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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1) the incidence of insomnia, 2)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in-
somniacs, 3) the correlation of severity of insomnia with somatic complaints and psychological distresses, and 4) the beliefs and 

attitudes about sleep in patients with chronic renal failure on hemodialysis. 

Methods: The author evaluated 153 patients, receiving hemodialysis therapy at the four outpatients hemodialysis units in Pusan, 
Korea. The patients had completed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package, which consisted of basic demographic findings, 

questions characterizing insomnia,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Spielburger’s 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I), and visual 
analogue scales measuring quantitatively the severity of the self-perceived psychological and somatic symptoms. And several 

laboratory data were collected. Diagnosis of insomnia was made in the base of insomnia criteria of DSM-IV an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leep disorders. Subjects were dichotomized into those who reported any characteristics of insomnia or those 

who had no insomnia during the preceding two weeks. 

Results: Insomnia was found in 100(65.4%) of 153 patients. No statistical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he patients with and 
without insomnia in terms of age, gender, education, marital status, mean duration of hemodialysis and all considered laboratory 

findings except serum albumin. The patients with insomnia had significantly higher BDI score and predialysis systolic blood 

pressure, and lower serum albumin as compared to non-insomnia group.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wo groups 

in terms of self-perceived distress such as sadness, anxiety, worry, pruritus, and dysfunction of daily life. The data showed stati-

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insomnia severity and some variables such as physical dysfunction, pruritus, bone pain, 

sadness, anxiety, worry, dysfunction of daily life and excessive daytime sleepiness. The patients with insomnia had significantly 

several dysfunctional beliefs and attitudes about sleep than those without insomnia. 

Conclus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nsomnia is very common in hemodialysis patients and likely contribute to the impaired 
quality of life experienced by many these patients. The author suggests that physical and psychological distresses would be red-

uced and the quality of life could be improved if their sleep disturbances are properly ameliorated in patients on hemodialysis. 

Sleep Medicine and Psychophysiology 1999；；；；6((((2))))：：：：12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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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만성 신부전증은 진행성의 신 손상으로 인한 신 실질의 점

진적인 파괴로 비가역적이고 영구적인 신 기능장애가 초래되

어 요독증이 발생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초기에는 일반

적인 대증요법으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투석요

법이나 신장이식 수술이 요구된다. 이 중 혈액투석은 반투막

을 통한 확산 과정을 이용하여 혈액으로부터 노폐물을 제거

하고 인체에 필요한 구성 요소를 공급하는 치료 방법이다(1). 

국내의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수는 최근 10여 년간 지속적

으로 증가하여 1998년 현재 약 2만여명이며 이 중 약 절반

인 1만여 명이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 이와 함께 혈액투석을 단순히 생명을 연장시키는 도구로 

본 논문의 요지는 2000년 3월 31일 대한수면·정신생리학회 춘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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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던 관점에서 이러한 환자들의 삶의 질에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혈액투석을 받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우울과 불안 같은 심

인적인 증상(3-5)과 피부 소양증과 골관절 통증 같은 신체

적인 증상(6)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불

면증은 이 환자들이 겪는 중요한 증상들 중의 하나로 자주 보

고되고 있다(7). 거의 모든 신장학 전문의들이 임상에서 투석 

중인 환자들의 수면변화를 보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불면증

을 비롯한 투석 중인 환자들이 갖는 수면장애의 유병률에 대

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고(8-10), 지금까지의 보고로는 연구

자에 따라 50~83%로 나타나 있다(11). 

혈액투석 중인 환자에서 불면증 발생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우울과 불안 등의 심인적인 요인, 요독증과 관련된 생화학적 

이상, 피부 소양증과 골관절 통증 등의 신체적인 증상, 그 외 

연령증가, 고혈압과 당뇨병, 저탄산증, 말초 신경병증, 빈혈, 

호르몬 이상, 투석요법시의 낮잠 등에 의한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혈액투석요법 환자에서 크레아티닌, 요소 등의 증가를 

동반한 요독증의 악화는 수면무호흡 증후군, 주기성사지운동

장애, 그리고 하지불편증후군의 병인에 기여한다는 보고도 

있다(11). 

