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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개 충전물의 소재가 쾌적수면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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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 Heat conductivity, height, size, elasticity of pillow, stability of shape, hygroscopicity, ventilation, temperature
and easy movability, and so on, are considered to be some of major conditions that affect the comfortable sleep. Con-
sidering those factors together, the thermal properties, height, shape and feeling of touch, etc, of pillow must be taken
into account. Though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figure out the physical properties of mattress or pillows from the
perspective of factors related to the environment of sleep, they are not enough to be used as an index to evaluate the
qualitative aspect of sleep. This study tries to consider the effect of pillow filling materials on the comfortable sleep, for
which EEG, ECG, EOG, EMG, RT, etc, are to be measured in an attempt to provide the basic data required in proposing
the condition that may lead to a sound and comfortable sleep. Three types of pillows that are sold in the market were
used for this research in order to evaluate the quality of sleep depending on the filling materials of pillow. All data were
statistically processed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It was found that the pillow with feathers provided the
best comfort as the pillow A turned out to have the shortest sleeping latency(SL) from the perspective of comfort. The
pillow B which used the polyethylene is deemed to be suitable for fatigue relieving purpose as it turned out to have the
highest slow wave sleep(SWS), but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validated. Moreover, the pillow C which used
the natural wool was found to have the narrowest contacting area of the pillow and head and provide a great warm heat
comfort that may led to a sound sleep because the temperature below the pillow took the longest time to 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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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간의 생활은 밤이 되면 자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 활동하

는 휴식과 활동의 생체리듬이 약 24시간을 주기로 반복되어진

다. 휴식을 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면은 생리적인 리

듬을 지속시켜주는 것과 동시에 인체의 피로를 회복시켜주고

심신을 휴양시켜, 새로운 활동력을 재생시켜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쾌적한 수면은 본질적으로 인체의 생리적 요인과 관련된 문

제이지만, 동시에 수면에 관한 다양한 외적인 요인과도 관련된

다. 외적인 요인으로는 침실의 온열환경, 소음, 빛, 인체의 피

로도, 베개, 침대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숙면을 취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온열환경은 실내의 온도가 24±2
o

C의 범위이

며, 습도는 60~70%의 범위일 때 쾌적하다고 한다. 

침구 중에서 베개는 누운 자세에서 신체와 머리를 안정되고

자연스러운 상태로 지지하여 신체가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

게 한다. 또한 수면 중에 발생하는 여러가지의 체동을 용이하

게 해주며, 바닥으로부터 전해오는 소리나 진동 등을 차단하고

바닥과 접촉하는 두부에 미치는 압력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베개는 우리들의 수면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생

활도구이며, 안락한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베개의 위생적인

여러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쾌적한 수면을 가져오는 베개의 조건으로는 열전도성, 베개

의 높이, 크기, 탄성, 형태안정성, 흡습성, 통기성, 온도, 체동의

용이성 등을 들고 있다(楠幹 외, 1981; 永田, 1981). 이들을 종

합하여 보면, 베개의 열적특성과 형태, 높이, 감촉이 고려되어

야 함을 알 수 있다. 

또 베개의 높이에 따라 수면감이 달라지는데, 베개의 높이가

높으면 머리를 앞으로 쏠리게 하고 자세를 나쁘게 하기 때문에

얕은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小原, 1986), 베개의 재질에

따라서도 수면 깊이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Kanz·

Gertis,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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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인 수면환경 요인에 대해서도 매트리스나 베개의 물리적

인 특성에 대한 연구(김진태, 2003; 이연순·나미향, 1990; 이

현자, 2002; 김명희, 1979; 남윤자·이연순, 1989)는 있으나, 수

면의 질적인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침구 중에서 베개의 충전물 재료가 쾌적수면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수면 뇌파를 측정하여 숙면을 취

할 수 있는 수면환경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실험방법

2.1. 피험자

피험자는 2004년 국립기술표준원의 한국인 인체사이즈의 표

준 사이즈(키 : 174±5 cm, 몸무게 : 68.9±8 kg)에 해당하는 남

자 대학생으로, 이들의 신체적 특징은 Table 1과 같다. 

