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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빛 요법이 중년여성의 스트레스, 우울, 수면의 질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I시 소재 일기관에 근무하는 중년여성 56명이며 자료수집 기간은 대조군은 2019년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험군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각 3주간 이루어졌다. 중년여성의 주관적 스트레스,
우울, 수면의 질 및 삶의 질은 스트레스 측정도구(NRS), 우울 측정도구(CES-D), 수면 측정도구(VHS), 삶의 질 측정도
구(WHOQOL-BREF)로 측정하였으며 객관적 스트레스 지수는 Canopy9 RSA (IEMBIO, Gangwondo, Korea) 장비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5.0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실수와 백분율,
χ²-test, t-test, repeated measures ANOVA, ANCOVA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빛 요법을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
군에 비해 주관적 스트레스(F=6.30, p<.001)가 유의하게 낮았고, 삶의 질 (F=2.80, p=.049)이 유의하게 높았다. 객관
적 스트레스 지수, 우울, 수면의 질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빛 요법은 중년여성의 주관적 스트레
스, 삶의 질에 부분적으로 효과를 보이고 있어 빛 노출이 제한된 직무환경에서 근무하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주제어 : 빛 요법, 스트레스, 우울, 수면, 삶의 질

Abstract  This study i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to compare the effects of light therapy on stress, 
depression, sleep quality and quality of life in middle-aged women.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56 middle-aged women who worked at the same offic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August 26 to 
September 13 for the control group and from September 16 to October 4 for the experimental group. 
Subjective stress, depression, quality of sleep and quality of life in middle-aged women were measured 
by Numeric Rating Scale (NRS), Center for Epidemiology studies of scale (CES-D), Verran & 
Synder-Halpern Sleep scale (VHS) and WHO Quality of Life Scale Abbreviated Version 
(WHOQOL-BREF). Stress index was measured using a Canopy9 RSA (IEMBIO, Gangwondo, Korea) 
equipment.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 standard deviation, real number and percentage, χ²-test, 
t-test, repeated measures ANOVA and ANCOVA using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5.0.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xperimental group applying light therapy had significantly lower subjective stress 
(F=6.30, p<.001) and higher quality of life (F=2.80, p=.049) than the control group, There was no 
difference in objective stress index, depression, and sleep quality. As a result, light therapy is partially 
effective in subjective stress and quality of life for middle-aged women, and further research is needed 
on middle-aged women working in work environments with limited light exposure.

Key Words : Light therapy, Stress, Depression, Sleep, Quality of Life

*Corresponding Author : Myung-Haeng Hur(mhhur@eulji.ac.kr)
Received March 29, 2021
Accepted July 20, 2021

Revised  June 23, 2021 
Published July 28, 2021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2. No. 7, pp. 317-327, 2021

ISSN 2233-4890 / eISSN 2713-6353
https://doi.org/10.15207/JKCS.2021.12.7.317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2권 제7호318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7년 인구조사통계에 따르면 중년 여성 40~60세 

인구는 전체 인구의 32.8%를 차지하는데, 이 수치는 
1990년 통계의 2배에 달하며 중년 여성의 비율이 해마
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 여성의 만성질환 유병
률은 68.3%로, 남성의 56.3%보다 높으며[2], 중년 여성
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은 다른 연령층의 성인에 비해 비교
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삶의 질에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3]. 건강 관련한 삶의 질은 중년 
여성의 일상적인 기능과 안녕상태를 반영하는 지표로 여
성의 스트레스, 수면의 질 및 우울증의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3,4].

인생의 중년은 생물학적 능력은 쇠퇴하고 사회적 책임
은 증가하는 시기이다[5].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 
측면에서 균형과 조화가 필요한 시기, 중요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을 갑자기 잃어버리는 등 무의미함과 의미를 
상실하는 시기, 그리고 자녀의 독립과 결혼 등 사회적, 
심리적 요인에 의해 야기된 여러 상황 변화에 적응하는 
시기이다[6]. 이때 중년여성이 자신의 심리적 변화를 수
용하지 못하면 불안, 우울, 신경증 등 정서적 문제가 발
생하고 신체적, 사회적 퇴화를 초래하여 삶의 질이 저하
되게 된다[7]. 특히 호르몬 변화로 인한 폐경과 같은 신
체적인 변화와 손실로 심리적 노화를 겪는 중년여성들은 
이러한 변화의 부정적인 효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8]. 폐경기 중년여성의 신체적 증상은 두근거림, 두통, 
피로, 홍조, 발한, 수족냉증, 현기증 등이며, 심리적 증상
은 불안장애, 우울, 신경과민, 불면 등이고, 사회적으로
는 자녀들이 독립하는 시기와 맞물려 부부관계의 재정립
이 필요한 데서 오는 스트레스 등이 있다[9]. 족욕요법, 
주간 일광욕과 활동 요법, 발마사지, 아로마 요법, 빛 요
법 등은 수면장애 개선을 위한 비약물요법으로 보고되었
다[10]. 또 우울증을 줄이기 위한 비약물요법 중재연구에
서는 음악치료[11], 원예치료[12], 빛 요법[13-16] 등이 
보고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빛 요법은 부작용이 적고[10], 정신적 문
제나 우울증이 개선[11]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빛 요
법은 자연광이나 인공광을 이용하여 인체의 생리적 변화
를 유도함으로써 뇌의 신경화학물질과 호르몬 분비에 영
향을 주고 생체역학적 리듬의 변화를 일으켜 교란된 일
주기 리듬을 조절하게 한다[12,17]. 특히 낮에 몸을 통해 
주입되는 빛은 밤에 멜라토닌 분비를 증가시켜 순환 리