수면장애는 낮 동안에 졸리움을 일으켜서 기민성에 장애를 

주고,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을 저하시킨다(7). 또, 우울과 불

안 같은 심인적인 스트레스를 야기하기도 하고(12), 때로는 

수면장애에 의한 증상을 신체증상으로 오인하기도 하며, 치료

의 순응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13), 전체적인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6,14). 그러므로, 혈액투석 중인 환자를 진료하는 

데 있어서 수면장애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 

불면증이 가끔 혈액투석 중인 환자의 신체 증상에 대한 연

구에 포함되어 다루어지긴 했지만(6) 그 유병률과 특성에 대

한 연구는 많지 않고, 특히 저자들이 조사한 바로는 국내에서

의 연구는 드물었다.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혈액투석 중인 환

자들을 대상으로 1) 불면증의 빈도, 2) 불면증 환자들의 특

성, 3) 불면증의 정도와 신체 및 심인적인 증상의 상관관계, 

4) 수면에 대한 믿음과 태도 등을 조사하여 혈액투석 중인 

만성 신부전증 환자들의 진료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부산시내 소재 4개의 혈액투석실(대학병원 1, 종합병원 1, 

개인의원 2)에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중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153명(남 

87명, 여 6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급성 신부전증이나 약물

중독 등으로 단기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 의식 또는 지적능력

의 장애로 질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환자, 신부전증 

이외의 심각한 신체질환 또는 정신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환

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방  법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재학생 중 본 연구의 연구보

조자로 자원한 7명을 선발하였다. 연구보조자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조사방법을 교육시켰고 예비조사 과정을 통하여 문제

점을 발견, 수정하였고 아울러 조사과정에 숙달하게 하였다. 

조사기간은 1998년 1월 19일부터 동월 25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하였으며, 조사 장소는 상기한 4곳의 혈액투석실에서 이

루어졌다. 연구대상 환자가 혈액투석을 받는 동안 연구 보조

자가 연구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한 후 동의한 환자들을 대

상으로 인구통계학적 자료, 불면증에 대한 보고, 벡 우울증 척

도(Beck Depression Inventory, 이하 BDI), 스필버거 상

태-특성 불안 척도(State-Trait Aanxiety Inventory, 이하 

STAI), 주관적으로 느끼는 심인적 그리고 신체적 증상의 심

한 정도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시각유도 척도(visual analo-

gue scales, 이하 VAS) 등을 포함하는 설문지를 완성하게 

하였다.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 체중, 신장 등의 신체상태와 

혈색소, 적혈구용적률, 혈청 나트륨, 혈청 칼륨, 혈청 칼슘, 혈

청 인, 혈청 철, 총 철결합능, 혈청 페리틴 그리고 혈청 알부

민과 같은 혈액화학검사치들을 조사하였다. 

불면증은 DSM-IV(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IV)(15)와 국제수면 분류의 지속적인 불

면증 기준(16)을 참조하여 진단하였다. 그 기준은 1) 주관적

으로 수면이 부족다는 호소, 2) 수면의 시작 그리고/또는 유지

의 어려움, 입면에 걸리는 시간, 그리고/또는 입면후 깨어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수면효율이 85% 이하, 3) 수면장애가 일

주일에 3회 이상 존재, 4) 불면증 지속이 6개월 이상, 5) 부

족한 수면 때문에 생기는 피로감, 작업장애, 또는 기분장애가 

하나 이상 있다고 주관적으로 호소, 6) 수면장애(또는 그로 

인한 낮 동안의 기능장애)가 사회적 또는 직업적 기능에 많

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현저한 고통을 유발하는 것으로 삼고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 환자들은 이러한 진단기준을 토대로 

불면증군과 비불면증군으로 분류하였다. 

