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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수면은 인간의 기본욕구로서 휴식과 안정을 제공하며, 신체적 ·

정신적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만일 적절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변화로 인해 건강에

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1]. 하지만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은 7.59 시간으로 최하위

였고, 특히 대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은 6.28 시간으로 파악되어 대학

생의 수면부족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2]. 더욱이 부모로부터 독

립하여 자신의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대학생 시기의 수면양상은 

개인의 평생 수면습관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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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한 시기에 간호학과 대학생은 타 학과학생과 달리 임상실

습이 학점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상황의 임상실습

을 경험하게 된다[4]. 실제로 임상실습 중인 간호대학생은 간호사와 

동일한 업무 시간대에 실습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일주기

수면유형이나 수업이 진행되는 기간에 활동하던 오전 9시부터 오

후 5시까지의 익숙해진 일상과는 상관없이 아침 이른 시간부터 낮

까지, 혹은 낮부터 밤까지의 변화된 시간에 임상실습을 해야 하는 

상황을 겪게 된다. 이로 인해 수면주기의 변화가 요구되며 그 변화

가 자신의 일주기수면유형과 다른 경우 임상실습 기간 중 수면장애

가 초래될 수 있다[5]. 이외에도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에 대한 심리

적 부담감과 스트레스로 의도치 않게 적절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

여 집중력이 약화되어 결국 성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6]. 이와 

같이 간호대학생은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인지적 변화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수면에 취약하며, 이로 인한 수면장애는 학업과 

임상실습에 있어서 큰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7]. 이렇듯 간호

대학생의 수면장애 원인은 한 가지 요인만이 아닌 여러 가지 요인들

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간호대학생의 수면장

애 요인을 파악한 선행연구들[7,8-10]에서는 수면 관련 이론이나 모

델을 바탕으로 요인을 분석한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의 수면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면장애 모델을 근

간으로 한 연구도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 모델은 불면증은 유발(predisposing)요인, 촉발(precipitating)요

인, 지속(perpetuating)요인의 3가지 요인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

어 상호작용함으로써 유발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수면장애 원인

을 포괄적으로 설명한 모델 중 하나로써 요인파악에 있어 효과적인 

이론적 기틀을 제공한다[11]. 

유발요인에는 개인의 생리적, 심리사회적 영역에 광범위하게 존

재하는 요인으로 개인의 수면습관을 예로 들수 있으며, 촉발요인은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수면생리에 영향을 주는 교대근무, 학

업스트레스, 생활양식, 환경 변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지속

요인은 수면장애를 가속시키는 요소로 알코올 및 카페인 섭취, 흡

연, 낮잠을 더 많이 자려 하는 행동,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싫어하는 

습성과 같은 특정한 행동으로 단기적으로는 수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수면에 방해가 되는 요소이다[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면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괄적이며 

체계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Spielman [11]이 제시한 수면장애모델을 연

구의 개념 틀로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

인을 분류해보고자 한다. 유발요인으로써 일주기수면유형, 촉발요인

으로써 스트레스, 좌식생활, 교대실습, 지속요인으로써 주간졸림증, 

식습관의 변수를 측정하여 실제적인 영향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수면양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면의 측정이 매우 중요하

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5-7, 13]에서 수면

양상의 측정은 모두 설문지를 통한 자가보고형의 주관적 측정이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자가보고와 함께 객관적 측정을 병

행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객관화된 측정방법인 액티

그래프를 이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수면 양상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Spielman의 수면장애모델을 근간으로 임상실

습 기간 중 간호대학생의 수면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함이며, 구체

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상실습 기간 중인 간호대학생의 수면양상을 설문지와 생

리적 측정을 통해 파악하고 두 측정방법 간의 일치 정도를 확인한다.

