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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혈액투석의 기술적인 측면이나 의학적인 치료는 고도로 발

전하여 환자들에게 신체적인 안녕감이나 임상적 지표에 향상

은 가져왔지만, 환자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

며, 특히 심리․사회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증상은 해결되지 

못한 실정이어서 혈액투석환자는 장기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매우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건강문제들을 가지고 

있다(Kim, Min, & Han, 1994). 이중 수면장애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고 임상에서도 흔히 경험하는 문제이다.

혈액투석환자들의 수면장애 원인으로는 약물이나 여러 가지 

내과적 및 정신과적 질환들이 알려져 있으며, 혈액투석중인 

만성 신부전 환자의 경우 그 질환의 특성상 이러한 원인인자

가 흔히 동반되기 때문에 수면장애의 유병률이 당연히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Kim et al., 1999). 특히 수면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은 피로감뿐만 아니라 신체의 회복력과 정신적 통합력이 

약해지고 학습력과 기억력에도 장애를 받고 스트레스나 불안

이 증가되므로(Clark, Flowers, Boots & Shettar, 1995), 환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심신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

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렇듯 혈액투석환자들의 수면은 환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으로 이에 

대한 간호사의 포괄적인 이해와 지식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

들 환자의 수면문제에 대한 간호사의 관심이 부족하며, 투석

환자의 수면문제를 평가한 연구도 소수에 불과하다.

최근 국내외 선행연구문헌을 평가해보면 혈액투석환자 중 

50∼75%가 수면장애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Kim et al., 1999; Kimmel et al., 1997; Walker et al., 1995), 

수면장애를 유발시키는 가장 중요한 정서적 문제는 우울로 

알려져 있다(Paik, 2000; Lee, 2003). 혈액투석 치료는 그 특징

상 우울증이 흔히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Han과 Kim, 

1987; Smith, Hong, & Robson, 1985), 특히 한국인들이 서구

에 비해 우울 정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Han et al., 1986)로 

미루어 보아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혈액투석은 말기 신질환을 완치시키기 보다는 주기적

으로 체내의 노폐물을 걸러내어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기술의 진보에 의해 완화되거나 경감될 수 

없는 만성적인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혈액투석 환자의 상황

은 인간의 삶의 형태 중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상황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Brown, 1984). 이러한 치료과정에 

따른 많은 스트레스와 병의 예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심

리적으로 불안해하고(Oh, 2000), 혈액투석과정 동안 불안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투석 중 증상호소나 불면증 

등을 보인다고 알려졌으며(Friedman, 1970). Suh 등(2000)은 

중대한 건강상태 변화가 있거나 입원이나 장기간의 시설간호

를 포함한 스트레스성 생활변화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정상 

수면을 이루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하였다. 따

라서 혈액투석 환자들이 그들의 스트레스를 다루는데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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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못한다면 개인의 수행능력은 저하되고 수면장애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혈액투석환자의 수면장애

와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면장애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생

각되는 우울과 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하고 수면장애와의 관계

를 규명하여 수면장애를 악화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효율적인 

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고찰을 토대로 혈액투석환자의 수면

장애 정도와 관련요인을 규명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한 구체

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혈액투석환자의 수면장애 정도를 파악한다.

∙ 혈액투석환자의 수면장애 관련요인으로 스트레스와 우울 

정도를 파악한다.

∙ 혈액투석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면장애 정도를 파

악한다.

∙ 혈액투석환자의 수면장애와 관련요인들과의 관계를 파악

한다.

∙ 혈액투석환자의 수면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혈액투석환자의 수면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하여 확인함으로써 수면장애를 중재하는 방안을 마련

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대상
연구 대상자는 서울과 광주지역에 소재한 3차 의료기관에 

소속된 인공신장실 2곳과 병원 및 의원급이 운영하는 인공신

장실 4곳에서 정기적으로 외래 통원치료로 혈액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210명이며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만 20세 이상의 성인 환자로서 혈액투석 치료를 받은지 3

개월 이상되는 자

∙ 1주일에 2-3회 정기적으로 혈액투석을 받는 자

∙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

자료수집방법

2004년 8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연구자가 직접 각 연구대

상 병원을 방문하고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여 간호부서장, 신

장실 수간호사의 허락을 받아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가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20-30분이 소요되었다.