수면실험에 앞서 피험자들에게 실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시켰으며 실험기간 중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리한 운동

이나 과로, 과식, 음주 등을 금하게 하였고, 평상시와 동일한

각성-수면 주기를 유지하도록 통제하였다. 

2.2. 환경조건

측정은 예비실험 및 준비기간을 거쳐 2005년 1월 17일부터

2월 7일 사이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주거/사무환경 시험평가

동에서 실시하였다. 

베개 평가시의 환경조건은 가장 쾌적한 수면을 유도하는 기

온 24±2
o

C, 습도 60±10%로 조절하였으며, 실험에 사용한 의

복은 면으로 된 바지와 반소매 셔츠로 구성하였다. 

2.3. 베개의 구성

베개의 충전물에 따른 수면의 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판 중

인 베개 3종류의 충전물을 사용하였다. 베개의 크기와 베개커

버의 소재는 모두 동일하게 하였으며, 베개의 높이는 쾌적한 수

면을 도와주는 6~8 cm 범위 내에서 피험자가 조절하도록 하였

다. 실험에 사용한 충전물의 특징은 Table 2와 같다. 

 

2.4. 측정방법

피험자는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리한 운동이나 과로,

과식, 음주 등을 금하게 하였고 평상시와 동일한 각성-수면 주

기를 유지하도록 통제하였다. 수면다원검사를 위해 필요한 전

극을 모두 부착하였으며, 실험에 들어가기 앞서 피험자와 실험

장비에 대한 교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전극의 부착상태와 리드선들의 결합여부를 확인하고 모

니터링 되어지는 신호를 관찰하여 전원이나 전극 접촉불량 등

으로 인한 노이즈가 없는지 확인하였다. 그 후 피험자가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들 수 있게 하였으며 불을 끄고 데이터를 저장

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8시간 동안 수면데이터를 측정하였다. 

Fig. 1은 수면실험 스케쥴을 나타낸 것이며, Fig. 2는 수면실

험 광경이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Subject
Age

(yr)

Height

(cm)

Weight

(㎏)
Roher Index

1) B.S.A.
2)

(m
3
)

S1

S2

S3

S4

S5

24

24

20

19

20

171.0

174.0

173.0

178.0

178.0

68.0

69.0

61.0

72.0

69.0

135.9

130.9

117.8

127.6

132.9

1.748

1.780

1.679

1.841

1.785

Mean 21.4 174.8 69.0 129.1 1.785

S.D 2.15 2.78 4.69 6.2 0.069

1. Roher Index = W/H
3
×10

7

2. Body Surface Area = W
0.444

×H
0.663

×88.83

  W: weight (kg), H: height (cm)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pillow filling materials

pillow A pillow B pillow C

Down
 

Polyethylene 100%
 

Natural wood
 

   

Fig. 1. Schedule of experiments.

Fig. 2. Scenery of sleep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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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측정항목

뇌파(EEG : electroencephalogram) : 전극부위는 국제표준

10-20 EEG 전극배치법에 따라 실시간 측정하였으며, C3-A2

부위와 데이터의 손실이나 그 이외의 문제에 대비하여 백업용

으로 C4-A1 부위를 추가 측정하였다. 

심전도(ECG : electrocardiogram) : 표준사지 유도법인

LeadII 방법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안전도(EOG : electrooculogram) : LOC는 왼쪽눈 바깥끝

으로부터 1 cm 수평으로, 1 cm 수직 아래로 내려간 지점을,

ROC는 오른쪽눈 바깥끝으로부터 1 cm 수평으로, 1 cm 수직

위로 올라간 지점을 실시간 측정하였다.

근전도(EMG : electromyogram) : 턱아래의 이하근에 양극

성으로 부착하였다. 

