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1.1 연  필

수면은 피로회복 뿐 아니라 신체 ·정신 건강을 회

복시키고 습득한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하는데매우 요

하다[1]. 따라서 충분한 수면은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필수이나 의정보화 사

회에서 수면문제가 기성인(young adult)과 후기청소

년(later adolescent)에 흔한 건강문제 하나로 두되

고 있다[1,2]. 개인의 수면주기, 수면의 유형, 수면의 질

등은 수면행동의 지표 이상으로 정신 ·신체 건강의

간 인 지표가 되므로[3] 학생의 수면문제 역시 심

리 인 문제 학업수행의 하와 련이 있는 동시에

정신사회 건강문제의 증가 험성 한 내포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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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스트 스, 수면유형 건강생활이 수면의 질에 미치는 향요인을 알아보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자료는 2017년 4월 5일부터 6일까지 북의 4개 학 재학생 214명을 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

를 이용하여 수집 하 고, SPSS WIN Version 24.0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학생 수면의 질은 여학생(3.06 )이

남학생(2.70 )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에 있어서 수면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체 스트 스, 정신 스트 스

운동 여부 이었고, 이들 변수의 수면의 질에 한 설명력은 25.4% 이었다. 여학생에 있어서 수면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체 스트 스, 정신 스트 스 음주 여부이었고 이들 변수의 수면의 질에 한 설명력은 39.2% 이었다. 따라

서 학생의 수면의 질에 향을 주는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 상담 등을 개발하고 이를 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 수면유형, 생활양식, 수면, 스트 스, 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quality of sleep (PSQI) and to investigate the affecting factors 

according to sex in college student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214 students from 4 universities.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chi-square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WIN 24.0 program. The mean score of 

quality of sleep was 2.83, for male students are 2.70 and female students 3.06.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hysical stress, psychological stress and exercise were significant predictors and explained 25.4% of quality of sleep 

for male students. In female students, physical stress, psychological stress and drinking were significant predictors 

and explained 39.2% of quality of sleep.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education and counseling that can 

solve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sleep of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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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들의 수면 연구가 필요하다.

학 재학기간은 개인의 성장 발달에 있어 특별한

시기로, 발달 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기 해 가

족에서 분리되고 독립성과 사회 욕구, 학업에 한 부

담이 증가하여[5] 심리 스트 스를 경험한다. 이러한

스트 스는 성별, 학년, 학업 응, 인 계, 취업 비 등

실질 인 연 정도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

으며 이로 인해 흡연 음주 등에 쉽게 노출되고, 생활

리듬이 깨지면서 만성피로, 불안 등으로 수면장애 수

면의질이 하된다[6]. 한 이 시기는 사회 ·학업 으

로 할 일이 증가하여 야간에 늦게까지 깨어 있고 컴퓨터

등 자 제품사용과카페인섭취증가 등과 같은생활습

요인으로 인해야간 수면 부족, 주간졸음증 증가 등의

체 인 수면 양상 변화가 나타난다[2].

수면 일주기에는 개인차가 있어 아침이나 낮에 활동

인 ‘아침활동형(morning type)’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

면 녁이나 밤에 활동 인 ‘ 녁활동형(evening type)’

인 사람들도있다[7]. 학생활이 아침활동형에게 맞춰져

있는 을 감안하면 녁활동형 수면유형을 가진 경우

생리 리듬이나 정서상태 행동양상에변화를 보인다

[6]. 학생을 상으로 일주기 수면유형에 따른 학업수

행 수면의 질을 규명한 결과 녁활동형의 경우 아침

활동형에 비해 학업수행능력이 떨어지고[8,9] 음주나 인

터넷 게임 빈도가 높으며 우울 스트 스를 더욱 많이

받는 것으로[6] 나타났다. 특히 남자 학생의 경우 인터

넷 게임, 음주 등의 외 인 요인으로 녁활동형이 되면

서 수면의 질에 향을 받으며[8] 여자 학생의 경우 우

울 등의 정신 불건강 상태가수면유형을 녁활동형으

로 변화시킴과 동시에 야식 폭식행동으로 이어져[10]

건강한 생활습 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의

유형이나수면의 질이 생활습 , 스트 스, 우울, 불안 등

을 반 하는 간 인 지표가 되며 성별에 따라 스트

스, 우울 불안 등을 래하는 정서 요인이 다르므로

수면의 질에 미치는 요인들도 남녀 학생 간 차이가 있

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성의 특성을 고려한 수면의 질과 향요인을

악함으로써 성 차이에 따른 효율 재방안을 모색하

고자 하며 이를 통해 학생의 학생활 응과 만족도

제고 수면의 질을 높이고 수면의 질 향요인을 규명

하는 연구결과의 축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

어 본 연구를 시도하 다.

