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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실증적 검증을 통해 노인의 건강상태가 수면의 질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요양병
원에서 노인 간호의 질적인 개선을 위한 간호중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경기도와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5개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60세 이상의 노인 170명을 대상으로 2013년 5월 8일부터 28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노인의 건강상태는 정서적 기능, 체력, 일상생활활동, 사회적 역할, 몸의 변화, 사회적 기능, 통증으로 구
분되었으며, 정서적 기능과 통증은 수면의 질에 부적 영향을 미쳤고, 몸의 변화와 일상생활활동은 삶의 질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 요양병원 노인 간호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입원한 노인의 통증과 정서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
하여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노화에 따른 몸의 변화와 일상생활 활동을 살펴 적절히 대처하
기 위해서 요양병원 특성을 고려한 신체사정 및 건강증진 간호중재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 요양병원, 입원 노인, 수면의 질, 삶의 질, 건강상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health status on sleep quality and quality of 
life among elderly patients in geriatric hospitals. A survey was held to the elderly patient of 5 geriatric 
hospitals in Kyunggi-do and Busan from May 8 to May 28, 2013. As result of factor analysis, the health 
status divided to the 7 domain: Emotional function, Strength, Daily activity, social role, Change of body, Social 
function and pain. Pain and Emotional function revealed the negative effect on sleep quality and Change of 
body and Daily activity were positive effect on quality of life. In conclusion, it is need to improve sleep 
quality through finding pain and emotional problem in elderly patient, and in order to upgrade nursing in 
geriatric hospitals, it have to develop nursing strategies considering the geriatric hospital for health screening 
and health promotion to take care of daily activity and change of older's body.

Key wards : Geriatric hospital, Elderly patient, sleep quality, quality of life, Health status.

* 본 논문은 2013 년도 부산가톨릭 학교 자유연구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Received  4 September 2014, Revised 20 October 2014

Accepted 20 November 2014

Corresponding Author: Sun-Young Moon(Shinhan University) 

Email: symoon8089@hanmail.net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ISSN: 1738-1916



요양병원 입원노인의 건강이 수면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416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 Nov; 12(11): 415-426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노인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수   일상생활 수

행능력이 차 감소되고 만성질환에 이환될 가능성이 매

우 높은 집단이다.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2012년에 체

인구의 11.8%로 매년증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24.3%

수 에 이를 것으로 망된다[1]. 65세 이상 노인의 

88.5%가 고 압, 뇌졸 , 당뇨, 염 등과 같은 만성질

환을 1개 이상 가지고 있으며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

유하는 노인도 6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2008

년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65세 이

상의 노인  노인성 질환자와 혼자서 일상생활수행이 

어려운자는 요양등 을 신청하여 요양 여를 받을 수 있

게 되었다. 요양등  1, 2등 은 일상생활수행에서 타인

의 도움을 으로 혹은 부분 으로 받아야 할 사람들

로서 시설 여를 받고 요양등  3등 은 일상생활생활에

서 부분 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여 재가에서 방

문요양, 방문목욕, 보호 장비 여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3]. 요양등  3등 의 재가노인은 염, 고 압 등

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도구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은 평균 1 의 양호한 

상태이었으며, 주  건강상태는 평균 49.98 으로 간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었다[4]. 요양등  1,2등 은 혼자

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어 시설 여를 이용하거나 

의사가 상주하여 질병치료 등의 의료가 가능하고 장기입

원이 용이한 요양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5]. 이에 노인들

이 노화에 따른 신체기능의 하와 만성질환 리를 

해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819기 에서 2012년 12

월에 1,103기 으로 요양병원의 수가 증가하 고, 입원노

인환자도 41.3%를 차지하고 있다[6].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상당수는 노화와 만성