심부온(RT : rectum temperature) : 심부온으로 직장온을

측정하였으며, LT-8의 thermistor sensor를 직장에 6~8 cm 삽입

하여 1분 단위로 측정하였다. 

또한 신체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전 수면시간 동안 피험자

의 행동을 비디오로 녹화하였고, 수면 전후 피험자의 심리적,

생리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험수면 전후에 설문을 작성하

게 하였다. 

2.6. 통계처리

모든 자료 분석은 SPSS/Window 10.0 통계 프로그램을 사

용하였으며, 유의한 차이에 대한 사후검정은 Duncan을 실시하

였다. 

3. 연구결과

3.1. 뇌파

베개의 충전물에 따른 수면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 수

면다원검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3은 비정상적인 수면

패턴을 보인 S1을 제외하고 구한 수면 파라미터의 값이다.

시간에 따른 수면단계 변화 : 시간에 따른 수면단계 변화를

Fig. 3에 나타냈다. 피험자 S1의 경우 베개 C를 사용하여 수면

을 취한 경우 수면시작 4시간 이후부터 심전도 신호의 유입이

있어 수면단계 분석결과를 신뢰할 수 없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깊은 수면에 해당하는 3단계와 4단계의 빈도가 적게 나타나 실

험에 대한 긴장감이나 기타 외적인 요인으로 숙면을 취할 수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피험자 S4의 경우 베개C의 조건에서 stage W가 약 1시간

50분 동안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실제로는 입면기에

들었다가 실험환경에 대한 부적응으로 인해 다시 각성하는 시

간의 반복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수면시작 2시간 이후부

터 깊은 수면에 들어가 정상적인 수면 패턴을 나타냈다. 모든

피험자가 공통적으로 수면 초기에 stage REM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전극 부착 등의 불편함이 무의식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난

안구의 움직임에 의한 오류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전체 경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분석시에는 고려하지

않았다.

각 수면단계의 잠재기에 미치는 영향 : 베개에 따른 총 수면

시간(TST : Total Sleep Time)은 베개A가 465분, 베개B가

468분, 베개C가 464분으로 나타났다. 

Fig. 4는 수면을 위해 소등한 이후부터 2단계 수면 직전까지

의 시간을 의미하는 수면 잠재기(SL : sleep latency)와 서파수

면 잠재기(SWSL : slow wave sleep latency)에 대하여 나타

낸 것이다. 수면잠재기는 얼마나 빨리 수면상태로 진입하는가

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베개의 충전물에 따른 수면환경이 얼마

나 쾌적한가를 간접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수면잠재기(SL)는 베개A가 12.5분, 베개B가 16.8분, 베개C

가 19.9분으로 나타나 베개A의 수면잠재기가 가장 짧게 나타

났다. 주관평가에서 베개C보다 베개A와 베개B가 더 부드럽다

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충전물의 강연감 차이에 의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베개C의 충전물은 다른 베개에

비해 사용감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한 것으로 사용주

기와 적응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서파수면 잠재기(SWL)는 입면시부터 최초의 서파수면(3단계

이나 4단계)에 이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한 것으로, 베개A

가 17.9분, 베개B가 19.8분, 베개C가 18.8분으로 나타났다. 서

파수면 잠재기는 얼마나 빨리 깊은 수면에 들어가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것으로 베개A, 베개C, 베개B의 순으로 길게 나타

나 베개A에서 깊은 수면으로 빨리 들어갔음을 알 수 있었다. 