2. 연  

2.1 연 계 

본 연구는 학생의 성별에 따른 스트 스, 수면유형,

생활양식과 수면의 질의 정도를 악하고 이들 간의

계를 규명하기 한 서술 상 계 연구이다.

2.2 연 대상 

본 연구의 상자는 북지역 소재 4년제 학교 4곳

의 학생을 상으로 하 다. 상자 표본 수는

G*Power 3.1.9.2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 회귀분석에서

간 효과크기 .15, 유의수 .05, 검정력 .80을 가정하고,

독립변수 5개를 투입할 것을 상할때 성별로 92명이 필

요하여 모두 184명으로 계산되었으나, 탈락률 20%를 감

안하여 성별로 111명씩모두 222명의 학생을 모집하여

설문조사하 다. 회수된 설문지 응답이 락되거나

잘못 기입된 6부 설문지 제출을 거부한 2부를 제외한

총 214부(93.4%)가 최종 자료 분석에 이용되었다.

2.3 연 도

1) 스트레스

스트 스는 Park [11]이 개발한 스트 스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2개의 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통, 요통, 소화기계 문제 등신체 불편감과 련된 신

체 스트 스 15문항, 긴장, 피로, 분노 등의 정신 스

트 스 15문항으로 총 30문항이다. 각 문항은 4 '매우

그 다', 1 ' 그 지 않다'의 Likert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스트 스 반응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92 이었다.

2) 수면 형 

수면유형은 Smith 등[12]의 CS (The Composite Scale

of Morningness)를 Kook 등[13]이 번안한 것으로 ‘한국

어 아침형- 녁형 설문지(KtCS, Korean Translation of

Composite Scale to Measure Morningness-Eveningness)’

를 사용했다. 이 도구는 취침과 수면의 선호시간, 아침의

각성 기상시간의 3개 역 9문항으로구성되고, 7문항

은 4 척도(1-4 ), 2문항은 5 척도(1-5 )로 구성되

었으며, 수가 낮을수록 녁 활동형(13-33 )에 속하

고 수가 높을수록 아침 활동형(34-55 )에 속한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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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개발 시 Cronbach’s α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82이었다.

3) 생활양식

생활양식은 운동, 음주, 흡연, 간식, 커피와 련된 생

활습 과 비만도, 우울, 주 건강상태에 한 8개의

질문으로구성하 다. 운동, 음주 간식 여부는 최근 한

달 동안 ‘ 하지 않는다’를 ‘무’, ‘주 1회 이상 한다‘를

’유‘로, 흡연과 커피 여부는 하루 동안 ‘ 하지 않는다’

를 ‘무’, ‘1개피(잔) 이상 한다‘를 ’유‘로 하 다. 비만도는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체질량지수를 구한후 18.5 미만

일 때를 ‘ 체 ’, 18.5 이상에서 22.9 미만을 ‘정상체 ’,

23 이상일 때를 ‘과체 ’으로 하 다. 우울 여부는 ‘평상

시 우울감을 느낀다’는 ‘유’로 ‘거의 느끼지 않는다’는 ‘무’

로 하 다. 주 건강상태는 재 본인의 건강상태가

어느정도인지에 한 답변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으

로 분류하 다.

4) 수면  질

수면의 질을 측정하기 하여 Buysse 등[14]이 개발

하고 Cho [15]가 번안한 피츠버그 수면의 질 평가지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주 수면의질, 수면잠복, 수면기간, 습

수면효과, 수면방해, 수면약물이용, 낮시간 기능장애의 7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는 한 달 이내의 수면과

련하여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여 각 항목 당 0-3 ,

0-21 의 총 수면 수를 가지며, 5 을 과한 6 이상

부터는 수면의 질이 낮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80이었다.