질환으로 인한 일상생활수행능력(ADL/IADL)를 비롯한 

신체기능이 히 낮고 반 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

다[7,8].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

(ADL)은 5  만 에 평균 3.03 으로 간이상의 도움

이 필요한 상태이고, 배설 기능도 3  만 에 평균 1.37

으로 가끔 실 을 경험하 다[9]. 만성질환으로 요양

병원에 입원한 노인은 통증호소가 잦고 장기간 동안에 

최소한의 신체활동만 허락되는 시설구조 때문에 차 

신체기능제한이 악화되어 질병회복이 지연되기도 한다

[10]. 신체통증과 더불어 야뇨가 있는 입원노인의 46.9%

는 수면장애를 경험하며, 밤에 깨어 잠들기가 어렵다는 

호소가 높았다[11]. 입원노인의 63%가 야간에 1시간이

상 깨어 있고, 2시간가량의 낮잠을 포함하여 평균 수면

시간은 9시간이었다. 입원노인의 86%가 1회 이상 낮잠

을 취하고, 78%가 매일 규칙 으로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요양병원노인의 수면의 질은 재가

노인에 비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3]. 수면

이 부족하면 낮 동안 졸음과 피로로 침상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신체  기능장애로 활동성이 감소할 

뿐 아니라, 기억력과 집 력의 감소로 일상생활수행에 

의존성이 높아지게 된다. 한 조, 불안 등 정서 인 

문제가 유발되기 때문에 노년기 삶의 질에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14]. 

노인개인이 지각하는 주 인 안녕상태인 삶의 질은 

신체 , 정신 , 사회  경험들이 독립되어 형성되는 내

개념이다[15]. 건강상태에 한 주 인 평가가 정

일수록[16] 신체기능상태가 좋을수록[17], 수면의 질이 

좋을수록[18], 우울정도가 낮을수록[19]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요양병원 노인은 입원 시 부

터 만성퇴행성 질환과 신체  기능장애로 건강상태가 나

쁜 것으로 인식하여 요양병원 입원노인에 한 선행연구

는 삶의 질에 을 두기보다는 증상 리와 신체기능유

지에 심이 더욱 높았다. 

우리나라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신체기능과 

건강상태의 경증보다는 사회경제 인 요인에 의해 입원

을 결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요양시설에 비해 

환자만 입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노화와 따른 신체기능

유지에만 을 두기보다는 장기간 입원하고 있는 노인

의 신체, 정신, 사회 인 측면을 포 하는 체 인 삶의 

질에 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요양병원 입원당시

에 질병과 련된 증상, 신체  기능제한  합병증의 유

무에 해 사정하는 것으로 건강상태평가를 신하는 것

은[8,9], 신체질병치료에 한 방향설정에는 합하더라

도 입원한 노인 상자의 개별 이고 총체 인 건강상태

를 유지, 증진시키기 한 간호 략을 개발하는 것은 무

리가 있다[19]. 

이에 본 연구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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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인을 도출하고 실증  검증을 통해 수면의 질과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한다. 더불어  요양

병원 노인 간호에 있어 건강상태의 요성 인식을 제고

시킴으로써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상자를 한 구체

인 간호 재 략을 개발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1.2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건강상태의 하

역은 수면의 질 수에 향을 미칠 것이다. 

1-1. 건강상태 구성요인  정서  인식은 수면의 질

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1-2 건강상태 구성요인  체력은 수면의 질에 부(-)

의 향을 미칠 것이다. 

1-3 건강상태 구성요인  일상생활활동은 수면의 질

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1-4 건강상태 구성요인  사회  역할은 수면의 질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1-5 건강상태 구성요인  몸의 변화는 수면의 질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1-6 건강상태 구성요인  사회  기능은 수면의 질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1-7 건강상태 구성요인  통증은 수면의 질에 부(-)

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이 건강상태 하 역

은 삶의 질에 향을 미칠 것이다. 

2-1. 건강상태 구성요인  정서  인식은 삶의 질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2 건강상태 구성요인  체력은 삶의 질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2-3 건강상태 구성요인  일상생활활동은 삶의 질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4 건강상태 구성요인  사회  역할은 삶의 질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5 건강상태 구성요인  몸의 변화는 삶의 질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2-6 건강상태 구성요인  사회  기능은 삶의 질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7 건강상태 구성요인  통증은 삶의 질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연구 상자는 U시와 B 역시 소재 5개 요양병원에 

입원한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MMSE-K 검사 결과 20  이상이며 본 연구의 목 에 

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발 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로 선정하 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요

양기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들이었다. 재활의학과, 내

과, 신경과, 한방과 등이 개설되어 있었고, 70명 내외의 

노인과 10명 내외의 노인성 질환자가 입원하고 있었다. 