듬을 바꾸고 세로토닌 활동을 증가시켜 기분 조절에 관
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빛 요법은 기분, 인지, 
수면장애 등 각종 질병에 대해 비약리학적 개입 방법으
로 적용해 긍정적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
고 있다[19]. 

빛 요법을 이용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광
원은 자연광과 인공광을 균형있게 사용하였고, 광원의 
강도와 종류에 따라 시간을 다양하게 적용하였다. 이처
럼 빛을 적용한 연구 결과의 차이는 빛의 강도나 시간, 
적용기간과 같은 중재방법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되고 있다[20]. 수면의 질이 낮은 요양원에 거주하는 노
인을 대상으로 10,000 lux의 빛을 한 달 동안 아침에 30
분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게 한 결과 수면의 질에 효
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14],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오전 30분 동안 일주일에 3번, 10,000 lux 
light box 앞에 앉아 빛 치료를 받게 한 결과 우울증 증
상이 감소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연구보고가 있다[16]. 반
면에 치매 요양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1m 거리에서 2,500 lux의 빛을 14일간 매일 2시간씩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치료받게 한 결과, 야간수면 시
간이 증가되지 않았으며 주간수면 시간도 감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보고도 있다[21]. 빛 요법의 효과에 
대한 이러한 일관된 연구 결과의 부족은 새로운 중재 프
로그램 개발을 통해 경험적 증거를 구축하기 위한 반복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19].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년여성에서 빛요법이 스트레스, 
우울, 수면의 질과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여 근
거기반 간호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빛 요법이 중년여성의 스트레스, 우울, 수

면의 질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함이다. 

1.3 연구 가설
가. 제 1가설 : 빛 요법을 제공받은 실험군과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의 스트레스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제 1부가설 : 빛 요법을 제공받은 실험군과 제공받

지 않은 대조군의 주관적 스트레스에는 차이가 있
을 것이다.

2) 제 2부가설 : 빛 요법을 제공받은 실험군과 제공받
지 않은 대조군의 객관적 스트레스에는 차이가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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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Therapy (2019. 9. 16~10. 4)
     

Pre-test(T0) Treatment
(5days) Post-test(T5) Treatment

(5days) Post-test(T10) Post-test(T15)

 General
 
Characteristics
 Stress
 Depression
 Quality of  

Sleep 
 Quality of 

Life

Light Therapy
 10,000 lux
 Between
   9 a.m. and
   11a.m.
 About 45
   to 50cm
 40  to  55
   degrees 
   angle
 For 30 min.

 Stress
 Depression
 Quality of  

Sleep 
 Quality of 

Life

Light Therapy
 10,000 lux
 Between
   9 a.m. and
   11a.m.
 About 45
   to 50cm
 40  to  55
   degrees 
   angle
 For 30 min.

 Stress
 Depression
 Quality of  

Sleep 
 Quality of 

Life

 Stress
 Depression
 Quality of  

Sleep 
 Quality of 

Life

   
Control Group (2019. 8. 26~9. 13) : Daily Life

LT=Light Therapy; T0=Baseline; T5=5 days after Experimental Treatment; T10=10 days after Experimental Treatment; T15=15 days after 
Experimental Treatment; TX=10,000 lux, Between 9 a.m. and 11 a.m., About 45 to 50cm, 40 to 55 degrees angle, For 30minutes

Fig. 1. Research Design

나. 제 2가설 : 빛 요법을 제공받은 실험군과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의 우울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다. 제 3가설 : 빛 요법을 제공받은 실험군과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의 수면의 질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 제 4가설 : 빛 요법을 제공받은 실험군과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의 삶의 질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빛 요법이 중년여성의 스트레스, 우울, 수

면의 질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무작
위 대조군 실험연구로 Fig. 1과 같다.