둘째, Spelman’s 3P모델에 따라 유발요인, 촉발요인, 지속요인들 중 

어떤 요인이 수면양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임상실습기간 중 간호대학생의 수면 양상을 조사하

고, 수면영향요인을 분석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연구이다. 본 

연구는 유발(predisposing)요인, 촉발(precipitating)요인, 지속(per-

petuating)요인의 3가지 요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수면 장

애를 유발한다고 설명하는 Spielman’s 3P 모델을 기반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개념 틀은 Figure 1과 같다.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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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K대학교 병원과 S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하고 있는 간

호학과 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

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2015년 9월 1일 부터 11월 6일

까지 자료수집이 진행되었다. 자료수집 기간 중 수면에 미칠 수 있

는 약물 섭취를 주의해야 함과 액티그래프 착용에 대한 사용법과 

주의점을 설명하고, 임상실습 기간 동안 액티그래프를 착용하도록 

하여 수면 양상을 측정하였다. 액티그래프 측정 완료 시 대상자에

게 자가 보고형 설문지를 배부하고, 대상자가 직접 작성한 후 바로 

수거하였다. 표본 수 산정은 G-power 3.1.9를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들 중 일부가 포함된 채 간호대학생의 수면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들[8,14]을 기준으로 효과크기

를 계산한 결과 최소 0.28이었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과 본 연구는 

독립변수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으므로 보수적으로 중간효과 크

기 0.15를 적용하여 표본수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효과크기 0.15, 유

의수준 .05에서 검정력 .80, 회귀분석에 투입될 독립변수를 9개로 하

였을 때 114명이 적정표본수로 산정되었고, 탈락자를 고려하여 총 

119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3. 연구 도구 

1) 수면양상 측정

(1) 액티그래프(Actigraph)

본 연구에서는 수면 양상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경량의 

이동형 수면-각성 측정기인 액티그래프(Actigraph W-GT3X-BT, 

Pensacola, FL, USA)를 사용하였다. 액티그래프는 자연 수면환경에

서 객관적 측정 및 분석이 가능하며, 비 우성 손목에 시계처럼 착용

한 상태에서 수면을 취하면 손목 움직임의 발생여부와 강도를 통해 

수면양상을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면 잠복기(분), 수면 효

율성(%), 침대에서 보낸 시간(분), 총 수면 시간(분), 수면 중 각성시간

(분)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측정하였다. 수면 잠복기가 짧을수록, 수

면 중 각성시간이 짧을수록, 수면 효율성이 높을수록, 총 수면 시간

이 길수록 적절한 수면 상태로 해석하였으며, 수면효율성에서 85% 

미만을 수면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14].

(2) 수면의 질

본 연구에서는 수면의 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Kim 등[15]이 한국

어로 번역하고 응답지를 변경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

어판 리즈 수면 평가 질문지인 Korean Version of Modified Leeds 

Sleep Evaluation Questionnaire (KMLSEQ)를 저자의 동의를 받은 후 

사용하였다. KMLSEQ는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진 숫자도표척도로 

점수 범위는 0점에서 10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KMLSEQ의 절단점수(cutoff score)는 ≤ 66점으로 66

점 이하의 점수인 경우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정의된다. 원

래의 도구에는 측정 기간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액티그래프 착용 기간인 5일 동안의 수면 양상을 측정하였다. Kim 

등[1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95였고, 본 연구에서는 .74였다.

2) 수면 영향 요인 측정

(1) 일주기 수면유형

본 연구에서는 Composite Scale of Morningness (CSM)을 Kim [16]이 

한글로 번역한 것을 저자의 동의를 받은 후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13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 당 4-5점으로 채점하였다. 점수의 

최고점은 55점 최하점은 13점이다. 44점 이상은 아침형, 23-43점은 중

간형, 22점 이하는 저녁형으로 구분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침형에 

속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저녁형에 속한다. Kim [16]의 연구에서 나타

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2였고, 본 연구에서는 .79였다. 

(2) 스트레스

Yusoff과 Abdul Rahim [17]이 의과대학생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고, 일반 사용이 허용된 The Medical Student Stressor 

Questionnaire (MSSQ)도구를 임상실습기간 중 간호대학생에게 적용 

가능하도록 한국어로 번안하였다. 번안과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

해 한국어와 영어의 이중 언어 사용자가 한국어로 번역한 후 예비조

사를 실시하였다. 문항이 복잡한 문장이 아닌 스트레스 원을 단어 

수준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표현의 모호함이나 내용 상 어려운 문항

은 없었다. 총 40개 문항으로 학업성취관련 스트레스원(academic re-

lated stressors, ARS), 대인관계 스트레스원(intrapersonal and interper-

sonal related stressors, IRS), 교수-학습관련 스트레스원(teaching and 

learning-related stressors, TLRS), 사회적 스트레스원(social related 

stressors, SRS), 동기와 욕구관련 스트레스원(drive and desire related 

stressors, DRS), 그리고 집단활동 관련 스트레스원(group activities re-

lated stressors, GARS)의 6개 영역 스트레스원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유발되는지를 측정하였다. 5점 척도로 ‘전혀 스트레스 유