 

3. 도  구 

 

1) 수면관련 설문지 

본 연구에 알맞게 고안된 설문지는 총 68문항으로 되어 있

다. 이 중 6문항이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자료이며, 11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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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으로 구성된 최근 보름동안의 주관적인 건강, 기분상태, 신

체적인 증상, 불면증에 대한 평가가 있다. 이 11개 문항의 응

답방법은 서술형 또는 100mm 길이의 수평선상에 연구대상

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심한 정도를 사선으로 표시하는 VAS

로 이루어졌다. 

수면에 대한 믿음과 태도 설문지는 Morin(17)이 개발한 

것을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30개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방법은 VAS를 사용하였고, 신뢰

도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불면증 조사 항목은 전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

면 장애 설문지(18)(Sleep Disorders Questionnaire)를 기

본으로 불면증의 대표적인 12개 증상에 대한 질문을 발췌, 

수정하였고 예/아니오로 응답하게 하였다. 나머지 9개 문항은 

수면위생에 대한 서술형의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2) 벡 우울증 척도(BDI) 

BDI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흔히 이용되고 있는 자기보고형 

우울증 척도로 21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BDI는 국내

에서도 몇몇 연구자들에 의하여 표준화가 되어 있는데, 본 연

구에서는 한홍무 등(19)이 번안 및 표준화한 것을 이용하

였다. 

 

3) 스필버거 상태-특성 불안 척도(STAI) 

STAI는 4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형 불안척도로

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강도가 변하는 상태불안과, 비교

적 변화하지 않고 개인차를 가지는 동기나 획득된 행동성향

으로 나타나는 특성불안을 파악하며 1번에서 20번까지의 문

항은 상태불안을, 21번에서 40번까지의 문항은 특성불안을 

평가한다. STAI의 점수 분포는 0점에서 80점까지 가능하

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덕웅 등(20)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표준화한 것을 이용하

였다. 

 

4. 통계처리 

SAS 통계프로그램(version 6.12)을 사용하여 student t-

test와 chi-square를 구하였다. 불면증상과 몇 가지 요인들

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을 사용하였다. 

 

연 구 결 과 
 

1. 본 연구 대상군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본 연구에 참여한 총153명의 혈액투석 환자의 평균 나이

는 46.5(18∼73)세였고, 남자가 87명(56.9%) 그리고 여자

가 66명(43.1%)이었다. 평균 혈액투석기간은 48.1(1∼220) 

개월이었다. 기혼자는 70.2%였고, 교육기간은 평균 10.5년이

었다. 사회경제 상태는 51.9%가‘하’, 46.6%가‘중’, 그리고 

1.5%가‘상’이라고 응답하였다(Table 1). 

 

2. 불면증군과 비불면증군간의 비교 

 

1) 두 군간의 인구통계학적 비교 

12개의 불면증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 연구대상 

153명중 100명(65.4%)이 불면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

다. 불면증군의 평균 나이는 46.9세, 비불면증군은 45.7세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외에 남녀비, 결혼상태, 

직업상태, 사회경제상태 그리고 교육기간 모두 두 군간에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평균 혈액투석기간도 불면증군이 평균 

44.8개월, 비불면증군이 평균 54.3개월로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2) 수면위생의 비교 

수면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환경적 변인들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수면위생이 좋은 군과 그렇지 못한 군으로 나누었

다. 수면위생이 좋은 경우는 불면증군의 43.0%, 비불면증군

의 50.9%로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3) BDI와 STAI 점수의 비교 

BDI는 불면증군이 평균 25.2점, 비불면증군이 평균 18.5점

으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p<0.001), STAI

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Subjects (N＝153)  

N(%) Mean±SD 

Age(years)  46.5±13.0 
Gender(male/female) 87(56.9%)/ 66(43.1%)  
Marital status(married/others) 106(70.2%)/ 47(29.8%)  
Education(years)  10.5± 3.9 
Socioeconomic status(high/middle/low) 2(1.5%)/ 62(46.6%)/ 69(51.9%)  
Duration of dialysis(months)  48.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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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혈액화학검사 소견의 비교 

신체검사상 불면증군의 수축기 혈압이 비불면증군의 그것

에 비하여 유의하게 더 높았고(161.7/91.0 mmHg vs 152.7/ 

88.6 mmHg, p<0.05), 혈액화학검사 소견들 중에서는 불면

증군의 혈청 알부민치가 비불면증군의 그것에 비하여 유의하

게 더 낮았다(3.8g m/dl vs 4.0 gm/dl, p<0.01)(Table 2). 