2.2 연구 대상
2.2.1 연구 대상자 선정
본 연구의 대상자는 I시 일기관에 근무하는 방문교사

로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모집공고를 통하여 모집하였
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연구목적과 절차에 대하여 이해
하고 연구에 동의한 40세~60세 미만의 중년여성, 질문
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인 변화
에 대한 표현이 가능한 자로 선정하였다. 제외기준은 과
거 망막 광과민 증상이나 광알레르기 증상이 있었던 자, 
빛에 대한 과민 반응을 나타내는 특정 약 복용 중인 자, 

현재 눈의 질환이 있거나 최근 30일 이내 안과에서 레이
저 시술을 받은 자로 하였다.

2.2.2 표본 크기 산출방법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G-Power 3.1.9.2 Program을 

이용하였다. 선행논문[22,23]에서는 효과크기가 1.50 정
도로 계산되었으므로 일반적으로 큰 효과크기인 0.80을 
대입하여 결정하였다. 표본 수는 효과크기 0.80, 유의수
준 .05, 검정력 .80으로 양측검증으로 하였을 때 56명이 
필요하였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각 그룹 당 29명 총 58
명을 모집하였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빛 요법군 29명 중 1명은 설문지 
작성이 불충분하여 제외되었고, 대조군 29명 중 1명은 
Canopy9 RSA (IEMBIO, Gangwondo, Korea) 검사
를 시행하지 못해 제외되어, Fig. 2처럼 빛 요법군 28명, 
대조군 28명 총 5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완료하였다.

2.2.3 대상자 할당 
선정된 대상자들은 모집 순서별로 코드화한 후, 

Microsoft Excel 2010을 이용하여 난수 생성법
(Random Number Generation)을 통하여 1을 빛 요
법군, 2를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무작위 배정하였다. 연구
자는 대상자에게 폐쇄된 공간에서 1:1로 빛 요법 방법에 
대하여 교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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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ed for eligibility 
(n=58)

➜ Excluded (n=0)

Randomized (n=58)


Allocation

Allocated to intervention 
(Light therapy) (n=29)
▪ Received allocated   
   intervention (n=29)
▪ Did not received 
   allocated intervention 
   (n=0)

Allocated to intervention 
(Control) (n=29)
▪ Received allocated 
   intervention (n=29)
▪ Did not received 
   allocated intervention 
   (n=0)

 Follow-up
Lost to follow-up (n=1)
▪ Drop out insufficient 
   Questionnaire

Lost to follow-up (n=1)
▪  Canopy9 RSA not 
    measured

 Analysis

Analyzed (n=28) Analyzed (n=28)

Fig. 2. Process flow diagram

2.3 실험 처치
2.3.1 빛 요법 프로그램 개발
이 연구는 40세에서 60세 사이의 중년 여성을 대상으

로 개발된 빛 요법 프로그램을 2주 동안 시행하는 것이다.

가. 광원의 선정
본 연구에 사용된 광원의 기종은 Light Therapy 

Lamp (JSK-18), Satu Brown, Walnut (California), 
USA로 3단계 밝기 조정이 가능한(Light Therapy 
Energy Lamp with 3 Levels Brightness Adjustable) 
이동형 제품으로 하였다.

나. 광원의 거리
광원과 대상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10,000 lux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도계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광원에서 멀어질수록 받는 빛의 세기가 감소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광원으로부터 약 
18~20inch(약 45~50cm)거리를 유지하였다[24]. 

다. 광원의 위치
중재가 제공되는 시간 동안 강한 빛 자극으로 인한 각

막이나 망막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광원을 직접 쳐다보지 

말아야 한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25], 본 연구에서는 
광원을 아래에서 위쪽 40~55도 각도로 대상자를 비스듬
히 비추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라. 빛의 강도와 시간
국내 선행연구에서 인공광에 의한 빛 요법 제공 시 빛

의 강도는 2,500~5,000 lux 이며, 중재시간은 30분에
서 2시간 정도이었다[13,21]. 국외 선행연구에서 빛 요
법 적용 시 제공된 빛의 강도는 2,500에서 10,000 lux 
였으며, 중재시간은 30분에서 3시간으로 광원의 종류와 
강도에 따라 다양하였다[26]. 본 연구에서 빛의 강도는 
만 40~60세 중년여성에게 10,000 lux의 빛 요법을 적
용하여 특별한 이상반응 없이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빛의 강도를 10,000 lux로 
설정하였다[13,21]. 또한, 빛 요법 적용 시간은 연구대상
자의 직무환경 특성상 장시간 빛 요법 적용에 한계가 있
어 선행연구에서 수면 개선 효과가 나타난 중재시간인 
30분으로 결정하였다[13,22]. 