발되지 않음’(0점), ‘매우 심한 스트레스 유발함’(4점)으로 점수가 높

을수록 스트레스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MSSQ 영역별 점수는 문항

의 점수의 합을 문항의 수로 나눈 값으로 0부터 4까지의 범위에 있으

며 0.00-1.00은 약한 스트레스, 1.01-2.00은 중정도의 스트레스, 2.01-

3.00은 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3.01-4.00은 매우 심한 극도의 스트레

스가 유발되었음을 의미한다. Yusoff과 Abdul Rahim [17]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Cronbach’s α = .95였고, 본 연구에서는 .9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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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좌식생활

Rosenberg 등[18]이 개발하고, 일반 사용이 허용된 Sedentary Be-

haviour Questionnaires (SBQ) 도구를 한국어와 영어의 이중 언어 사

용자가 한국어로 번안하였다. 이 도구 역시 하루 중 앉아서 보내는 

각 상황을 단어 수준으로 표현한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액티그래프를 착용하고 임상실습을 수행한 주 중 5일 

동안의 좌식생활 정도를 측정하였다. 앉아서 보내는 시간을 ‘없음, 

15분 이하,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이상’으로 

표시하며, 9개 문항의 시간을 합한 값과 이를 점수화한 값으로 측정

하였다. Rosenberg 등[18]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 .84였고, 본 연구에서는 .63이었다. 

(4) 주간졸림증

Epworth Sleepiness Scale (ESS)을 Cho 등[19]이 한국어로 번역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판 주간졸음척도(Korean version of 

the Epworth Sleepiness Scale, KESS)를 저자의 동의를 받은 후 측정하

였다. 낮 동안의 주간 졸림증 정도를 측정하는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KESS는 4점 척도로 ‘전혀 졸지 않음’ (0점), ‘졸림 가능성이 매

우 높음’ (3점)으로 총점 범위는 0-24점이며, 11점 이상은 주간졸림

증을 의미한다. Cho 등[19]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 .90이었고, Yi 등[20]의 연구에서는 .68, 본 연구에서는 .60이었다.

(5) 수면관련 식습관

식습관에 관한 설문지는 야식섭취 관련 1문항과 커피 섭취량 관

련 5문항 및 알코올 섭취량 관련 3문항 총 9문항의 설문을 통해 측

정하였다. 야식섭취는 하루 총 섭취한 음식 중 저녁식사 이후에 섭

취한 음식의 %를 가지고 야식섭취 정도를 ‘전혀 안 먹음’에서 ‘거의 

대부분을 야식으로 섭취함’까지 5단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21]. 

카페인 섭취량은 임상실습 기간 동안 섭취한 카페인 음료량(cup)을 

조사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결과[22]를 토대로 각 군이 함유

하고 있는 카페인 양(mg)으로 환산 측정하였다. 그리고 하루 카페

인 권장량 성인 400 mg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알코올섭취 정도는 

주류별로 용량을 조사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실태조사결과[23]

를 토대로 주류별 알코올 함유량에 따라 산출하였다. 맥주, 막걸리 

한 병의 알코올 함량은 18 g, 소주는 57.6 g으로 계산하였고, 하루 적

정 알코올 섭취 여성 20 g, 남성 40 g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

며, 통계적 유의 수준은 p < .05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수면관련 특성 및 관

련요인별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설문지로 측정한 수면양상과 액티그래피 결과의 일치 정도를 확인

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대상자의 

수면 영향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No. 

7001355-201506-HR-061)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본 연구가 진행되기 

전 충분히 연구의 목적과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였고, 언제든지 참

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는 것을 설명한 후 이

에 자발적으로 서면동의서를 작성한 대상자만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여 대상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액티그래프는 활동을 측정하는 

기계로 신체의 부작용 위험이 없음을 설명하였고, 5일 동안 연속적

으로 착용할 것과 착용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따로 기록하도록 하

였으며, 샤워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24시간 동안 착용하도록 설명하

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대상자들에게 소

정의 선물을 하였다.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1)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총 119명의 평균 연

령은 21.84세로 범위는 20-31세였다. 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115

명(96.6%), 남학생이 4명(3.4%)이었고, 학년은 3학년이 64명(53.8%)이

었고, 4학년은 55명(46.2%)였다. 대상자의 액티그래프 착용일수는 3

일 17명(14.3%), 4일 16명(13.4%), 5일 86명(72.3%)이었고, 평균 4.58일간 

착용하였다(Table 1).