Fig. 5는 2단계와 4단계 수면직전까지의 진입시간을 나타낸

것으로 서파수면의 4단계 수면직전까지의 수면잠재기(S4L)는

베개B, 베개A, 베개C의 순으로 길게 나타났다. 베개A의 경우

Table 3. Parameter relation to sleep of subjects by the pillow filling

materials

Sleep Parameter pillow A pillow B pillow C F-value

TIB(min) 493.1±30.1 499.3±48.2 492.2±17.7 0.051

SL(min) 12.5±8.1 16.7±4.0 19.8±14.7 0.550

S2L(min) 0.7±0.5
a)

0.7±0.3
a)

3.7±2.0
b)  8.151***

S3L(min) 17.8±15.0 19.7±10.7 18.7±10.7 0.023

S4L(min) 24.6±18.3 32.0±6.9 49.0±44.5 0.790

BOL(min) 9.2±8.1 34.2±54.6 14.3±14.5 0.642

SPD(min) 471.4±34.1 448.3±79.3 457.9±34.7 0.186

TST(min) 465.3±40.8 467.7±43.6 463.5±22.5 0.013

SEI(%) 94.2±2.5 93.6±1.9 94.1±1.5 0.079

% of stage W 5.7±2.5 6.2±1.9 5.8±1.6 0.083

% of stage 1 24.0±5.1 21.4±7.4 22.8±3.8 0.199

% of stage 2 40.2±4.1 38.5±1.5 38.5±1.7 0.521

% of stage 3 11.2±7.6 16.2±4.3 14.6±3.5 0.869

% of stage 4 3.7±2.5 4.6±3.0 1.6±1.4 1.544

% of stage REM 14.9±6.8 12.7±4.7 16.3±4.3 0.446

% of stage 1+stage 2 64.3±4.8 60.0±7.6 61.4±4.7 0.536

% of stage 3+stage 4 14.9±9.8 20.9±6.2 16.3±4.5 0.732

Mean±S.D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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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잠재기(SL)와 서파수면잠재기(SWL)가 가장 짧은 것으로

보아 다른 베개에 비해 수면환경이 쾌적하다고는 볼 수 있으나

통계적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각 수면단계의 구성 비율에 미치는 영향 : Fig. 6은 베개의

충전물에 따른 non-REM 수면의 3, 4단계의 수면비율을 나타

낸 것이다. 수면은 정신이나 주의력 및 학습능력에 관련하여 뇌

가 활동을 취하는 REM 수면과 피로회복을 의미하는 non-

REM 수면으로 나누어 평가하여야 한다(강두희, 1992). non-

REM 수면이 박탈되면 졸음이 오고 인식기능이 약화되어 기능

적 업무수행에 곤란을 받게 되고, REM 수면의 감소는 다음날

Fig. 3. Change of sleep stage in relation to the pillow fill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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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의 과흥분상태를 초래하게 된다(Dement, 1960; Agnew et

al, 1967). 

베개의 충전물에 따른 non-REM 수면의 비율을 보면 베개A

는 1단계 수면이 24.0±5.1%, 2단계 수면은 40.3±4.1%, 3단계

수면은 11.2±7.7%, 4단계 수면은 3.7±2.6%로 나타났으며, 베

개B는 1단계 수면이 21.5±7.4%, 2단계 수면은 38.6±1.6%, 3

단계 수면은 14.7±4.4%, 4단계 수면은 4.6±3.0%로, 베개C는

1단계 수면이 22.8±3.8%, 2단계 수면은 38.6±1.7%, 3단계 수

면은 14.7±3.5%, 4단계 수면은 1.7±1.5%로 나타났다.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의 경우 1단계 수면이 일반적인 분포에 비해 증

가된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방해된 수면의 지표에 의한 것으

로 사료된다(Carskadon·Dement, 1989). 

Fig. 7은 베개의 충전물에 따른 얕은 수면과 깊은 수면의 비

율을 나타낸 것이다. non-REM 수면 중, 얕은 수면을 의미하는

1단계 수면과 2단계 수면을 전체 시간에 대한 비율로 환산한

결과, 베개A는 64.3%, 베개B는 60.1%, 베개C는 61.4%로 나

타났다. 베개A는 서파수면에 진입하는 시간은 짧게 나타났으

나 얕은 수면의 비율이 다른 베개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입면시간은 빠른데 비해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non-REM 수면 중 깊은 수면을 의미하는 서파수면비율

(SWS)은 3단계 수면과 4단계 수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베개A

는 16.4%, 베개B는 20.8%, 베개C는 14.9%로 나타났다.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베개의 충전물에 따

라 서파수면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베개

B의 경우에는 서파수면(SWS)에 도달하는 시간은 다른 베개에

비해 길게 나타났으나 깊은 수면을 평가할 수 있는 서파수면의

비율에 있어서는 다른 베개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

다. 