마. 중재 적용 시기
빛 요법 중재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오전에 중재가 제

공된 연구[21]와 오후에 중재가 제공된 연구[12]들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사무실내 근무시간 중 오전이 보다 중
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오전 9시에서 
11시[27] 사이를 빛 요법 중재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시
간대로 결정하였다.

2.3.2 연구보조자 훈련
연구의 원활한 실험진행을 위하여 연구자와 2인의 훈

련된 연구보조자에 의해 진행하였다. 연구보조자는 간호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2인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보조
자의 훈련은 매 실험마다 실시하였다.

연구보조자에게는 1인당 3명 내지 5명 정도의 대상자
를 배정하고, 사전 사후 측정과 중재를 담당하도록 하였
다. 또한 연구목적과 중재 시 처리해야 하는 업무에 대하
여 충분히 이해시키는 사전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실시함
으로써 중재 적용 시 연구자와 연구보조자 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빛 노출 시 광원으로
부터 일정한 거리 유지와 중재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
도록 교육하였다. 훈련내용에는 빛 요법 적용 시 대상자의 
안전과 활동에 대한 보조, Light Therapy lamp의 사용
법(조도, 위치, 거리 등)과 스트레스, 우울, 수면의 질 및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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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실험 중재
대조군과 실험군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실험처치

의 노출을 막기 위하여 대조군 먼저 조사한 다음 빛 요법
군의 실험처치를 시행하였다. 실험군의 중재는 오전 9시
에서 11시 사이에 조도 약 10,000 lux가 되도록 테이블
에 광원을 설치하여 30분간 적용하였고, 10회 시행되었
다[27]. 대조군에게는 일상생활 조도(약 300 lux)하에서 
생활하도록 하였다.

2.4 연구 도구
2.4.1 스트레스 
스트레스에 대한 주관적 반응은 대상자가 인식하는 반

응을 측정할 목적으로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0)에서부터 
스트레스가 많다(10)까지 10센티미터의 수평선 상 대상
자가 인식하는 스트레스 수준을 등급척도(Numeric 
Rating Scale, NRS)로 측정하였고 수치가 커질수록 스
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스트레스에 대한 객관적 반응은 자율신경계 측정장비
인 Canopy9 RSA (IEMBIO, Gangwondo, Korea) 장
비를 사용하여 심박동 변동률(Heart Rate Variability: 
HRV)을 연속 5분 동안 잰 후 표준 유도법을 사용하여 
정량화한 수치를 측정한 Stress Index 값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지수는 1부터 10까지로 1점은 스트레스가 없
고 10점은 높은 것으로 수치가 커질수록 스트레스 상황
에 많이 노출됨을 의미한다. 

2.4.2 우울
우울은 Radloff (1977)가 일반인을 상대로 우울에 대한 

역학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개발한 Center for 
Epidemiology Studies of scale (CES-D)[28]를 한국인에 
맞게 개발한 20문항의 한국판 CES-D[29]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우울한 감정 7개 문항, 긍정적 정서 4개 문항, 대인관
계 관련한 문항 2개와 신체화 증상 관련 문항 7개로 구성되
어 있다. 점수는 우울하지 않음(0-9), 약간 우울(10-15), 보
통 우울(16-24), 심한 우울(25점 이상) 등의 네 단계로 분류
된다. 각 문항은 ‘1일 이하(매우 드뭄)’ 0점, ‘1~2일(가끔)’ 1
점, ‘2~4일(종종)’ 2점, ‘5~7일(대부분)’ 3점 Likert 척도로 
최저 0점부터 최고 60점까지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 문항은 
역 환산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 저자가 도구를 개발할 당시 
Cronbach's alpha는 .85 [29], 수정 보완한 도구의 
Cronbach's alpha는 .91 [30], 본 연구에서는 .77 이었다.

2.4.3 수면의 질
수면의 질은 Verran & Synder-Halpern Sleep 

scale (VHS) [30]을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31]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수면과 관련하여 나눈 4개 영
역인 총 수면시간, 수면의 깊이, 수면의 단절 정도, 수면 
도입시간으로 총 8문항, 10점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0점
에서 80점이다. 점수가 커질수록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
는 것을 뜻한다. Verran & Synder-Halpern Sleep 
scale (VHS) 개발할 때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2 [30],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s α = .86 [31], 본 연구에서는 .82 이었다. 

2.4.4 삶의 질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지침에 따라 

만든 한국형 세계보건기구의 삶의 질에 관한 간편 척도
(WHOQOL-BREF)로 측정한 점수를 뜻한다[32]. 
WHOQOL-BREF는 7문항의 신체적인 건강영역
(Physical health domain), 6문항의 심리적 영역
(psychological domain), 3문항의 사회적 관계영역
(social relationships domain), 8문항의 환경영역
(environmental domain) 등 4개 영역과 2문항의 전반
적(overall)인 삶의 질 및 일반적 건강인식(general 
health) 등 총 26문항 이다. 채점 방식은 5점 Likert 척
도로 ‘전혀 아님’을 1점으로 최대 5점으로 부여한다. 점
수범위는 26점~130점인데 커질수록 삶의 질이 개선됨
을 뜻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80 
[32], 본 연구에서는 .85 이었다.