2) 수면관련 특성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수면 관련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설문지를 

이용한 주관적 측정인 수면의 질은 평균점수 57.57점(± 14.84)이었으

며, cut off 점수인 66점을 기준으로 할 때, 65점 이하가 84명(70.6%), 

66점 이상이 35명(29.4%)으로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대상자가 더 많

았다.

액티그래프를 이용하여 수면 특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한 결과, 

대상자의 수면잠복기(Latency)는 평균 7.01분(± 6.67)이었고, 범위는 

0-31분으로 측정되었고, 15분 이하가 106명(89.1%)으로 가장 많았다. 

수면효율성은 평균 82.55% ( ± 8.97)이었으며, 85% 미만이 6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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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85% 이상이 52명(43.7%)으로 적절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대상자가 더 많았다. 대상자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서 보낸 시간

은 평균 329.46분(± 82.67)이었다. 총 수면시간은 평균 274.03분(±

76.34)으로 7시간 이상 수면은 4명(3.4%), 6-7시간 수면은 7명(5.9%), 

5-6시간 수면은 29명(31.2%), 5시간 미만 수면은 79명(58.5%)으로 수

면부족 학생들이 더 많았다. 그리고 수면 중 각성시간은 평균 45.73

분(± 22.98)으로 나타났다(Table 1). 

3) 수면 관련요인별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수면모델에 따른 구성요인 즉 유발요인, 촉발요

인, 지속요인에 해당하는 변수의 측정값은 Table 1과 같다. 수면장애 

유발요인 중 일주기수면유형의 점수 분포는 17-47점이고, 평균 32.11

점(± 6.04)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일주기수면유형은 Kim [16]

의 연구와 같이 상위 10% (44점 이상)를 아침형, 하위 10% (22점 이

하)를 저녁형으로 규정하였다. 이 기준에 따른 총 119명의 대상자 중 

저녁형은 6명(5%)이고, 아침형은 3명(2.5%), 중간형이 110명(92.4%)으

로 가장 많았다. 수면장애 촉발요인에 해당하는 스트레스는 평균 

1.63점(± 0.69)으로 중간 정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

상자의 좌식생활 정도는 하루 평균 438.66분(± 266.76)이었고, 이를 

점수화하였을 때 평균 24.48점(± 6.42)이었다. 대상자 중 교대실습을 

실시한 학생 19명 중 낮번 실습에서 저녁번 실습으로의 교대를 경

험한 학생은 12명(10.1%), 저녁번 실습에서 낮번 실습으로의 교대를 

경험한 학생은 7명(5.9%)이었다. 교대실습을 실시하지 않은 학생 100

명 중 낮번 실습 학생은 88명(73.9%), 저녁번 실습 학생은 12명(10.1%)

이었다.

 수면장애 지속요인 중 주간졸림증의 경우 Cho 등[19]의 연구에

서 11점 이상일 때 주간졸림증이 있다고 의미하는데, 46명(38.7%)이 

주간졸림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식섭취 정도는 1-25%가 70

명(58.8%)으로 가장 많았다. 하루 평균 카페인섭취량은 평균 68.90 

mg (± 79.46)이었고, 대상자 모두 하루 적정섭취량 400 mg을 초과하

지 않았다. 하루 평균 알코올섭취량은 평균 5.75 g (± 11.09)이었고, 

하루 적정섭취량인 20 g을 초과한 학생은 12명(10.1%)으로 나타났

다(Table 1). 