2.4 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S 학교 기 생명윤리 원회의 승인(IRB

No: SM-201704-015-2)을 받았다. 상자에게는 연구자

가 직 연구참여설명서를통해연구 목 과 내용을 상

세하게 설명한 후, 자발 으로 동의한 자에 한해 ‘연구참

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았다. 응답한 설문지는 익명으

로 처리되며 연구목 이외에는 사용되지않음을 설명하

고 설문 언제든 단할 수 있음을 상자에게 설명한

후 자료수집을 진행 하 다.

자료수집은 라북도에 소재하는 4년제 학교 4곳의

학생들을 상으로 2017년 4월 5일부터 2017년 4월 6

일까지 실시되었다.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15~20분 이었

으며 연구에 참여한 모든 상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 다.

2.5 료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Version 24.0 로그램을

이용하 으며, 유의수 .05 수 에서 양측검정을 하

다. 구체 인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의 성별에 따른 수면시간의 황 일반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 편차로 분석

하 다.

2) 학생의 성별에 따른 인구사회학 요인, 스트

스, 수면유형, 생활양식의 차이는 t-test와 빈도, 백

분율 카이제곱(chi-square) 검정으로 분석하 다.

3) 학생의 성별에 따른 수면의 질에 미치는 향요

인을 악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 다.

3. 연 결과 

3.1 대학생  별에 따  수면시간 현황

24시간을 기 으로 학생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평균 0.70시(0시 42분)이고, 잠이 들기까지 평균 23.46분이

소요되었으며,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평균 7.77시(7시

46분)이었다. 실제 으로 수면을 취한 시간은 평균 6.53

시간이었고, 수면의 질의 평균 수는 2.83 이었다. 여

성이남성보다늦게잠자리에들고잠이들기까지더오래

걸리며 더 일찍 일어나 수면을 취한 시간이 짧고 수면의

질도 나쁘지만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1 참고).

Table 1. Time-based sleep behavior of the Participants
(N=214)

Characteristics

Total
(N=214)

Male
(N=110)

Female
(N=104)

t
(p)

M±SD M±SD M±SD

Start sleep time(hr) 24.70± 1.61 24.65±1.85 24.78± 1.07
-0.58
(.565)

Delayed sleep
time(min)

23.46±25.96 21.93±0.21 26.18±28.77
-1.15
(.251)

Awake time(hr) 7.77± 1.21 7.84±1.25 7.66± 1.14
1.05
(.296)

Practice sleep
time(hr)

6.53± 1.38 6.54±1.41 6.51± 1.32
0.18
(.861)

Quality of sleep 2.83± 2.20 2.70±2.05 3.06± 2.43
-1.11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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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학생  별에 따  적 특  차

학생의 성별에 따른 일반 특성의 차이는 Table 2

와 같다. 성별 비교에서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인 항목은 학년과 공이었다. 학년은 남성이 1학년

(44.5%)과 3학년(27.0%), 여성은 2학년(36.4%)과 4학년

(35.1%)에서 높게 나타났다(χ2=29.26, p<.001). 공에 있

어서는 남성의 경우 공학계열 공자(56.9%), 여성의 경

우 인문사회과학 공자(48.1%)의 비율이 높게나타났다

(χ2=46.65, p<.001).

Table 2.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14)

Charact
-eristics

Categories
Total
(N=214)

Male
(N=110)

Female
(N=104)

χ2

(p)
n(%) n(%) n(%)

Age
(year)

≤19
113
(52.8)

60
(54.7)

53
(50.6) 0.33

(.572)
≥20

101
(47.2)

50
(45.3)

51
(49.4)

Grade

Freshman
86

(40.1)
49

(44.5)
37

(35.1)

29.26
(<.001)

Sophomore
53

(24.8)
15

(13.9)
38

(36.4)

Junior
34

(15.9)
30

(27.0)
4

(3.9)

Senior
41

(19.2)
16

(14.6)
25

(24.7)

Major

Healthcare
& Natural
science

27
(12.6)

5
(4.4)

22
(20.8)

46.65
(<.001)

Humanities
& Social
science

83
(38.8)

33
(29.9)

50
(48.1)

Engineering
75

(35.0)
63

(56.9)
12

(11.7)