기타 조사한 실험실 검사 결과들은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심인적, 신체적 증상의 비교 

VAS를 이용하여 두 군간의 주관적인 고통에 대하여 비교

하였다. 심인적인 증상호소에서 불면증군은 비불면증군에 비

하여 더 슬프고(p<0.001), 더 불안하고(p<0.001), 걱정이 많

다고(p<0.005) 호소하고 있었다. 신체적인 증상에 대한 호

소에서는 불면증군이 비불면증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피부소

양증을 더 호소하고 있었으나(p<0.001), 골관절 통증에 대한 

호소와 자신의 신체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은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불면증에 의한 일상생활에서

의 기능장애는 불면증군이 비불면증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더 

호소하고 있었다(p<0.001)(Table 3). 

 

4. 불면증 정도와 신체 및 심인증상의 상관관계 

불면증이 심할수록 불량한 신체적 건강상태(r＝.254, p＝

0.005), 피부 소양증(r＝.366, p<0.001), 그리고 골관절 통

증(r＝.280, p＝0.005) 등의 신체적 증상을 많이 호소하고 

있었고, 슬픔(r＝.326, p＝0.001), 불안(r＝.363, p<0.001), 

그리고 걱정(r＝.272, p<0.005) 등의 심인적인 증상도 많이 

호소하고 있었다. 즉, 불면증의 심한 정도는 신체적, 심인적 

장애의 정도와 밀접한 양의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불면증과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장애(r＝.646, p<0.001) 그리

고 낮 동안의 졸음(r＝.394, p<0.001) 사이에도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었다(Table 4). 

 

5. 수면에 대한 믿음과 태도 비교 

수면에 대한 믿음과 태도 30문항을 조사 비교하였다. 불

면증군은 비불면증군에 비하여‘잠을 잘자지 못해서 생기는 

나쁜 결과들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p<0. 

Table 2. General comparison of insomniacs and non-insomniacs 
 Insomniacs(N＝100, 65.4%) Non-insomniacs(N＝53, 34.6%) 

Age(years) 46.9±12.9 45.7±13.4 
Gender(male/female) 56(56.0%)/ 44(44.0%) 31(58.5%)/ 22(41.5%) 
Marital status(married/others) 65(66.3%)/ 33(33.7%) 41(77.4%)/ 12(22.6%) 
Occupation(jobless/housewife/others) 52(53.1%)/ 21(21.4%)/ 25(25.5%) 46(46.9%)/ 14(27.5%)/ 16(25.6%) 
Socioconomic status(high/middle/low) 2(2.3%)/ 39(43.8%)/ 48(53.9%) 0(0%)/ 23(52.5%)/ 21(47.7%) 
Education(years) 10.1± 4.1 11.4± 3.3 
Duration of dialysis(months) 44.8±39.1 54.3±52.4 
Sleep hygiene(good/bad) 43(43.0%)/ 57(57.0%) 27(50.94%)/ 26(49.1%) 
Beck Depression Inventory 25.2±10.8 18.5± 9.6*** 
State Anxiety Inventory 42.2± 6.8 41.0± 6.9 
Trait Anxiety Inventory 45.5± 8.9 43.1± 9.1 
Predialysis BP(mmHg) 161.7±22.2/ 91.0±13.3 152.7±25.4*/ 88.6±11.4 
Serum albumin(gm/dl) 3.8± 0.5 4.0± 0.3** 

*p<.05,     **p<.01,     ***p<.001 

Table 3. Subjectively estimated self-perception using visual 
analogue scales 

Self-perception Insomniacs 
(N＝100) 