2.5 자료 수집 절차 및 윤리적 고려
E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IRB No. EU19-66)을 받았으며, 연구기관의 협조를 얻
어 연구기관장 승인서를 받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자
료수집은 2019년 8월 26일부터 2019년 10월 4일까지 
총 6주 동안 진행되었다. 대조군은 2019년 8월 26일부
터 2019년 9월 13일까지, 실험군은 2019년 9월 16일부
터 10월 4일까지 각 3주간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 진행 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
하여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만
약 참여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철회가능함을 
설명하여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수집된 자료는 개인정
보와 비밀보장을 위해 개인정보처리 지침에 따라 ID를 
고유번호로 코드화하였다. 자료수집 후 연구 참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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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omogeneity Tests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56)

Charact-
eristics

Categ
-ory

Light 
therapy 
group 
(n=28)

Control 
group
(n=28)

χ²
or
 t

p

Mean±SD 
or N(%)

Mean±SD 
or N(%)

Age (yr) 48.18±5.33 46.54±6.33 1.05 .298

Spouse
Yes 27(96.4) 27(96.4) <.001 >.999†

No 1(3.6) 1(3.6)

Educatio
n level

High 
school 7(25.0) 12(42.9) 3.50 .184†

College 19(67.9) 12(42.9)

Graduate 2(7.1) 4(14.3)

Monthly 
income
(10,000 
won)

<200 5(17.9) 11(39.3) 3.20 .211

200~299 13(46.4) 9(32.1)

≥300 10(35.7) 8(28.6)

Natural 
light 

expose

<30min 12(42.9) 8(28.6) 1.28 .597†

≥30min~<
2hr 12(42.9) 15(53.6)

≥2hr 4(14.3) 5(17.9)

sleeping 
hours per 

night

<6hr 5(17.9) 7(25.0) 0.42 .746

≥6hr 23(82.1) 21(75.0)
†Fisher's exact test; Mean±SD = Mean±Standard Deviation

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2.5.1 사전 조사
사전 조사는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배우자 유무, 교

육 정도, 월 수입을 설문하였고, 자연광 노출시간, 밤 수
면시간을 조사하였다. 주관적 스트레스, 우울, 수면의 질 
및 삶의 질을 설문지로 조사하였고 객관적 스트레스 지
수는 Canopy9 RSA (IEMBIO, Gangwondo, Korea) 
장비로 측정하였다.

2.5.2 빛 요법 적용절차
연구보조자는 실험 첫째 날 오전 9~11시 사이 대상자

의 책상 위에 10,000 lux의 조도, 45~50cm 거리, 
45~55도의 각도를 유지하여 Light Therapy Lamp를 
설치하였다. Light Therapy Lamp를 켜고 끄는 등의 조
작행위는 연구보조자가 직접 하였다. 빛 적용 최대 허용 
시간은 30분이며 대상자가 빛을 직접 보지 않도록 설명
하였고 빛이 노출되는 동안 평소대로 자신의 책상에서 
하루 업무를 시작하게 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연속 5일
간 동일한 처치가 하루 30분씩 진행되었다. 빛 요법이 진
행되는 30분 동안 특별한 불편감이나 눈부심, 충혈, 어지
러움 등의 이상반응이 있었는지 ‘빛 요법 반응 관찰일지’
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즉시 중단하
고 연구자에게 연락할 것을 교육하였다. 실험 처치 5일
(T5)이 되는 날 하루 일과가 끝나고 퇴근 하기 전, 대상자
에게 설문지(사후 조사 1)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객관적 
스트레스 지수는 연구보조자에 의해 Canopy9 RSA 
(IEMBIO, Gangwondo, Korea)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의 실험 처치가 끝
난 후 대상자는 2일간 휴지기(주말)를 갖는다. 2일은 출
근하지 않는 날에 해당한다. 휴지기 이후, 위와 같은 방
식으로 실험 처치가 5일 동안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실
험 처치 10일(T10)이 되는 날 하루 일과가 끝나고 퇴근 
하기 전, 대상자에게 설문지(사후 조사 2)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객관적 스트레스 지수는 Canopy9 RSA(IEMBIO, 
Gangwondo, Korea)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10
일간의 실험 처치가 종료 된 5일 후(T15) 빛의 잔여 효과
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설문지(사후 조사 3)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객관적 스트레스 지수는 Canopy9 
RSA(IEMBIO, Gangwondo, Korea)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매 설문조사에는 총 15분 정도 시간이 소요
되었다.