Others
29

(13.6)
9

(8.8)
20

(19.5)

Religion
Yes

77
(36.0)

35
(32.1)

42
(40.3) 1.44

(.231)
No

137
(64.0)

75
(67.9)

62
(59.7)

Home
area

Big city
32

(15.0)
21

(19.0)
11

(10.4)
2.93
(.231)

Small city
161
(75.2)

80
(72.3)

81
(77.9)

Rural district
25
(9.8)

13
(8.8)

12
(11.7)

Reside-
nce

With family
44

(20.6)
25

(22.6)
19

(18.2)
4.63
(.099)

Dormitory
70

(32.7)
42

(38.0)
28

(27.3)

Others
100
(46.7)

43
(39.4)

57
(54.5)

Economic
conditions

Good
79

(36.9)
49

(44.5)
30

(28.6)
5.30
(.071)

Fair
79

(36.9)
36

(32.8)
43

(41.6)

Poor
56

(26.2)
25

(22.6)
31

(29.9)

3.3 대학생  별에 따  스트레스, 수면 형, 생

활양식  차

학생의 성별에 따른 신체 스트 스 평균 수는

22.65 으로 여성(24.60 )이 남성(21.55 )보다 높았고

(t=-4.08, p<.001), 정신 스트 스의 평균 수는 24.07

으로 여성(27.17 )이 남성(22.33 )보다 높았다

(t=-5.22, p<.001).

Table 3. Stress, Circadian types and Lifestyle 
(N=214)

Charact
-eristics

Categ-
ories

Total
(N=214)

Male
(N=110)

Female
(N=104) χ2/t

(p)n(%) or
/M±SD

n(%) or
/M±SD

n(%) or
/M±SD

Stress
Physical

22.65±
5.42

21.55±
5.25

24.60±
5.21

-4.08
(<.001)

Psycholo
gical

24.07±
6.90

22.33±
5.80

27.17±
7.61

-5.22
(<.001)

Circadian
types

Morning-
ness

165
(77.1)

88
(80.3)

77
(74.0) 1.13

(.288)Evening-
ness

49
(22.9)

22
(19.7)

27
(26.0)

Lifestyle

Exercise
Yes

161
(75.2)

95
(86.1)

66
(63.6) 14.55

(<.001)
No

53
(24.8)

15
(13.9)

38
(36.4)

Drinking
Yes

180
(84.1)

96
(87.6)

84
(80.5) 5.14

(.031)
No

34
(15.9)

14
(12.4)

20
(19.5)

Smoking†

Yes
23

(10.7)
23

(21.2)
0

( 0.0) 18.85
(<.001)

No
191
(89.3)

87
(78.8)

104
(100.0)

Snack
Yes

200
(93.5)

103
(93.4)

97
(93.5) 1.79

(.409)
No

14
( 6.5)

7
( 6.6)

7
( 4.5)

Coffee

1-2 cup
171
(79.9)

87
(78.8)

84
(80.7)

1.51
(.471)

3-4 cup
33

(15.4)
19

(17.5)
14

(13.5)

≥5 cup
10

( 4.7)
4

( 3.6)
6

( 5.8)

Obesity

Underw
eight

62
(29.0)

42
(38.0)

20
(19.5)

8.44
(.015)

Normal
weight

130
(60.7)

60
(54.7)

70
(67.5)

Overwei
ght

22
(10.3)

8
( 7.3)

14
(13.0)

Depression
No

105
(49.1)

70
(63.5)

35
(33.8) 17.49

(<.001)
Yes

109
(50.9)

40
(36.5)

69
(66.2)

Health
status

Good
30

(14.0)
25

(22.6)
5

( 5.2)

21.75
(<.001)

Fair
101
(47.2)

58
(52.6)

43
(41.6)

Poor
83

(38.8)
27
(24.8)

56
(53.2)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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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양식에서 운동 여부(χ2=14.55, p<.001), 음주 여부

(χ2=5.14, p=.031) 흡연 여부(χ2=7.94, p=.006)의 건강

련 행 에 있어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

다. 비만도에서 정상체 이하의 경우 남성, 과체 에서

는 여성의 비율이 높았고(χ2=8.44, p=.015), 우울 여부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χ2=17.49, p<.001). 주

건강상태는 보통 이상인 경우에서는 남성, 나쁜 경우

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χ2=21.75, p<.001).