연구도구
• 수면장애

Oh, Kim 및 Song(1998)이 개발한 한국형 수면척도로 15문

항의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장애가 높음을 의미

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 계수는 .75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onbach's α는 .88이었다.

• 스트레스

Kim(1995)이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스트레스 측

정도구를 이용하였다. 총 30문항으로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 계수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onbach's α는 .90이었다.

• 우울

미국 국립정신보건원에서 1972년에 개발하고, Chon과 Rhee 

(1992)가 한국판으로 만든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로 측정하였다. 총 20문항으로 4점 척도이

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 계수는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는 Conbach's α는 .88이었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수면장애, 스트레스, 우울 정도는 서

술적 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면

장애를 파악하기 위하여 ANOVA,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

고, 사후검증으로는 Scheffe test를 사용하였다. 혈액투석 환자

의 수면장애와 관련요인들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고, 수면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인구사회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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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

다. 본 연구대상자 총 210명 중 남자가 53.8%, 여자가 46.2%

이었고, 평균 연령은 50.59(±.91)세이었다. 종교를 가지고 있

는 대상자는 56.7%이며, 결혼상태는 기혼상태가 대다수로 

68.9%를 차지하였고, 교육정도는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대

상자는 60.3%이었다.

대상자들 중에서 현재 직업이 없는 사람은 79.8%이었고, 월

평균 가족 총수입은 150만원이하가 166명으로 전체의 61.4%

를 차지함으로서 혈액투석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대상자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은 

배우자가 57%, 자녀 15.5%, 부모 10.6%의 순으로 배우자와 

가족 구성원이 투석환자의 중요한 지지원임을 알 수 있었다.

• 질병관련 특성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대상자의 평균 투석치료기간은 44개월(3년 10개월)이었고, 투

석간 체중증가량은 평균 2.04kg이었다. 대상자가 조혈제를 사

용하는 경우는 95.1%이었고, 항고혈압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75.6%이었다.

대상자의 수면장애, 스트레스, 우울 정도
대상자의 수면장애, 스트레스, 우울 정도는 <표 3>과 같았

다. 본 연구 대상자의 수면장애는 평균평점 2.24점으로 나타

났으며, 점수의 범위는 1.07점에서 3.60점까지 분포하였다. 수

면장애의 관련요인으로 스트레스는 평균평점 2.52점, 우울은 

평균평점 1.14점이었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10
Variables N % Mean SD Range

Gender male
female

113
 97

53.8
46.2

Age 20∼40
41∼50
51∼60
over 61

 50
 50
 53
 55

24.0
26.4
25.5
24.1

50.59 .91 20∼81

Religion having
not having

118
 90

56.7
43.3

Marriage status married
single
separation by death, divorce

144
 27
 38

68.9
12.9
18.2

Education elementary
middle school
high school
over college

 36
 38
 91
 42

17.4
18.4
44.0
20.3

Occupation having
not having

 42
166

20.2
79.8

Family income
(10,000 won)

< 150
151-200
200 <

113
 33
 38

61.4
17.9
20.7

Help-givers spouse
parent
son and daughter
others

118
 22
 32
 35

57.0
10.6
15.5
16.9

<Table 2>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10
Variables N % Mean SD Range

Hemodialysis period(month)
Interdialytic weight gain(kg)
Erythropoietin injection

Hypertension medication

no
yes
no
yes

 10
196
 50
155

 4.9
95.1
24.4
75.6

44.46
 2.04

41.50
  .98

3  ∼220
  -0.13∼  4.90



혈액투석환자의 수면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재활간호학회지 8(2), 2005년 12월 97