2. 설문지와 액티그래프로 측정한 수면변수 간의 상관관계

설문지(KMLSEQ)로 측정한 수면양상은 액티그래프로 측정한 

변수 중 침대에서 보낸 시간(r= .253, p = .005)과 총 수면시간(r= .280, 

p = .002)과만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액티그래피를 통해 침대

에서 보낸 시간과 실제 수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면효율성은 

설문지로 측정한 수면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3. 수면 영향 요인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객관적으로 측정한 수면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 점수(KMLSEQ)를 종속변수로 하

는 다중회귀분석과 액티그래피에서 산출된 총 수면시간(TST)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액티그래피에서 산

출된 수면효율성의 경우 침대에서 보낸 시간을 바탕으로 수면잠복

기, 수면 중 각성시간을 통해 계산한 것이므로 보다 직접적으로 측

정된 변수인 총 수면시간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독립변수의 경우 수면변수와 상관관계 검증 결과 유의수준 

p < .05에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를 모형에 투입하였다. 

 두 회귀모형 모두 Durbin-Watson을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상관

을 검정한 결과 검정통계량(2.06)이 2에 가까워 자기 상관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가 

.63-.96으로 기준치 1 이하였고, VIF값이 1.04-1.60으로 기준치인 10

보다 크지 않았기에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Table 2에서와 같이 주관적 수면측정에서 KMLSEQ를 

이용한 수면의 질과 액티그래프로 측정한 총 수면시간의 2개 모형

에서 회귀분석 가정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설

문지(KMLSEQ)를 이용하여 수면양상을 주관적으로 측정한 모델 1 

(F =2.54, p = .011)에서 대상자의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주

기수면유형(β = .28, p = .003)과 알코올섭취(β = .20, p = .031)로 나타났

으며, 이 두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수면상태의 설명력은 17.3%였다. 

액티그래피를 이용하여 측정한 총 수면시간을 종속변수로 한 모델 

2 (F =3.48, p = .001)의 경우, 총 수면시간에는 좌식생활정도(β = -.27, 

p = .003)와 주간졸림증(β = -.33, p < .001)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두 변수에 의한 설명력은 22.3%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임상실습 기간 중인 간호대학생의 수면양상을 설문지

와 생리적 측정을 통해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하고자 시도되었다.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한 수면장애 경험 학생은 70.6%로 나타났

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피츠버그 수면양상 질문지(Pitts-

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를 이용한 선행연구들에서 수면장

애 학생의 비율이 78.8% [8], 89% [6]로 나타났던 것보다는 낮은 비율

이다. 그러나 수면장애 학생의 비율이 46.4% [20], 38% [24] 정도인 일

반대학생보다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액티그래피를 이

용하여 생리적으로 측정한 수면 양상의 경우 총 수면시간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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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 11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 ± SD

Age (year) 20-31 119 (100) 21.87 ± 1.70
Gender Male 4 (3.4)   
  Female 115 (96.6)   
Year in school Junior 64 (53.8)   
  Senior 55 (46.2)   
Actigraph Wearing days 3 day 17 (14.3) 4.58 ± 0.73
  4 day 16 (13.4)   
  5 day 86 (72.3)   
Quality of sleep (KMLSEQ) ≤ 66 84 (70.6) 57.57 ± 14.84
  > 66 35 (29.4)   
Sleep latency ≤ 15 106 (89.1) 7.01 ± 6.67
  16-30 12(10.1)   
  ≥ 31 1 (0.8)   
Sleep efficiency < 85 67 (56.3) 82.55 ± 8.97
  ≥ 85 52 (43.7)   
Total in bed time* (min/night) < 300 38 (31.9) 329.46 ± 82.67
  300-359 44 (37.0)   
  360-419 27 (22.7)   
  ≥ 420 10 (8.4)   
Total sleep time* (min/night) < 300 79 (58.5) 274.03 ± 76.34
  300-359 29 (31.2)   
  360-419 7 (5.9)   
  ≥ 420 4 (3.4)   
Wake after sleep onset* (min/night) 0-29 31 (26.1) 45.73 ± 22.98
  30-59 54 (45.4)   
  60-89 28 (23.5)   
  ≥ 90 6 (5.0)   
Predisposing factor       
   Circadian type Evening Type ( ≤ 22) 3 (2.5) 32.11 ± 6.04

Intermediate Type (23-43) 110 (92.4)   
  Morning Type ( ≥ 44) 6 (5.0)   
Precipitating factors       
   Stress     1.63 ± 0.69
     Academic related stressors Mild (0.00-1.00) 8 (6.7) 2.14 ± 0.76
  Moderate (1.01-2.00) 46 (38.7)   