간식과 커피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섭취하고, 수

면유형에 있어서는 남성이 아침 활동형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 3 참

고).

3.4 대학생  별에 따  수면  질 향 

학생의 성별에 따른 수면의 질에 미치는 향을 살

펴보기 한 다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독립표본 t-test와 분산분석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학년, 공과 신체

스트 스, 정신 스트 스, 운동 여부, 음주여부, 흡연

여부, 비만도, 우울 여부, 주 건강상태를모두 더미변

수로 처리하여 회귀분석에 투입하 다.

남학생에서 수면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체

스트 스(β=2.10, p=.038), 정신 스트 스(β=3.63,

p<.001) 운동 여부(β=-2.08, p=.040)이었고, 이들 변수

의 수면의 질에 한 설명력은 25.4% 이었다. 즉, 신체

・정신 스트 스가 높을수록, 운동을 하는 경우에

수면의 질 수가 높게 나타나 수면의 질은 낮아진다.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수들 간의 다 공선성을 확인

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51-0.91로 모두 0.1이상

이며,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은

1.11-1.96로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의 자기상 을 확인한

결과 Durbin-Watson이 1.68로 기 값인 2.0에근 하여

자기상 의 문제는 없었고 독립변수 간 상 계수가 0.80

미만(0.01-0.49)으로 나타나 변수들이 독립 임을 확인하

다. 한 모형의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성 등분산성

의 가정을 만족하 으며 회귀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하

다(F=5.64, p<.001).

여학생에서 수면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체

스트 스(β=3.65, p=.001), 정신 스트 스(β=2.13, p=.037)

음주 여부(β=2.28, p=.026)이었고, 이들변수의 수면의

질에 한 설명력은 39.2% 이었다. 즉, 신체 ・정신

스트 스가 높을수록, 음주를 하는 경우에 수면의 질

수가 높게 나타나 수면의 질은 낮아진다.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수들 간의 다 공선성을 확인

한 결과 0.58-0.85로 모두 0.1이상이며, 분산팽창지수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은 1.29-1.78로 10보다

크지않으므로다 공선성의문제는없는것으로나타났다.

종속변수의 자기상 을 확인한 결과 Durbin- Watson이

1.59로 기 값인 2.0에 근 하여 자기상 의 문제는 없

었고 독립변수 간 상 계수가 0.80미만(0.03-0.61)으로

나타나 변수들이 독립 임을 확인하 다. 한 모형의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성 등분산성의 가정을 만족하

으며 회귀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하 다(F=7.45,

p<.001).

Table 4. Multiple Regression for Quality of sleep 

of the Participants                 (N=214)

Characteristics
Male (N=110) Female (N=104)

B SE β t(p) B SE β t(p)

General Characteristics

Grade -0.03 0.15 -0.02
-0.20(.8
43)

0.08 0.21 .037
0.36
(.719)

Major 0.07 0.23 0.02
0.29
(.770)

-0.02 0.25 -.008
-0.08
(.936)

Stress

Physical 0.08 0.04 0.22
2.10
(.038)

0.20 0.05 .421
3.65
(.001)

Psychologica
l

0.13 0.04 0.33
3.63
(<.001)

0.08 0.04 .250
2.13
(.037)

Lifestyle

Exercise -0.99 0.47 -0.17
-2.08(.0
40)

-0.66 0.49 -.131
-1.35
(.180)

Drinking -0.38 0.55 -0.05
-0.68(.4
97)

1.36 0.60 .223
2.28
(.026)

Smoking -0.23 0.39 -0.05
-0.60(.5
48)

- - - -

Obesity -0.09 0.27 -0.03
-0.32(.7
49)

-0.22 0.41 -.053
-0.54
(.590)

Depression 0.16 0.33 0.04
0.48
(.629)

0.12 0.52 .023
0.22
(.823)

Health status 0.05 0.31 0.01
0.16
(.870)

-0.10 0.42 -.027
-0.24
(.813)

R2 .309 .464

Adj.R2 .254 .392

F (p) 5.64(<.001) 7.45(<.001)