<Table 3> Mean score of sleep disorder, stress and 
depression

Mean SD Range

Sleep disorder
Stress
Depression

2.24
2.52
1.14

.63

.51

.56

1.07-3.60
1.27-3.90
0.00-2.60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수면장애 정도
대상자의 수면장애 정도는 성별, 종교, 현재의 직업, 조혈제 

사용여부, 항고혈압제제 사용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 결혼상태, 교육정도, 가족의 총수입, 

도움을 주는 사람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Sheffe 

사후검증 결과 50∼60세의 대상자들이 20∼40세의 대상자들

보다 수면장애를 호소하였고, 사별이나 이혼을 한 대상자들이 

미혼의 대상자들보다 더 많은 수면장애를 호소하였으며, 부모

로부터 도움을 받는 대상자들이 가족이외의 사람들에게 도움

을 받는 대상자들보다 수면장애를 덜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

<Table 4> Sleep disorder b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210

Variables M(SD) t/F(p) Scheffe

Age 20∼40
41∼50
51∼60
over 61

2.02(.60)
2.30(.68)
2.36(.61)
2.28(.58)

3.141
(.026)

3>1

Marriage status married
single
separation by death, 
divorce

2.22(.62)
2.01(.58)
2.50(.54)

5.277
(.006)

3>2

Education elementary
middle school
high school
over college

2.21(.59)
2.49(.71)
2.18(.60)
2.15(.58)

2.638
(.048)

Family income
(10,000 won)

< 150
151-200
200 <

2.26(.66)
2.35(.64)
1.98(.54)

3.644
(.028)

Help-givers spouse
parent
son and daughter
others

2.20(.62)
1.94(.57)
2.34(.61)
2.46(.65)

3.717
(.012)

4>2

났다.

연구변수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수면장애와 스트레스, 우울, 투석치료기간, 투석간 

체중증가량과의 관계는 <표 5>와 같았다. 수면장애는 우울, 

스트레스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수면장애와 관련된 요인 중 스트레스가 r=.546(p<.01)으로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우울은 r=.462 

(p<.0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혈액투석환자의 스트레스

가 심할수록, 우울 정도가 심할수록 대상자가 경험하는 수면

장애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대상자의 수면장애 예측요인
본 연구대상자의 수면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

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수면장애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

인 연령, 결혼상태, 교육정도, 가족의 총수입, 도움을 주는 사

람과 상관관계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스트레스와 우울 

변수들에 대해서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

과 같다.

혈액투석환자의 수면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

인은 스트레스로 수면장애를 27.3% 설명하였으며, 여기에 우

울과 결혼상태를 추가하면 다변수 상관계수가 R=.559로 수면

장애를 31.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for sleep 
disorder predictors                     N=210

R R² B β t p

Stress
Depression
Marriage status

.522

.543

.559

.273

.295

.313

.499

.209

.115

.398

.183

.134

4.832
2.213
2.112

.000

.028

.035

논    의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수면장애의 평균점수는 2.24(±.63)점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면장애에 대한 기존의 연구

<Table 5> Correlation between sleep disorder and other variables of subjects
Sleep disorder Stress Depression HD period IWG

Sleep disorder
Stress
Depression
Hemodialysis period
Interdialytic weight gain

1.00
 .546**
 .462**
 .060
 .013

1.00
 .633**
 .089
-.066

1.00
 .049
-.024

1.00
 .228** 1.00

* p < .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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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서로 다른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므로 수면장애 정도를 

비교하기란 쉽지 않으나 암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Kwon 

(1997)의 2.23점,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Kim(1999)

의 2.26점과 비슷하였다.