REM 수면에 미치는 영향 : 수면을 취하는 정도는 일반적으

로 수면심도와 수면시간에 따라 다르다. REM 수면은 수면 중

급속안구운동(rapid eye movement)이 발생하는 수면을 말하는

것으로, REM 수면 시에는 뇌가 활발히 활동하면서 손상된 부

위를 복원하기 위한 단백질 합성을 하여 기억력과 집중력을 증

대시키는 시간이다. 이에 반해 non-REM 수면 중 서파수면은

육체의 피로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수면 전 과도한 노동을 수반

한 경우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Elaine, 1998; 강두희,

1992). 

따라서 정상적인 생활 패턴에서 베개의 소재에 따라 REM

수면의 비율이 커졌다는 것은 보다 쾌적한 수면을 취했다고 말

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REM 수면의 비율이 베개A는

16.4%로, 베개B는 12.8%, 베개C는 15.0%로 나타났으며, 수면

Fig. 4. Sleep latency(SL) and slow wave sleep latency(SWSL) relation

to the pillow filling materials.

Fig. 5. Each Sleep latency(S2L, S4L) relation to the pillow filling

materials.

Fig. 6. 3,4 stage rate of non-REM sleep relation to the pillow filling

materials.

Fig. 7. Rate of shallow sleeping and rate of deep sleep relation to the

pillow fill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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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sleep efficiency)은 베개A는 92%, 베개B는 95%, 베개

C는 94%로 나타나 모든 베개에 대한 수면효율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3.2. 베개의 충전물에 따른 심부온 및 베개아래온도의 변화

Fig. 8은 베개의 충전물에 따른 직장온의 경시변화를 5분을

time_1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정규화 분포이다. 일반적으로 위

생적인 침상기후로는 두한족열(頭寒足熱)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

으며(川村·田口, 1981), 족부의 가온하에서는 베개의 온도가

낮은 것이 쾌적하며 입면에 효과적이라고 한다(中島, 1972). 이

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머리를 차갑게 하는 것은 입면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이유를 위생학적인 측면에

서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다. 

set-point설에 의하면, 중화온역하에서 체간부를 이불 등으로

피복하여 보온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상하부온과 목 아래의 간

부 및 사지의 심부온이 평행상태에 있으면서 전율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두부를 냉각시키면, 두부, 특히 얼굴면의 정맥혈이

냉각되어 안정맥을 통해서 해면정맥동에 유입된다. 해선정맥동

내의 혈액은 냉각되어서 몸통부위를 상행하고 있는 내경동맥혈

을 냉각시킨다. 

이 동맥혈이 시상하부온을 저하시키며, 이 때 온도의 저하로

인한 전율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에서는 set-point에 있어서

load-error는 커지게 되고, 피부혈관 확장이나 발한 등의 방열작

용을 행하게 하여 직장온을 저하시키는 작용이 있다. 따라서 직

장온이 저하할수록 입면에 좋다는 생리적 근거에 의하면 어느

정도의 두부의 냉각이 입면의 조건이 된다(Monoe, 1981)고 볼

수 있다. 