Grade(0=Freshman), Major(0=Healthcare & Natural science), Physical stress(0=No),
Psychological stress(0=No), Exercise(0=Yes), Drinking (0=Yes), Smoking(0=Yes),
Obesity(0=Underweight), Depression(0=No), Health status(0=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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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

본 연구는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수면의 질 향요

인을 악하여 수면의 질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해 시

도되었다. 학생은 사춘기 청소년과 달리 하루 일정이

비교 자유롭고 밤 늦은 시간까지 학업과 련된 과제

수행이나 아르바이트, 사교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

하기 때문에 수면습 이불규칙해지기 쉽다[16]. 이 시기

의 한 수면은 신체의 기능과 정신 건강을 회복시

키고 학업능률을 높이는 측면에서 매우 요하며[17] 건

강유지 증진을 해 올바른 수면습 형성에서 의미

가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 결과 학생의 평균 수면 시간은 6.53시간으

로 우리나라 20 인구의 평균수면시간 8.1시간[18]보다

었고 남학생의 경우 6.54시간, 여학생 6.51시간으로 성

별 간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수면의 질 측면에

서는 남녀 평균 2.83 , 남학생 2.70 , 여학생 3.06 으로

5 이하를 보여 수면의 질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14]. 이는 서울·경기 소재 학생[19], 간호학 공 학

생[20]과 비교해 볼 때에도 본 연구 상자의 수면의 질

이 상 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동안 학생을

상으로 시행되었던 수면연구는 다양한 지역과 공,

학년을 상으로 상이한 결과들을 보고하여 인 비

교 분석이 불가하 다. 향후 학생의 수면조사 연구는

수면시간, 수면유형, 성별에 따른 수면문제 양상, 수면의

질에 미치는 향요인 등을 악하기 한 규모 단

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업, 사회진출을 한 취

업, 학생활 응 등 학생으로서의 처해 있는 실과

생활환경의 유사성이 확보되어 조사의 타당성을높일 수

있음은 물론 학생의 수면문제 악이용이하며 학생생

활 지도 건강증진 방안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실제 20 반 기성인 학생 그룹과 학생이 아닌

그룹에서의 스트 스 양상과 수면패턴이 다르게 나타나

[21, 22] 학생의 수면 련 문제와 련요인을 명확히

악하고 이에 한 효율 재방안 마련을 해서는

국 학생을 상으로 한 조사연구가필요하다 생각한

다.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수면의 질 향요인은 남녀

학생 모두 신체 ·정신 스트 스가 수면의 질에

향을 미치는 공통요인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

트 스가 수면의 질에 향을 미친다는선행연구를 통해

일 되게 규명되어 왔으며 그 결과를 재확인 할 수 있었

다. 학 재학 시기는 발달과업의 성취만으로도 부담을

느끼며 경제 측면, 성 (26.4%), 취업(24.7%), 이성 계

(8.4%) 등으로 인한 스트 스도 추가된다[5,6,23]. 이러한

스트 스와 부담감은 불안, 피로, 생활리듬의 변화 등으

로 이어지며 이로 인한 수면유형의 변화 수면장애를

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스트 스 수

이 남학생에 비해 높았고 BMI를 통해 살펴본 비만도에

서도 여학생의 경우 과체 비율 한 높게 나타났다. 선

행연구에서 여학생의 경우 스트 스가 높으면 수면유형

이 녁형으로 변화되기 쉬우며[8,10] 야식, 폭식 행동을

보여 체 증가를 래한다[10]고 하 다. 다른 연구에

서는 녁형의 경우 아침형에 비해 비만 험이 높고, 비

만과 련 있는 심 계 질환 험도 높아지며[24], 반

로 수면시간이 길어지고 수면의 질이 좋을수록 BMI가

유의하게 감소함을 보고하 다[25]. 수면유형에 있어

녁형이 여학생 26.0%, 남학생 19.7%로 나타났으나 성별

차이는 없었고 수면유형에 따른 수면의 질 차이 역시 유

의하지 않아 선행연구와의 직 비교는 불가하나 성별 수

면유형 스트 스 차이를 확인하는 후속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Jung과 Park[6]의 연구에서 남학생의 경우 스트 스

를 해소하는 방법 하나로 흡연, 음주, 게임 등에 몰두

하게 되어 불건강한 생활습 에 노출되기 쉬움을 보고하

는데 본 연구결과에서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음주 흡연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선행연구 결