Kim 등(1999)의 연구에서는 만성신부전 환자의 74.5%에서 

수면장애를 호소하였으며 야간수면 중 자주 깨는 증상과 주

간에 졸리는 증상이 주된 수면장애 양상이었다. 수면은 건강

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피로회복의 시간이고 수면시 세포의 

성장과 재생이 깨어있을 때보다도 증가되어, 개인의 안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혈액투석환자가 가장 흔히 호소하

는 건강문제가 수면장애로 보고되고 있으나 혈액투석환자의 

수면장애 특성과 장애요인에 초점을 둔 연구는 거의 없으며, 

수면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입원노인환자, 노인, 여성을 대상으

로 연구되어 왔으므로 직접적으로 비교할 대상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입원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Ko(2002)의 연구에서

는 수면에 영향을 주는 장애요인으로 우울과 상황불안, 통증

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고, Kim 등(1997)은 노인의 수면방애

요인은 신체적인 요인보다는 정서적 환경적 요인이 더 많았

다고 하였으며, Kim(2001)과 Cho(2002)는 여성의 수면장애 요

인 중 스트레스가 가장 큰 수면장애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그

러므로 향후 혈액투석환자의 수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본 연구는 수면장애를 측정하기 위해

서 자가평가척도를 사용하였고, 수면장애의 평가에서 동침자

와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수면다원검사 등의 객관적

인 평가방법을 사용하지 못한 아쉬운 점들이 있었다. 향후 이

러한 문제들을 보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면장애 관련변수로 스트레스와 우울을 측

정하였다. 그 결과 우울은 3점 만점 중 평균 1.14점, 스트레스

는 4점 만점 중 평균 2.52점으로 나타났다. Choi(1984)는 혈액

투석 환자의 우울이 일반인보다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하였고, 

Cho(1986)는 혈액투석 환자가 다른 만성질환자보다 유의하게 

불안과 우울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부정적 정서반응

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육체적, 심리적 안녕에 커다란 위협을 

주게 되며, 환자의 효율적인 치료와 적응, 성공적인 재활에 결

정적인 방해요인이 된다(Krouse & Krouse, 1982). 따라서 혈액

투석요법 중인 환자의 우울에 대한 간호제공자의 적극적이고 

독자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또한 혈액투석 자체에 따르는 인지

기능의 장애, 만성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 및 혈액투석요

법에 수반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혈액투석환자들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므로 간호사는 혈액투석환자

가 느끼는 생리적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가능한 한 최소

의 위협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그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

절한 간호중재와 지지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스트레스

나 우울을 감소시켜주기 위한 간호중재로는 운동(Brown, 

1984), 지시적 심상요법(Kim, 1995), 발반사마사지(Choi, 

2002), 음악요법(Choi, 1997), 유머요법(Kim & Lee, 1999), 이

완술(Horsburgh & Rodison, 1989) 등이 이용되고 있다.

혈액투석환자의 수면장애는 연령, 결혼상태, 교육정도, 가족

의 총수입, 도움을 주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60세의 대상자들이 20∼40

세의 대상자들보다 수면장애를 호소하였는데, 이는 나이가 많

을수록 수면양이 감소하고 숙면이 어렵다는 여러 연구들

(Jung, 2002; Lee, 2003; Webb, 1982)과 비슷한 결과이다. 또

한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는 대상자들이 가족이외의 사람들에

게 도움을 받는 대상자들보다 수면장애를 덜 호소하는 것으

로 나타나 혈액투석환자에게 가족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

된다.

대상자의 가족의 총수입에 따라서 수면장애가 유의하게 나

타났는데, 본 연구대상자의 경우 79.8%가 직업이 없고, 61.4%

의 가족의 총수입이 150만원이하로 나타나 많은 환자들이 투

석을 시작한 후 고용율과 가족수입의 감소로 경제적인 어려움

을 겪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혈액투석환자 및 가족

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사별이나 이혼을 

한 대상자들이 미혼의 대상자들보다 더 많은 수면장애를 호소

하였는데 이는 사별이나 이혼을 한 대상자들의 나이가 미혼의 

대상자들보다 많음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면장애는 스트레스(r=.546, p<.01), 

우울(r=.462, p<.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혈액투석환자의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할