대조군은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지를 작성

하였다. 이후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처치 5일 후(T5), 
처치 10일 후(T10), 처치 15일(T15) 후 실험군과 같은 시
점에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객관적 스트레스 지수
는 Canopy9 RSA(IEMBIO, Gangwondo, Korea) 장
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6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과 
표준편차,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고, 동질성 검정은 χ
²-test, t-test,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였다. 실험
군과 대조군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처치 전후 스
트레스, 우울, 수면의 질 및 삶의 질을 t-test, repeated 
measures ANOVA, ANCOVA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동질성 검증
3.1.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두 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을 실시한 결

과 Table 1과 같이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 정도, 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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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Perceived Stress, Stress Index, Depression, Quality of Sleep & Quality of Life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56)

Variables Categories
Light therapy group

(n=28)
Control group

(n=28) t p F(p) Sphericity test 
W(p)Mean±SD Mean±SD

Stress
(NRS)

T0 6.61±1.97 6.21±1.52 0.84 .407 Time
11.28(p<.001) .63(p<.001)

T5 5.43±1.45 6.25±1.53 -2.06 .044 Group*Time
6.30(P<.001)

T10 4.86±1.65 5.50±1.04 -1.75 .086 Group
1.21(.276)

T15 5.18±1.61 5.57±1.37 -0.98 .330

Stress Index

T0 4.50±2.10 4.79±2.01 -0.52 .605 Time
3.29(.028) .53(p<.001)

T5 4.14±1.69 4.61±1.29 -1.16 .253 Group*Time 
2.14(.106)

T10 4.79±1.83 4.54±2.01 0.49 .629 Group
0.61(.439)

T15 3.89±1.40 4.54±1.43 -1.70 .094

Depression

T0 11.21±7.32 15.29±9.21 -1.83 .073 Time
1.27(.293) .54(p<.001)

T5 10.61±6.22 14.43±6.65 1.49 .228† Group*Time 
0.53(.664)

T10 10.68±8.55 13.43±7.29 0.01 .930† Group
4.06(.049)

T15 10.79±9.14 14.89±5.88 1.07 .306†

Quality of 
Sleep

T0 50.86±11.44 49.82±10.76 0.35 .729 Time
1.38(.259) .74(.008)

T5 52.64±11.95 50.54±10.28 0.71 .482 Group*Time
0.17(.915)

T10 54.18±12.57 51.54±11.41 0.82 .414 Group
0.57(.455)

T15 53.21±9.80 50.96±10.62 0.82 .414

Quality of Life

T0 90.82±10.48 90.64±9.42 0.07 .947 Time
5.35(.003) .19(p<.001)

T5 92.43±10.36 90.82±9.27 0.61 .543 Group*Time 
2.80(.049)

T10 91.96±9.57 84.11±12.67 2.62 .011 Group
2.44(.124)

T15 90.75±9.63 84.86±11.28 2.10 .040

Mean±SD=Mean±Standard Deviation; NRS=Numeric Rating Scale; T0=Baseline; T5=5 days after Experimental Treatment; T10=10 days after 
Experimental Treatment; T15=15 days after Experimental Treatment; F(p)=Repeated Measure ANOVA; †: ANCOVA

득, 자연광 노출시간, 밤 수면시간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성이 확보되었다.

3.1.2 대상자의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
연구대상자의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Table 2와 같이 실험군과 대조군 두 그룹간 사전 
주관적 스트레스(t=0.84, p=.407), 객관적 스트레스 지
수(t=-0.52, p=.605), 우울(t=-1.83, p=.073), 수면의 
질(t=0.35, p=.729), 삶의 질(t=0.07, p=.947)에서 유의