과를 뒷받침 한다고 볼 수있다. 이러한 결과들은스트

스로 인한 수면의 질 하가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 건

강뿐만 아니라, 생활습 , 비만과도 연 이 있음을 추측

할 수 있다. 성인 기의 수면문제는 이후에 발병하는 우

울증과 상 계가 높아 정신건강에 매우 요하며 일주

기 리듬의 개인차를 인정하더라도 환경 생활습 통

제를 통해 어느 정도 조 이 가능하므로[4] 스스로 올바

른 수면습 형성을 한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수면장애 요인에 한 범 한 조사, 학생활의 스트

스 리를 한 심층상담 제도의 활성화[6], 효율 인

수면을 한 교육 등을 통해 자신의 건강문제를 자각하

고 리하여 발달과업의 성취를 도우는 것도 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신체 ·정신 스트 스 수

만을 확인하 고 선행연구에서도 학생활의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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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연구개념 별로 다양하게 사용하여[6,8] 학생만의

고유한 스트 스와 수면 질과의 계를규명하기에 한계

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학생의 발달과업, 학

교 응, 취업 비, 인 계 등 스트 스 요인을 반 한

체계 도구로 학생의 스트 스 수 수면의 질에

향을 미치는 기 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연구결과 수면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 성별

에 따라 다르게나타난 것은 남학생의 경우운동여부, 여

학생의 경우 음주 여부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남학생

이 여학생에 비해 운동을 더 많이 하고 재의 건강상태

도 좋다고 응답하며 운동이 남학생의 수면에 질에 향

이 있음을 간 으로 시사 한 것으로 생각된다. Choi

[26]는 학생의 수면시간이 짧을수록 신체활동량이

으며 규칙 인 운동을 하지 않는 경향이 크다고 보고하

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수면의 질이

높은 학생이 학교생활 만족도도 높음[4]을 감안할 때

학교육 에서 교양교과목 등을 통해생활체육을 권장하

고 교내에서 근이 쉬운 운동시설 구축 권장으로 규

칙 운동을 장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음주가 수면의 질에 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음주의 빈도는 남

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에도 여학생에게만

수면의 질 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구에서 여학

생이 남학생에 비해 알코올 사용 장애 비율이 높고 여학

생의 50.1%가 문제음주행동군으로 분류된 것[27]을 볼

때 여학생의 문제음주 행태와 더불어 변의 정신건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학생활의

만족도가 낮거나 우울, 불안 수 이 높을 때 음주문제가

높으며[28], 스트 스에 한 지각이 높을수록 이에 한

처수단으로 음주를 이용하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결과

[29]를 토 로 볼 때 음주행태가 수면의 질에 지 않은

향을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PSQI도구를 이용한 자가보고식 응답에 의

존하여 수면의 질을 측정하 고 일 지역 학생을 상

으로 하는 등한계가 있다. 그러나 수면문제에 취약한

학생의 수면양상, 수면의 질에 한 실태를 악하고 성

별에 따른 수면의 질 향요인을 규명하여 학생의 신

체 ·정신 건강과 학업수행, 사회 응 문제에 한

연구 주요정책 수립에 유용한 연구라 생각된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는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스트 스, 수면유

형 생활양식이 수면의 질에 미치는 향요인을 알아

보기 한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수면의 질에 향을

미치는 공통요인은 신체 스트 스, 정신 스트 스

이었고 성별에 따라 다른 요인은 남학생의 경우 운동여

부, 여학생은 음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의 신체 ·

정신 스트 스를 감소시키기 한 교육 로그램 개발,

건강한 생활양식을 돕기 한 생활지도, 학년 진 에 따

른 개별 상담 등 체계화된 로그램의 용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들의 수면양상, 수면의 질, 수면에 미치는

향요인을 악하기 한 규모 연구가 필요하며 자가

보고식 설문 뿐 아니라 수면다원검사 등 임상검사를 함

께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스마트폰 이용, 게임 독, SNS 등 학생들의

수면의 질에 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을 탐색하고 이들

의 인과 계를 구조 으로 규명할 수 있는 연구를 제안

한다.

셋째, 학생들의 수면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 상담 등을 개발하고 이를 용

시켜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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