Non-insomniacs 
(N＝53) p value 

Sadness 46.5±31.0 25.6±29.0 0.000 
Anxiety 49.1±29.0 27.8±27.5 0.000 
Worry 63.2±26.2 45.4±35.1 0.002 
Physical dysfunction 52.5±21.9 47.1±24.4 0.166 
Pruritus 49.0±32.6 31.2±30.0 0.001 
Bone pain 38.0±33.4 29.8±33.4 0.152 
Dysfunction of daily life 43.5±33.7 12.2±17.5 0.000 
Daytime sleepiness 45.2±23.3 37.6±26.7 0.072 
Mean values for visual analogue scales could be ranged
from 0(min) to 100(max). 

    

Table 4. Pearson correlation of insomnia severity and some 
variables 

 r p value 

Sadness .326 0.001 

Anxiety .363 0.000 

Worry .272 0.003 

Physical dysfunction .254 0.005 

Pruritus .366 0.000 

Bone pain .280 0.005 

Dysfunction of daily life .646 0.000 

Daytime sleepiness .39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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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어느 날 밤에 잘 자면, 그 다음날 밤에는 잘 자지 못하

리라고 생각한다’(p＝0.001),‘내 수면은 점점 나빠지고 있고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든다’(p＝0.001),‘밤

중에 잠자리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고, 이런 생각들

을 억제할 수 없다고 자주 느낀다’(p<0.005),‘어느 날 밤에 

잘 못 잤을 때는, 그 다음 한 주일 내내 수면에 지장이 있으

리라 생각한다’(p<0.01) 등의 문항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5). 

 

고     찰 
 

불면증이란 잠을 이루기가 어렵거나 일단 잠은 들지만 지

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상 시 숙면을 취하지 못

했다는 주관적인 느낌으로 정의될 수 있다(21). 혈액투석 중

인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서 수면장애, 특히 불면증이 빈발

하는 것은 임상에서 흔히 경험되는 문제이다. 불면증에 의한 

개인적, 가정적, 직업적, 사회적 장애와 경제적인 손실은 잘 

알려져 있는바(22,23), 혈액 투석 중인 환자에서 신체적, 심

인적 증상의 완화를 위한 치료적인 개입과 함께 수면의 질을 

개선 시키기 위한 노력은 이들의 진료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불면증을 호소하는 혈액투석 환자와 호소하지 

않는 환자 사이의 연령과 남녀비를 포함한 인구통계학적 자

료에서의 차이는 없었다. Walker등(10)은 고령과 남성이라

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수면-각성과 관련된 불편의 호소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것에 반해, Holley등(24)의 보고에서

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같았다. 일반적으로 

불면증의 경우 나이와 함께 증가하며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 불면증군의 나이가 더 많고 여성이 더 많으리라 예상할 수 

있었으나 결과는 두 군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가 혈액투석 중인 불면증군의 특징인지는 향후 더 연구

되어야 할 과제이다. 

불면증군에서 유의하게 투석전 수축기 혈압이 높고 혈청 

알부민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항목만을 두고 불면

증군이 전반적으로 신체상태가 나쁘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나, 

혈액투석 중인 환자에서 혈압과 혈청 알부민치는 그 환자의 

신체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혈액투석 중인 환자에서 불면증이 매우 

일반적인 증상임을 보여주었고, 불면증상이 환자들이 호소하

는 심인적, 신체적 증상,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장애 및 

낮 동안의 졸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 대상 중 65.4%가 불면증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일

반 인구에서 보고되는 약 35%(26)에 비해 높은 비율이고, 

혈액투석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Strub등(8)과 Walker등

(10)의 보고를 포함한 현재까지의 많은 유병률 조사와 대체

로 일치한다. 

수면장애는 투석 중인 환자들이 호소하는 여러 가지 증상

들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Parfrey등(27)

은 투석 중인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들 중 피로감(61%)에 

이어 그 다음으로 수면장애(53%)를 많이 호소한다고 하여서 

수면장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수면장애는 투

석 중인 환자의 기분 및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

고되고 있다(6). 