인력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행정직

원과 물리치료사, 조리사 등이 근무하고 있었고, 병동단

는 치매병동과 뇌졸  등의 노인성질환 병동으로 이루

어진 복합형 요양병원이었다. 표본은 G*power 3.1.5 

program을 이용하여 Linear multiple regression(n=9)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유의수 (α) 0.05, 검정력(1-β) 0.95, 

효과의 크기(f2) 0.20의 조건을 고려할 경우, 127명이 필

요함이 확인되었고 탈락율과 작성오류를 고려하여 200명

을 최종 상자로 결정하 다.  

2.2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2013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미리 교

육시킨 연구보조원 5명이 상자를 직  방문하여 연구

의 목 , 익명성, 비 보장 그리고 학문  목 이외의 사

용 지와 언제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설문응답을 하

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설명을 듣고 연구에 자발

으로 참여하기를 동의한 상자에게는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 작성요령에 한 안내를 제공하 다. 연

구 상자의 윤리  측면을 고려하여 설문지는 무기명으

로 하 고 노인 상자가 힘이 든다고 단될 때는 연구보

조원이 직  설문을 읽어주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부

연 설명하여 응답하도록 하 다. 상자가 연구보조원과 

함께 설문지를 작성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 

200부  불성실한 응답(동일응답, 반응 락 등)을 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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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제외한 총 170부를 실제 자료로 분석하 다. 

2.3 측정도구  

노인의 건강상태는 한국형 노인건강상태 평가도구

(KoHMSE V1.0)[19]를 기 로 연구자가 요양병원 입원

노인에게 합하지 않은 항목은 제외하고 수정․보완하

여 사용하 다. 본 도구는 노인들의 반 인 건강상태

를 결정하거나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악하고자 문

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의 가정의학과 외래  

건강진단센터에 내원한 60세 이상의 노인 환자와 일반노

인 671명을 상으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난 1주일동

안 주 으로 평가한 자신의 건강상태’를 질문하여 2500

개의 항목을 수집하 다. 이를 문가 의견을 조사하여 

54개의 표항목으로 정리한 후  다 빈도 항목을 묶어 41

문항과 반 인 건강상태 인식을 나타내는 3문항을 추

가하여 총 44문항을 선정하여 비조사를 시행하 다. 

최종 선정된 문항간의 상 계와 추정 역의 내 일치

도  신뢰도의 검정이 완료되어 다양한 노인연령층의 

건강상태 평가도구의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한 장애가 

유발되는 만성질환 노인의 건강상태 평가에 합한 것으

로 확인되었으며, 반 인 건강상태에 한 포 인 

평가가 용이하다는 장 이 있다[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 인 건강상태를 묻는 3문항, 독립 인 외부활동을 

묻는 7문항, 사활동에 한 2문항과 성생활에 한 1문

항을 제외하고 32문항을 선택하 다. 이들 문항은 ‘언덕

길을 올라갈 수 있다’, ‘걸을 때 지팡이를 사용 한다’, ‘목

욕을 혼자 할 수 있다’, ‘집안에서 가사 일을 돌본다.’, ‘혼

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다‘,  ’식사를 비할 수 있다‘,  

’혼자서 앉았다가 일어설 수 있다‘,  ’혼자서 화장실을 출

입할 수 있다‘ ,’버스 등 교통을 이용한다,‘  ’식욕이 

없다‘,  ’불안하다‘,  ’잠을 잘 잘 수 없다‘,  ’시력이 감퇴되

어 잘 볼 수 없다’,  ’ 청력이 하되어 잘 들을 수 없다‘,  

’ 화번호를 기억할 수 없다‘.  ’ 민해진다‘,  ’피로하다‘,  

’짜증스럽다‘,  ’우울하다‘,  ’죽음을 생각 한다‘,  ’서럽다‘, 

’귀찮다‘,  ’슬 다‘,  ’외롭다‘, ‘친구가 있다‘,  ’취매생활을 

할 수 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직업이 있다‘,  

’손 자녀를 돌볼 수 있다‘,  ’신체통증이 얼마나 자주 느끼

고 있는가‘ 등으로 31문항 4  Likert 척도(① 항상 그

다 ② 자주 그 다 ③ 별로 그 지 않다 ④  그 지 

않다)로 측정하 다. 신체통증의 강도에 한 1문항은 

100  시각상사척도(VAS)로 측정하여 0-30 은 4 , 

31-60 은 3 , 61-90  2 , 91-100 은 1 으로 변환하

여 수화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음을 

의미한다. 

