어르신들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자 남 민 경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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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일반반반적적적특특특성성성>>>

1.성별 :① 남( ) ② 여( )

2.나이 :만 ( )세

3.종교 :① 무( ) ② 기독교( ) ③ 천주교( ) ④ 불교( ) ⑤ 기타( )

4.결혼 상태 :① 미혼( ) ② 기혼( ) ③ 별거( ) ④ 이혼( ) ⑤ 사별( )

5.직업 상태 :① 무( ) ② 유( )

6.교육 정도 :① 무학( )② 초졸( )③ 중졸( )④ 고졸( )⑤ 대졸이상( )

7.경제적 상태 :① 상( ) ② 중( ) ③ 하( )

<<<질질질병병병 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1.현재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셨습니까?
① 호흡기내과( ) ② 소화기내과( ) ③ 내분비내과( ) ④ 혈종내과( )
⑤ 심장내과( ) ⑥ 신장내과( ) ⑦ 신경과( ) ⑧ 기타( )
혹 병명을 알고 있다면 적어주세요 ( )

2.수면을 방해하는 심한 통증이 있습니까?
① 예 ( ) ② 아니오( )

3.현재 입원한 병실이 몇 인용 병실입니까?
① 1인실( ) ② 2인실( ) ③ 4인실( ) ④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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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수면면면의의의 질질질 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

다음 문항은 귀하가 느끼는 수면에 대한 느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각 문장을 읽으신 후 가장 일치하는 란에 ‘V’로 답해 주십시오.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번호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1 잠드는데 매우 오래 걸린다.

2 자다가 자주 깬다.

3 자다가 깬 후 다시 잠들기 어렵다.

4 자다가 많이 뒤척인다.

5 잠을 깊이 자지 못한다.

6 수면 장애로 인한 문제가 많다.

7 꿈 때문에 잘 못 잔다.

8 잠을 잘 못자는 것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

9 잠을 잘 못자는 것이 걱정이 된다.

10 아침에 깼을 때 굉장히 피곤하다.

11 밤에 잠을 매우 잘 잔다.

12 밤잠이 충분하지 않다.

13 아침에 잠을 깨는 즉시 잠자리에서 일어난다.

14 낮잠을 많이 잔다.

15 아침에 깬 후에 계속 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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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수면면면의의의 양양양 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

1.평소 수면제를 복용하셨습니까?
① 예 ( ) ② 아니오( )

2.평소 몇 시에 잠자리에 드셨습니까?
( )시 ( )분

3.평소 몇 시에 기상하셨습니까?
( )시 ( )분

4.평소 수면 동안 몇 번 깨어나셨습니까?
( )번

5.평소 낮 시간에 낮잠을 주무셨습니까?
① 예 ( ) ② 아니오( )

혹 낮잠을 주무신다면 몇 시간입니까?
( )시 (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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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수면면면의의의 양양양 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

1.입원이후 수면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①예 ( ) ②아니오( )

2.어젯밤에 몇 시에 잠자리에 드셨습니까?
( )시 ( )분

3.어젯밤에 몇 시에 기상하셨습니까?
( )시 ( )분

4.어젯밤 수면 동안 몇 번 깨어나셨습니까?
( )번

5.어제 낮 시간에 낮잠을 주무셨습니까?
①예 ( ) ②아니오( )

혹 낮잠을 주무신다면 몇 시간입니까?
( )시 (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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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수면교육

< < < < 입원노인환자를 입원노인환자를 입원노인환자를 입원노인환자를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수면 수면 수면 수면 교육 교육 교육 교육 >>>>

1. 평소 집에서 주무시던 시간에 수면을 취하고 기상시간에 깨시면 됩니다.

   만약 주무시던 시간이 너무 늦다면 병원 일정으로 인해 일찍 기상하셔야 하므  

   로 조금 일찍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소음이나 불빛이 없는 상태에서 수면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TV와 전등을 끄시는 것이 좋으며 필요시 귀마개나 안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3. 가능하면 집에서 쓰시던 베개와 이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과도한 스트레스와 긴장을 피하고 명상, 음악 등의 이완요법은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

5. 낮잠은 피하고 자더라도 15분 이내로 제한합니다.

6. 낮 동안 햇빛을 쬐는 것은 밤에 혈중 멜라토닌의 양을 증가시켜 편안하고 효율

   적인 잠을 도와줍니다. 낮 시간에 병실 내에서 햇빛을 쬐거나 산책을 하는 것

   이 좋습니다.