많은 연구들이 신장질환 환자에서의 불면증이 심인적인 요

인에 의한 이차적인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12,28,29). 이

와는 반대로 불면증이 심인적인 스트레스를 야기한다는 보고

도 있다(30). 본 연구에서도 BDI상 불면증군이 더 우울하였

고, 심인적 증상에 대한 주관적인 호소에서도 유의하게 더 슬

프고, 더 불안하고, 걱정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Table 5. Some selected beliefs and attitudes about sleepa 

Beliefs and attitudes about sleep Insomniacs(N＝100) Non-insomniacs(N＝53) p value 

When I have trouble getting to sleep, I should stay in bed and try hard. 67.1±27.5 55.2±32.1 0.029 
I am worried that I may lose control over my ability to sleep. 52.0±29.5 39.3±31.1 0.040 
Because I am getting older, I should go to bed earlier in the evening. 43.7±29.1 31.1±29.1 0.043 
When I have a good night’s sleep, I know that I will have to pay for it on 
the following night. 36.4±30.1 16.6±19.1 0.001 

When I sleep poorly on one night, I know it will disturb my sleep schedule  
for the whole week. 44.1±30.1 25.7±28.3 0.006 

I can’t ever predict whether I'll have a good or poor night’s sleep. 53.1±32.3 38.7±31.6 0.031 
I have ability to manage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disturbed sleep. 45.2±29.7 64.7±26.8 0.000 
I get overwhelmed by my thoughts at night and often feel I have no  
control over my racing mind. 57.9±29.1 39.4±31.5 0.002 

Medication is probably the only solution to sleeplessness. 41.7±30.4 28.8±25.5 0.031 
Score, which could be ranged from 0(min) to 100(max), was measured by visual analogue scales. 
aAdapted and selected from referenc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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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 중인 환자에서 스트레스, 우울, 그리고 불안이 주관

적인 수면의 질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며(31), 걱정도 불면

증을 증가시킨다는(10) 이전 연구들과 일치한다. 불면증과 

심인적인 증상은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심인적인 증상

의 개선이 불면증의 완화를 유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만성 신부전증은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라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생명이 위협받기 때문에 혈액

투석은 환자들에게 큰 스트레스이다. 또한 기계에 의하여 자신

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는 생각도 환자들을 우울하게 만들 

수 있다. 이외에 신부전 및 혈액투석 자체에 따르는 인지기능

의 장애와 신체적인 장애, 혈액투석과 관련되는 사회경제적인 

부담 등도 환자의 정서적인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러한 

심인적인 문제들이 불면증 발생에 기여할 수 있겠고, 불면증이 

있는 경우 심인적인 증상이 발생 또는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

에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치료적인 관점

에서도 정서적인 안정에 대한 치료적인 접근이 수면장애를 비

롯한 신체증상을 완화시킨다는 보고(6)를 참조할 때 이들 심

인적인 증상들은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들의 불면증의 치료에

서도 중요함을 알 수 있고 불면증과 심인적인 증상이 서로 영

향을 줄 수 있으므로 동시에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리라

고 생각된다. 

불면증을 가진 환자들이 피부 소양증을 많이 호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 불면증과 여러 요인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

과에서는 피부 소양증과 골관절 통증이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혈액투석 중인 환자에서 불면증의 빈도를 증가

시키는 요인으로 신체증상들이 기여함을 시사한다. Holley등

(24)에 의한 연구에서도 골관절 통증이 불면증을 가진 혈액

투석 환자에서 많이 보고되어 수면장애를 증가시키는 한 가

지 요인으로 나타났었다. 