한 차이가 없어 두 군은 동질한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3.2 빛 요법이 스트레스, 우울, 수면의 질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빛 요법을 시행한 처치 전, 처치 5일, 처치 10일, 처치 
15일까지 총 4회 측정한 주관적 스트레스의 점수는 실험 
처치 전(T0) 실험군, 대조군 각각 6.61점, 6.21점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처치 5일(T5) 주관적 스
트레스 점수는 실험군, 대조군 각각 5.43점, 6.25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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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06, p=.044). 그러나 처치 
10일(T10) 주관적 스트레스 점수는 실험군, 대조군 각각 
4.86점, 5.50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처치 15일
(T15) 주관적 스트레스 점수도 실험군, 대조군 각각 5.18
점, 5.57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처치 총 15일간 
주관적 스트레스 점수를 반복측정분산분석한 결과 시간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11.28, p<.001), 집단
과 시간의 교호작용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음(F=6.30, 
p<.001)을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제 1부
가설인 빛 요법을 제공받은 실험군과 제공받지 않은 대
조군의 주관적 스트레스 차이의 결과는 실험 처치 후 빛 
요법을 시행한 5일(T5)에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빛 요법을 시행한 처치 전, 처치 5일, 처치 10일, 처치 
15일까지 총 4회 측정한 객관적 스트레스점수는 실험 처
치 전(T0) 실험군, 대조군 각각 4.50점, 4.79점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고, 처치 5일(T5) 객관적 스트레스 점수는 
실험군, 대조군 각각 4.14점, 4.61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처치 10일(T10) 객관적 스트레스 점수는 실험군, 
대조군 각각 4.79점, 4.54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처치 15일(T15) 객관적 스트레스 점수는 실험군, 대조군 
각각 3.89점, 4.54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처치 
총 15일간 객관적 스트레스 점수를 반복측정분산분석한 
결과 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F=3.29, 
p=.028), 집단과 시간의 교호작용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고, 집단에 따른 두 군 간의 객관적 스트레스 점수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
라서, 제 2부가설인 빛 요법을 제공받은 실험군과 제공
받지 않은 대조군의 객관적 스트레스 차이의 결과는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기각되었다.

빛 요법을 시행한 처치 전, 처치 5일, 처치 10일, 처치 
15일까지 총 4회를 ANCOVA로 분석한 우울 점수는 실
험 처치 전(T0) 실험군, 대조군 각각 11.21점, 15.29점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처치 5일(T5) 우울 점수는 
실험군, 대조군 각각 10.61점, 14.43점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처치 10일(T10) 우울 점수는 실험군, 대조군 
각각 10.68점, 13.43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처치 
15일(T15) 우울 점수는 실험군, 대조군 각각 10.79점, 
14.89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처치 총 15일간 우
울 점수를 반복측정분산분석한 결과 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집단과 시간의 교호작용에도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그러나 집단에 따른 두 군 간의 우울 점수
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F=4.06, p=.049)을 Table 2에

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제 2가설인 빛 요법을 제공
받은 실험군과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의 우울 차이의 결
과는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기각되었다.

빛 요법을 시행한 처치 전, 처치 5일, 처치 10일, 처치 
15일까지 총 4회 측정한 수면의 질 점수는 실험 처치 전
(T0) 실험군, 대조군 각각 50.86점, 49.82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처치 5일(T5) 수면의 질 점수도 실험군, 
대조군 각각 52.64점, 50.54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처치 10일(T10) 수면의 질 점수는 실험군, 대조군 각
각 54.18점, 51.54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처치 
15일(T15) 수면의 질 점수는 실험군, 대조군 각각 53.21
점, 50.96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처치 총 15일간 
수면의 질 점수를 반복측정분산분석한 결과 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집단과 시간의 교호작용에도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집단에 따른 두 군 간의 수면
의 질 점수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Table 2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제 3가설인 빛 요법을 제공받은 실
험군과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의 수면의 질 차이의 결과
는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기각되었다.

빛 요법을 시행한 처치 전, 처치 5일, 처치 10일, 처치 
15일까지 총 4회 측정한 삶의 질 점수는 실험 처치 전
(T0) 실험군, 대조군 각각 90.82점, 90.64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처치 5일(T5) 삶의 질 점수는 실험군, 대
조군 각각 92.43점, 90.82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처치 10일(T10) 삶의 질 점수는 실험군, 대조군 
각각 91.96점, 84.11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t=2.62, p=.011), 처치 15일(T15) 삶의 질 점수도 실험
군, 대조군 각각 90.75점, 84.86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10, p=.040). 처치 총 15일간 삶의 질 점수
를 반복측정분산분석한 결과 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5.35, p=.003), 집단과 시간의 교호작용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2.80, p=.049). 하지만 집단에 
따른 두 군 간의 삶의 질 점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제 4가설인 빛 요
법을 제공받은 실험군과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의 삶의 
질 차이의 결과는 실험 처치 5일(T5)까지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으나 처치 10일(T10), 처치 15일(T15)에는 두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4. 논의