High (2.01-3.00) 50 (42.0)   
  Severe (3.01-4.00) 15 (12.6)   
     Intrapersonal and interpersonal related stressors Mild 66 (55.5) 1.21 ± 0.86
  Moderate 30 (25.2)   
  High 12 (10.1)   
  Severe 11 (9.2)   
     Teaching and learning-related stressors Mild 53 (44.5) 1.27 ± 0.85
  Moderate 43 (36.1)   
  High 22 (18.5)   
  Severe 1 (0.8)   
     Social related stressors Mild 50 (42.0) 1.25 ± 0.65
  Moderate 56 (47.1)   
  High 12 (10.1)   
  Severe 1 (0.8)   
     Drive and desire related stressor Mild 63 (52.9) 1.30 ± 0.87
  Moderate 35 (29.4)   
  High 17 (14.3)   
  Severe 4 (3.4)   
     Group activities related stressors Mild 17 (14.3) 2.11 ± 0.90
  Moderate 44 (37.0)   

(Continued to the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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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시간으로 한국대학생 평균 수면시간[2]보다 약 2시간이 짧은데

다, 수면 중 각성시간은 평균 45.73분이며 수면효율성도 평균 82.6%

로 수면장애가 있음을 나타내는 기준치인 85% 미만의 학생이 56.3%

로 나타났다. 생리적 측정 결과도 수면설문지와 같이 간호대학생의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 ± SD

  High 41 (34.5)   
  Severe 17 (14.3)   
   Sedentary (score/day) 15-45 119 (100) 24.48 ± 6.42
     Shift work       
      Yes Day to Evening 12 (10.1)   
  Evening to Day 7 (5.9)   
      No Day 88 (73.9)   
  Evening 12 (10.1)   
Perpetuating factors       
   Daytime sleepiness ≤ 10 73 (61.3) 9.74 ± 3.31
  ≥ 11 46 (38.7)   
   late-night meal [or snack] 0 19 (16.0)   
  1-25 70 (58.8)   
  26-50 22 (18.5)   
  51-75 5 (4.2)   
  76-100 3 (2.5)   
   Caffeine (mg/day) 0 34 (28.6) 68.90 ± 79.46
  1-400 85 (71.4)   
   Alcohol (g/day) 0 74 (62.2) 5.75 ± 11.07
  1-20 33 (27.7)   

≥ 21 12 (10.1)   

*Sleep of the Subjects Using Actigraph. 
KMLSEQ = Korean Version of Modified Leeds Sleep Evaluation Questionnaire. 

Table 1. Continued                  

Table 2. Factors Influencing Sleep                                    (N = 119)  

Variables Categories B SE β t p R² F p

Model 1                   
KLMSEQ Constant 49.93 12.99 3.85 < .001 .173 2.54 .011
Predisposing Circadian type .69 .22 .28 3.06 .003 #Durbin-Watson :2.06
Precipitating DRS stress -2.03 1.78 -.12 -1.14 .257       
  GARS stress -1.31 1.82 -.08 -.72 .472       
  Sedentary -.16 .17 -.08 -.92 .359       
  Shift work* -3.18 3.68 -.08 -.86 .389       
Perpetuating Daytime sleepiness -.49 .42 -.11 -1.17 .243       
  Caffeine* 2.96 2.92 .09 1.01 .313       
  Alcohol* 6.13 2.8 .20 2.19 .031       
  Night eating* -.50 5.29 -.01 -.09 .925       
Model 2                   
TST Constant 153.93 64.77 2.38 .019 .223 3.48 .001
Predisposing Circadian type 1.24 1.12 .10 1.11 .271 #Durbin-Watson :2.06
Precipitating DRS stress 7.05 9.09 .08 .78 .440       
  GARS stress 2.02 8.87 .02 .23 .820       
  Sedentary -2.66 .86 -.27 -3.09 .003       
  Shift work* 16.31 18.33 .08 .89 .376       
Perpetuating Daytime sleepiness -7.61 2.09 -.33 -3.65 < .001       
  Caffeine* -9.42 14.57 -.06 -.65 .519       
  Alcohol* 16.88 13.99 .11 1.21 .230       
  Night eating* -2.64 26.38 -.07 -.78 .436       