베개의 충전물에 따른 심부온의 정규분포를 보면, 수면시작

지점에서부터 모든 베개에서 심부온의 저하현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수면초기의 일정한 온도까지 떨어지는 시간이 베개B,

베개C, 베개A의 순으로 길게 나타났으나, 시간과 베개의 충전

물에 따른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입면기에 해

당되는 초기단계의 온도 하강이 다르다는 것은 수면의 질과 관

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심부온의 저하는 수면파라미터의 깊

은 수면의 비율(stage 3 + stage 4)이 베개B, 베개C, 베개A의

순으로 낮아지는 것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4는 시간과 베개의 충전물에 따른 베개 아래온도의 차

이를 검증한 것이고, Fig. 9는 베개 충전물에 따른 베개 아래

온도의 경시변화에 대한 정규화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베개 아

래온도는 수면 후 3시간 전후로 일정한 온도까지 상승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베개A의 경우는 높은 온도로 상승하는데 가

장 짧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베개B는 모든 베개 중 가장 낮은

온도로까지 상승하였으며, 베개C는 가장 천천히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베개C의 온도상승이 가장 천천히 나타나는 것은 충전물의

강연감이 다른 베개에 비해 크고 접촉면적이 가장 작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베개아래온도의 상승시간은 베개와 두부의 접

촉면적의 차이와 충전물의 열전도율과 통기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베개 아래의 온도가 서서히 상승한다는 것은 머리를

가온시키지 않는 것으로 직장온의 저하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베개 아래온도는 통계적으로 시간에 따른 유

의한 차이는 인정되었으나 베개의 충전물에 따른 유의차는 인

정되지 않았다. 

3.3. 주관평가

Fig. 10은 베개의 충전물에 따른 주관평가 결과를 나타낸 것

Fig. 8. Regular distribution of depth temperature relation to the pillow

filling materials.

Table 4. Verification of under-pillow temperature relation to time and

pillow filling materials

Item DF χ
2

F-value

Time 90  7.572 4.332

Pillow 2 40.775  53.932***

Time × Pillow 180  0.247  2.625***

***: p<0.001

Fig. 9. Regular distribution of under-pillow temperature relation to the

filling materials.



 베개 충전물의 소재가 쾌적수면에 미치는 영향 719

이다. 베개의 충전물에 따라 평소 수면에 비해 어느 정도 얕은

수면을 취하였는가를 보면 ‘얕은 수면감’에서 대체로 ‘전혀 아

니다’의 경향을 보였으나 베개A의 얕은 수면감이 가장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non-

REM 수면의 얕은 수면이 베개A에서 가장 높은 것과 일치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관평가 항목 중 ‘편안함’ 항목은 실

험 수면환경의 편안함 정도를 평가한 것으로 베개A, 베개C, 베

개B의 순으로 편안하다고 응답하였다. 

Fig. 11은 베개의 충전물에 따른 숙면정도를 평가한 것으로

모든 베개에 있어 ‘보통이다’ 이상의 값을 보였지만, 베개A, 베

개C, 베개B의 순으로 크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non-REM 수면 중 깊은 수면을 나타내는 서파수면(SWS)의 비

율이 베개B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베개A에서 가장 낮은 값

을 나타낸 것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베개의 충전물에 따른 수면 파

라미터의 통계적 유의차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수면의 질에 어

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초야효과를 배제하고 실험을 한번만 실시하였으며, 초야효

과를 배제하였다고는 하나 한번의 검사가 대상자의 평소 수면

양상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보다 신뢰할 수 있을만한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일간의 평소 수면기록을 확보하여 그에 대한 평균치를 가지

고 대상 자료와 함께 비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침구 중에서 베개의 충전물 재료가 쾌적수면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수면뇌파를 측정하여 얻은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침구의 쾌적감의 측면에서, 수면잠재시간(SL)이 베개A가

가장 짧게 나타나 우모를 사용한 베개가 쾌적감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인간의 의식을 반영한 쾌적감으로 수

면시 무인지하에 일어나는 육체나 정신적 피로의 회복과는 거

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 폴리에틸렌을 사용한 베개B는 서파수면(SWS)의 비율이

가장 높아 육체의 피로회복 목적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

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3. 천연목을 사용한 베개C는 인간의 인지/기억에 영향을 미

치는 REM 수면의 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 

4. 천연목을 사용한 베개C는 베개와 두부의 접촉면적이 가장

작고, 베개아래온도의 상승시간이 가장 늦은 것으로 나타나 숙

면에 영향을 미치는 온열쾌적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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