7. 이른 저녁시간 전에 운동과 산책은 수면에 도움을 주지만 격렬한 운동은 피합

   니다.

8. 저녁식사는 과식하지 않고 가볍게 식사를 하며 배고픈 상태로 잠자리에 들지 

   않습니다.

9. 배가 고플 경우 따뜻한 음료와 군것질로 간단하게 드십시오.

10. 잠자기 전 담배나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나 약품은 금합니다.

11. 수면 전 2시간 이내에 더운물로 샤워를 하는 것이 수면을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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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he The The effects effects effects effects of of of of Sleep Sleep Sleep Sleep Education Education Education Education on on on on Sleep Sleep Sleep Sleep improvement improvement improvement improvement in     in     in     in     

Hospitalized Hospitalized Hospitalized Hospitalized ElderlyElderlyElderlyElderly

Nam,Min-Kyung
DepartmentofNurs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epurposeofthisstudy wasidentifiedtheeffectsofsleepeducationon
qualityandquantityofsleepinhospitalizedelderly.Thestudywasperformed
usinganonequivalentcontrolgrouppretest-posttestdesign.
Thedatawascollectedbyusingquestionnairesandthemeasuredvaluefrom
20Octoberto5December,2007.Elderlyweresampledconvenientlyfrom the
H University Hospitalin Seoul.A total40subjectswereselected :20in
experimentalgroupand20incontrolgroup.
SleepscaleA developedbyJinJooOh,MiSoonSong,SinMiKim(1999)was
usedtodeterminequalityofsleepinadmitteddayandthreedayslaterfrom
admittedday.quantityofsleepwasmeasuredthehourofnocturnalsleep,the
hourofnap,frequencyofawakeningduringnocturnalsleeponsamedays
Personalsleep education forexperimentalgroup wareimplemented through
explanationwithasleepmanagementguideleafletfortenminutesat5pm-7pm
inadmittedday;theguideincludednoise,light,feeling hungry,nap,sleep
schedule,attitude,eating caffeine,smoking,relaxation therapy on effectof
sleep.addedmaterialssuchasaeyeshield,earplugsandmp3player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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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dforgood.Ifelderlypatientswantedaddedmaterial,theycoulduse
them.
SPSS12.0window program wasusedfordataanalysis.Thegeneralfeatures
demonstratedbythefrequencynumberandpercentage.A Chi-squaretestand
t-testwereusedtoanalyzethehomogeneityofthetwogroups,andtheeffect
ofthequality ofsleep and thequantity ofsleep wereanalyzed by paired
t-test,t-test.ReliabilityoftoolwasanalyzedbyChonbach'salpha.

Thisstudyobtainedthefollowingresults.

1.Asforsocio-demographic,medical,environmentalcharacteristics,experimental
groupandcontrolgroupwerehomogeneityinpretest.asforqualityofsleep
andquantityofsleep,experimentalgroupandcontrolgroupwerehomogeneity
inpretest.

2.Thefirsthypothesis
“Theexperimentalgroupwouldhaveahigherdegreeofsleepqualityscore
thanthecontrol"wasrejected(t=-1.249,p=0.294).

3.Thesecondhypothesis
“The experimentalgroup would have a betterquantity ofsleep than the
control.";thishypothesisisverifiedbyfollowing3hypothesis.
1)Hypothesis2-1:
“Theexperimentalgroupwouldhavealongerofthehourofnocturnalsleep
thanthecontrol"wasrejected(t=-0.040,p=0.750).
2)Hypothesis2-2:
“Theexperimentalgroupwould haveasmalleroffrequency ofawakening
duringnocturnalsleepthanthecontrol"wasrejected(t=0.386,p=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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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ypothesis2-3:
“Theexperimentalgroupwouldhaveashorterofthehourofnapthanthe
control"wassupported(t=0.563,p=0.005).

Inconclusion,betweenexperimentalgroupandcontrolgroup,therewasno
significantdifferenceonqualityandquantityofsleepinstatistics.inspiteof
sleepeducationhaspositiveeffecttoimprovequalityandquantityofsleep.
Therefore,toconsiderelderly'scharacteristicswhichtendtodislikethenew
stimulusaswellastodon'tadapttonew environmental,generalizedsleep
educationtoreinforcegoodsleephabitisworthhospitalizedelderly'suseon
nursing intervention for sleep improvement rather than try to new
implementationforsleepimprovement.

keyword:elderly,sleep,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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