KMLSEQ = Korean Version of Modified Leeds Sleep Evaluation Questionnaire; TST = Total sleep time; DRS = drive and desire related stressors; GARS = group activities 
related stressors. 
*Dummy variable = Shift work (0 = no, yes = 1); Caffeine (0 = no, yes = 1); Alcohol (0 = no, yes = 1); Night eating (0 = no, yes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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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이상이 수면장애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 추출의 대

표성이 확보되지 못하였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본 연

구의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수면장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서 간호대학생의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설문지를 통한 주관적 측정과 액티그래피를 통한 객관적 측정을 

비교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설문지 점수 총점과 

액티그래피를 통해 측정된 수면 특성 중 총 수면시간과 침대에서 

보낸 시간만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이들의 상관계수는 모두 .30 

이하의 낮은 상관임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대

상자들은 주관적인 수면상태를 판단할 때 자신의 총 수면시간을 

근거로 한다는 사실과, 실제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수면상태와 객

관적으로 측정한 수면상태의 상관성은 그다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면장애 비율의 경우 설문지로 측정한 결과는 70.6%

로 나타났으나 액티그래피로 측정한 결과는 56.3%로 서로 상이하

였다. 수면장애 여부를 나타내는 수면효율성 85.0%와 KMLSEQ 66

점을 기준으로 정상과 수면장애 대상자를 구분하여 측정방법에 

관련 없이 동일하게 구분된 대상자는 모두 64명으로 53.8%에 불과

하였다. 결론적으로 보면 본 연구 대상자는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수면의 질을 실제 생리적 측면보다 더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설문지를 이용한 수면양상 측정이 대상자가 수면을 취

하는 중에 겪게 되는 양상을 주관적인 회상에 의하여 점수화하기 

때문에 총 수면시간이 객관적인 측정법과 차이가 있고, 수면다원검

사에 비교하여 주관적인 수면의 질 평가 시 연구대상자들이 입면

잠복시간을 과대평가하고, 총 수면 시간을 과소평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25,26]. 그리

고 수면다원검사(polysomnography)를 통한 수면-각성 판독 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약간 떨어지는 액티그래프의 한계점과 

주관적인 수면의 질 측정과 수면다원검사(polysomnography)를 이

용한 결과 간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도 관련될 수도 있다[27]. 

이처럼 본 연구에서도 설문지를 통한 주관적인 수면 측정 시 수

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깰 때, 그리고 깬 이후의 상태까지 포함하는 

반면 생리적 측정은 잠자리에 누웠을 때부터 깰 때까지의 상태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수면양

상을 측정함에 있어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비교하는 반복연구

가 요구된다. 

임상실습기간 중 간호대학생의 수면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면양상의 측정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첫 번째, 설문지로 측

정한 수면양상에는 일주기수면유형과 알코올 섭취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발요인인 일주기수면유형이 저녁형에 가까운 학

생일수록 수면의 질이 낮았다. 본 연구 대상자의 73.9%가 아침번 실

습임을 고려할 때 저녁형에 가까울수록 아침 일찍 시작되는 실습의 

부담과 짧은 수면시간으로 인해 수면의 질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저녁형의 간호대학생이 아침번 실습시에는 짧은 수면을 취하게 

되어 수면박탈을 보였으며 수면장애도 가장 많이 호소한다고 보고

한 연구결과[5]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처럼 저녁형 일주기수면유형을 

가지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수면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며 구체적인 극복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지속요인인 하루 적정 알코올 섭취량 이하인 소량의 

알코올 섭취를 한 학생들은 수면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알코올

이 소량 섭취 시 빠른 수면을 유도하고 다량 섭취 시 수면 후반부(새

벽)에 반동성 불면을 유발하게 되는데[28], 본 연구 대상자들은 소량 

알코올 섭취의 진정효과로 빠른 수면유도[28]가 이루어져 주관적으

로 인지하는 수면의 질 점수가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액티그래피를 통해 산출된 총 수면시간에는 좌식생활

과 주간졸림증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촉발요인인 좌식

생활시간이 길수록 총 수면시간이 짧게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좌식생활시간이 간호대학생의 수면영향요인으로 나타났던 선행연

구[7]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임상실습 중의 간호대학생은 강의 

기간에 비해 활동량이 많았을 것으로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하

루 평균 좌식생활시간이 7.18시간이었고, 그 중 과제로 인한 문서작

업 시간이 가장 길었다. 과중한 학업량으로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

을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수면 향상을 위해서 신체활동량

을 증가시키는 중재가 필요하다. 