수면위생이란 수면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환경적인 변인

들에 대한 일련의 규칙 및 기본적인 정보를 말한다. 어떤 원인

으로 불면증이 초래되었을 때, 조기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증상이 지속되면서 나쁜 습관들이 발생하여 불면증을 만성화

시키는 영속인자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도 반수 이상의 불면

증군에서 수면위생이 불량한 점은 수면관련 불편을 호소할 때 

수면위생의 실천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부 불면증 환자들은 수면부족에 대하여 미리 걱정하고, 

수면부족의 결과를 계속 곰곰이 되새기고, 수면요구량에 대하

여 비현실적인 기대들을 하고, 불면의 결과를 확대 해석하고, 

일상샐활에서의 문제들을 불면증의 탓으로 잘못 돌리기 때문

에 수면에 대한 평소의 믿음과 태도는 불면의 지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7). 본 연구에서도 불면증 환자들의 비기능적

인 수면에 대한 믿음과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불면증의 

치료는 배후의 원인 인자를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는 것이 원

칙이나, 본 연구의 결과처럼 대부분의 환자들은 불면증이 만성

화되면서 수면에 대한 믿음과 태도가 비기능적으로 되기 때

문에 이에 대한 인지행동치료가 도움이 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자가평가척도 설문조사가 가질 수 

있는 한계점들, 불면증의 진단에 손목운동감지기나 수면다원

검사 등의 객관적인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불면증의 여

러 다양한 요인들, 특히, 요독증과 관련된 요인들을 평가하지 

않은 점 등을 들 수 있다. 향후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상의 몇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들에서 불면증의 유병률이 일반인구에서보

다 훨씬 높고 이들 중 불면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심인적인 

증상과 신체적인 증상이 많고, 수면에 대한 비기능적인 믿음과 

태도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불면증의 높은 빈도

와 불면증이 일상생활에서의 장애를 초래하고 있음을 볼 때, 

혈액투석요법중인 환자에서 불면증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치료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요     약 
 

목  적: 저자들은 본 연구에서 혈액투석 중인 환자들을 대

상으로 불면증의 빈도, 불면증 환자들의 특성, 신체적 그리

고 심인적인 증상들과의 상관관계, 수면에 대한 믿음과 태도 

등을 조사하여 향후 진료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방  법: 부산시내 소재 4개의 혈액투석실에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153명(남 87명, 여 66명)을 

대상으로 저자들이 본 연구에 알맞게 개발한 수면관련 설문

지, 벡 우울증 척도, 스필버거 상태-특성 불안 척도를 이용하

여 환자들의 증상을 조사하였다. 

결  과: 전체 153명의 혈액투석 환자 중 65.4%인 100명

이 불면증을 호소하였다. 연령, 남녀비, 교육정도, 결혼상태, 

평균 혈액투석 기간, 그리고 혈청 알부민을 제외한 조사된 혈

액화학검사 소견들은 불면증군과 비불면증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불면증군은 비불면증군에 비해 유의하게 BDI 점수

와 투석전 수축기 혈압이 높았고 혈청 알부민치는 더 낮았다. 

또, 시각유도척도법을 이용한 두 군간의 주관적인 고통에 대

한 조사에서 불면증군은 슬픔, 불안, 걱정, 피부 소양증, 그리

고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장애 등의 주관적인 고통을 비불면

증군보다 유의하게 더 많이 호소하고 있었다. 불면증의 심한 

정도가 불량한 신체적 건강상태, 피부 소양증, 그리고 골관절 

통증 등의 신체적 증상, 슬픔, 불안, 걱정 등의 심인적인 증상, 

그리고 낮 동안의 졸음과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장애와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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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가 있었다. 또, 불면증군은 비불면증군에 비해 수면

에 대한 비기능적인 믿음이 더 많았다. 

결  론: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들은 일

반 인구에 비해 불면증이 흔하였고, 이들 중 불면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대조군에 비해 심인적인 증상과 신체증상 그리고 일

상생활에서의 기능저하를 더 호소하였고, 수면에 대한 비기능

적인 믿음이 많았다. 그리고 불면증의 심한 정도는 이러한 요

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이상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수

면장애를 개선한다면 이들 환자들의 진료에 도움을 주어 치

료 순응도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중심 단어：만성 신부전증·혈액투석·불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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