수록 대상자가 경험하는 수면장애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2003)의 연구에서도 수면장애와 우울과의 상관관계는 

r=.64(p=.000)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Kim 등(1999)은 

혈액투석환자의 64.5%가 우울증을 호소하며 이는 수면장애의 

중요한 유발인자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Yun, Yang 및 Hahn 

(1999)의 연구에서도 우울증이 심할수록 수면관련 불편이 많

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요인들이 대상자의 수면장애를 얼마나 설명하고 있

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기분석을 실시한 결과 스

트레스가 R=.522로 수면장애를 27.3% 설명하였으며, 여기에 

우울과 결혼상태가 추가되면 수면장애를 31.3%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Lee(2003)의 연구에서 수면장애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우울, 건강정도, 피로정도, 식욕정도로 나타났

으며, 이는 수면장애를 43.2%를 설명하였고, Paik(2000)는 입

원노인환자의 수면장애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우울이 수면에 

대해 20.4%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수면장애는 환자의 신체

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 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과적으로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되므로 수면장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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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재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상의 결과를 고려하여 혈액투

석요법을 받는 신부전 환자의 간호시 스트레스와 우울을 감

소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를 개발하여 수면장애의 개선에 관

심을 기울인다면 말기 신부전환자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일상

생활에서의 장애를 최소화함으로써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 환자를 대상

으로 수면장애 정도를 파악하고 관련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만

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를 간호하는데 필요

한 간호계획과 중재방법을 개발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

해 시도하였다.

자료수집은 2005년 8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였고 서울과 

광주지역에 소재한 3차 의료기관에 소속된 인공신장실 2곳과 

병원 및 의원급이 운영하는 인공신장실 4곳에서 정기적으로 

외래 통원치료로 혈액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연구참여에 동

의한 대상자로부터 자료처리가 적절한 210부를 SPSSWIN 

11.0을 이용하여 ANOVA,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연구도구는 수면장애의 측정을 위해 Oh 등(1998)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스트레스의 측정을 위해 Kim(1995)이 혈

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우울을 측

정하기 위해 미국 국립정신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에서 1972년에 개발하고, Chon과 Rhee(1992)가 한국판

으로 만든 CES-D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혈액투석환자의 수면장애 정도는 평균평점 2.24점이었고,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평점 2.52점, 우울 정도는 평균평점 

1.14점이었다.

∙ 수면장애 정도는 연령, 결혼상태, 교육정도, 가족의 총수

입, 도움을 주는 사람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 수면장애는 스트레스, 우울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

타내었다.

∙ 혈액투석환자의 수면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들의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우울, 결혼상태에 의해 

31.3%를 설명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혈액투석환자의 수면장애 정도는 

스트레스, 우울과 모두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특히 스

트레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규명되었다. 따라

서 혈액투석환자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수면장애를 중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혈액투석환자들의 수면은 환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으로 이에 대한 간호

사의 포괄적인 이해와 지식이 요구된다. 혈액투석환자들의 수

면장애와 그 영향요인의 파악을 통해 혈액투석환자의 수면장

애를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 혈액투석환자들의 수면장애를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를 개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 수면장애를 측정하기 위해 일회의 설문지를 사용하기 보

다는 일정기간에 걸쳐 기록한 수면습관에 대한 기록이나 

수면다원검사 등의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이용할 것을 제

언한다.

∙ 국내에서 아직 혈액투석환자의 수면장애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므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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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Sleep Disorder 
of Hemodialysis Patients
Cho, Young-Im1)․Choi, Eun-Young2)

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nam Health College
2)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eonam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gree of sleep disorder and its related factors in 
hemodialysis patients. Method: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210 hemodialysis patients.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or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SPSS/PC+ program. Result: Sleep disorder degree averaged 2.24. Stress of hemodialysis patients 
averaged 2.52. Depression degree of hemodialysis patients averaged 1.14.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sleep 
disorder according to age, marriage status, education, family income and help-givers. Sleep disorder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tress and depression. Stress, depression and marriage status explained 31.3% of the 
variance in the sleep disorder. Conclusion: In conclusion, the sleep disorder of hemodialysis patients is the nursing 
problem. The sleep disorder degree relates with stress, depression. Especially, it is strongly affected by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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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them.

Key words : Hemodialysis, Sleep, Stress,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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