지속요인인 주간졸림증 역시 총 수면시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간졸림증이 있는 대상자가 없는 대상자

에 비해 총 수면시간이 짧게 나타난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20]. 본 

연구에서 38.7% 학생이 주간졸림증을 호소했는데 이는 간호대학

생 중 35% 학생이 주간졸림증을 호소했던 연구[10] 결과와 유사하

다. 임상실습 중인 간호대학생의 주간졸림증은 불성실한 실습태도

로 비춰져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대

학생의 주간졸림증을 해결해 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Spielman’s 3P모델 내에 포함되었으나 분석 결과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요인들은 스트레스, 교대실습, 그리고 수면 

관련 식습관이었다. 선행연구에서[6] 간호대학생의 수면장애 촉발

요인으로 제시되었던 스트레스는 본 연구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이

는 본 연구 대상자의 스트레스 점수가 중정도에 집중되었고, 스트

레스를 측정 시기가 해당 교과목 실습일정 종료와 기계 착용 종료 

시점으로 과제와 실습에 대한 스트레스가 감소된 시기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의 측정시기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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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촉발요인에 해당하는 교대실습 역시 회귀분석 결과 유의한 수면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아침번 실습과 저녁번 실습을 

1주씩 교대하는 방식의 교대실습이 간호대학생의 수면영향 요인으

로 나타났던 연구결과[5]와는 상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중 5일 동

안의 액티그래프 착용을 기준으로 하여 1주일 이내에 아침번과 저

녁번 실습을 모두 경험하는 경우를 교대실습으로 정의하였고 이에 

따라 교대실습학생 집단 수가 19명으로 전체의 약 16.0%에 지나지 

않았던 제한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교대실습하는 학생

을 교대실습하지 않는 학생의 수와 유사한 수준으로 확보하고 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속요인인 카페인섭취와 야식섭취는 유의한 수면 영향요인으

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대학생의 카페인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수면의 질이 저하되었고, 카페인은 수면의 질에 영향을 주고[29], 야

식섭취량이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낮았던 선행 연구 결과[30]와 차

이가 있었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의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이 하

루 적정 섭취량[22]인 400 mg 이하였고, 야식섭취의 경우도 하루 식

사량 절반(50%) 이상인 학생이 8명(6.7%)으로 매우 적은 수였기 때

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카페인 섭취와 야식섭취의 경우 그 변이가 

크게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추

후 수면 관련 연구를 수행할 때 주관적 측정과 함께 생리적 측정을 

병행하여 수면의 주관적, 객관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필요

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교대실습을 하는 학생의 수를 충분히 확

보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임상실습 기간이 아닌 수업 기간에 있

는 간호대학생의 수면상태와 비교하는 연구 또한 필요한 것으로 보

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를 해당 실습 마지막 날 측정하

여 스트레스가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또한 

대상자가 보고한 스트레스 점수의 변이가 적었다. 따라서 스트레스 

측정 시기를 달리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수면

관련 식습관, 즉 카페인, 알코올 및 야식 섭취 등에서 변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표본을 추출하거나 대상자의 수를 더 많이 확보

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의 수면장애에 대한 예측력

을 높이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주로 사용해온 설문지뿐만 아니라 

객관적 측정방법인 액티그래프를 사용하여 주관적, 객관적 측면 

모두에서 수면양상을 파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각된 수면양

상은 주로 총 수면시간과 상관이 있으나 그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수면상태를 파악하고 나아가 수

면장애를 위한 중재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주관

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 모두를 고려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

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Spielman의 수면장애 모

델을 적용하여 변수를 선정하고 분석한 결과 지각된 수면양상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액티그래피를 이용하여 측정한 총 수면 시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서로 달랐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수면중재의 

목적이나 기대하는 결과에 따라 중재 효과인 수면을 보다 정확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겠다. 그리고 본 연구는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의 수면에 대한 연구로서 향후 간호사들의 

업무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초연구가 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임상실습 간호대학생들에게 향후 교대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수면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수면관련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개 대학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

며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많은 대상

자 수를 확보하여 수면의 주관적, 생리적 측정방법을 병행한 구체

적인 반복연구가 진행되길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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