본 연구는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빛 요법이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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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수면의 질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이 연구는 무작위 대조군 실험연구로 중년
여성 대상자 총 56명으로 실험을 완료하였다. 총 56명 
중 실험군 28명에게 빛 요법 프로그램을 10일간 적용하
였고, 대조군 28명에게는 일상생활조도 하(300 lux)에서 
생활하도록 하여 그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였다. 업무의 
특성상 오전 중에는 주로 사무실 내에 머무르지만 대조
군의 경우 직무상 외부활동까지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
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빛 요법의 특성을 살펴보면, 중년
여성에게 10,000 lux로 10일 동안 매일 아침 30분씩 빛 
요법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장기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16]의 연구에 근거하여 빛의 강도를 10,000 lux로 
설정하였다. 빛 요법 적용 시간도 입소 노인[13,16]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 따라 30분으로 하였으며 적용시기도 
기존 연구[33]에 따라 이른 아침에 적용하였다. 중년 여
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인공 빛 요법 2,500 
lux로 자연 빛 요법 500 lux로, 매일 오전 10~12시까
지, 2시간 동안, 2주일간 노출한 결과, 우울과 수면에 유
의한 결과를 나타낸 보고도 있다[34]. 이러한 연령대별 
다양한 중재방법을 적용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
구에서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무직 중년여성을 대상으
로 직무 환경에 맞게 조도를 10,000 lux로 높이고, 적용
시간은 30분으로 줄여서 측정한 결과, 빛 요법 적용에 유
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향후 빛의 강도, 적용시간, 
적용시기 등 중재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한 반복연구가 필
요하다고 본다.

빛 요법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로 10일간 빛 요법
을 적용한 연구결과, 주관적 스트레스는 처치 5일, 10일, 
15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실험 처치 후 5일에는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10일, 15일에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또한 객관적 스트레스를 측정했을 때는 시
기별로 처치 5일, 10일, 15일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빛 요법이 스트레스에 대한 긍정적 영향
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결과를 도출해 낸 선행문
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직접적 비교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다. 본 연구에서 주관적 스트레스의 경우 일부 단기적 효
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으나 객관적 스트레스에
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빛 요법에 대
한 대상자의 기대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직접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빛 요법을 적용한 후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처치 5일, 10일, 15일에 살펴보았을 때, 실험 처치 후 두 

군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실험처치 후 우울에 관
한 효과를 확인한 결과, 선행연구에서 갱년기 여성을 대
상으로 한 연구[34],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
으로 한 연구[16],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23]에서
는 우울이 유의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장
기요양 시설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15]에서는 유의
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빛 요법을 적용한 후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면, 처치 5일, 10일, 15일에 살펴보았을 때, 실험 처치 
후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실험 처치 후 수면에 
질에 관한 효과를 확인한 결과, 기존의 연구에서는 여성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22], 갱년기 여성을 대상
으로 한 연구[34], 요양병원 입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
구[13], 요양원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14]에서는 수면
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요양시설에 거
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16]에서도 수면장애
를 줄일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23]에서도 수면의 질이 증가하였고 중재 후 1주
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장기 요양시설
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15], 치매 요양원 환자를 대
상으로 한 연구[21]에서는 수면의 질 효과는 개선되지 않
은 결과를 나타내어 본 연구의 결과와 대체로 동일한 결
과를 나타내고 있다. 중년여성을 대상을 한 기존 연구
[34]는 수면에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나, 요양원 입소 노인
[15],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21]에서는 이와 상
반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자는 
70~80%가 정상수면 대상자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
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울, 수면의 질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대상자를 활발하
게 움직이는 중년여성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대상자의 특성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직무 특성상 주중 오전 시간에는 방문고객에 
대한 영업전략을 세우기 위한 사무실 내 근무를 하고 오
후 시간에 주로 개별 고객의 집으로 직접 방문할 목적으
로 자가운전을 하면서 이동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비록 
차량내 운전 중이었기는 하지만 간접적으로 햇빛에 노출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빛 요법 적용을 집중적으로 시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에 확연한 영향을 미치
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우울 정
도가 높고 수면장애를 보이는 노인을 연구대상자로 하였
으나, 본 연구에서는 직장에 근무하는 중년여성을 대상
자로 선정함으로써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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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 
빛 요법을 적용한 후 삶의 질은 처치 5일, 10일, 15일

에 나누어 각각 살펴보았을 때, 실험 처치 후 처치 5일에
는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10일 이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단기적인 효과는 없고 10일 이상
의 장기적인 효과에서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선행연구에서 물리적 치유 환경과 의료 공간에 
따른 변화와 빛의 조절에 관한 연구 분석결과 빛의 조절
이 연구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35], 
건축 실내공간에 유입되는 빛은 대상자의 생체리듬과 건
강, 기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36]. 최적화된 빛 환경
은 건축 실내공간에 유입되는 자연광을 위한 방향을 고
려한 적절한 건물의 배치에 따라 실내공간에서의 대상자
의 활동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37]. 
빛 요법을 적용한 후 5일 이내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10
일 이상의 장기적인 효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
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근거마련을 위해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의 결과, 빛 요법이 중년여성의 주관적 스트레
스, 삶의 질에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었으나, 객관적 스트
레스, 우울, 수면의 질에는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빛 노출이 제한된 
직무환경에서 근무하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빛의 
강도, 적용시간, 적용시기 등 중재방법을 다양하게 적용
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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