수면의 질은 지난 한달 간 수면의 질과 수면기간의 불

편 정도를 의미하며, PSQI(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20]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 본 척도는 자기

보고식 질문지로서 19문항의 본인평가 문제와 5문항의 

같이 자는 사람에 의한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본인평가 19문항(원척도에서도 수면의 질을 측정할 

때는 이 문항들만 사용)에 하여 7개요인(factor) 즉 주

인 수면의 질, 수면잠재기, 수면의 양, 수면효율성, 

수면방해, 수면제사용  주간활동지장으로 측정하 다. 

각 요소항목은 0 부터 3  범 를 가지며 0 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며, 3 은 심각한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총 수의 범 는 7개 요소를 조합하여 

최  0 에서 최고 21 까지이며, 수가 높을수록 수면

에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체 PSQI 

수가 5  미만이면 정상수면(Normal sleep pattern), 5

 이상이면 수면장애(sleep problem)로 규정한다. 

삶의 질은 세계보건기구에서 ‘한 개인이 살고 있는 문

화권과 가치체계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목표, 기 , 규범, 

심과 련하여 인생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상태에 한 

개인 인 지각’이라고 정의하 다. WHO지침에 따라 개

발한 WHOQOL-BREF를 번안한 한국  삶의 질 척도-

간편형[15]를 사용하 다. 본 척도는 반  역, 신체  

건강 역, 심리  건강 역, 사회  계 역  생활환

경 역의 5개 하 차원으로 구분하여 총 26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구체 으로 ‘신체  건강’은 신체  통증, 치료

에의 의존, 일상에 필요한 에 지, 이동능력, 수면상태, 

일상의 활동성, 직무수행능력을 측정하는 7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심리  건강’은 인생을 즐기는 정도, 삶의 의

미, 집 력, 신체상과 외모, 자신에 한 만족, 부정 인 

감정을 측정하는 6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  

계’는 인 계, 성생활, 친구의 사회  지지를 측정하

는 3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환경 역’에서는 신체  안

, 건강에 좋은 주거환경, 재정능력, 새로운 정보습득 기

회, 여가활동 기회, 거주 장소의 물리  환경, 의료서비

스, 교통수단에 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로 측정하

다. ‘ 반  역’은 삶의 질에 한 반  평가와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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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 한 만족의 2문항으로 측정하 다. 이들 각 문항

은 5  Likert 척도(①  나쁨 ② 나쁨 ③ 보통 ④ 좋

음 ⑤ 매우 좋음)로 측정되었고, 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2.4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2.0 program과 AMOS 

18.0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  5%에서 양측 검정하

고, 구체 인 자료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 편차

로 구하 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해 

탐색  요인분석  확인  요인분석과 

Cronbach-α 계수를 산출하 다. 

셋째, 건강상태가 수면의 질과 삶의 질에 미치는 향

을 악하기 해 피어슨 상 계 분석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과 다 회귀분

석(Multiple 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 다.  

3. 연구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 상자의 평균연령은 76.84±9.29

세 고, 여성이 65.3%(111명)이었으며, 등학교 졸업이

하인 노인이 60.6%(103명)으로 가장 많았다. 배우자가 없

는 노인은 73.5%(125명)를 차지하 고, 2명이상의 자녀

를 둔 노인이 72.9%(124명)로 나타났다. 

질병은 평균 3.84±1.29개를 보유하 고, 구체 인 진

단명은 뇌졸  48.5%(82명), 요실 은 33.5%(57명), 폐렴

이 12.9%(22명), 욕창은 12.3%(20명), 킨슨 질병 

10.7%(18명)순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은 

1년 이하가 35.9%(61명), 1년 이상 3년 미만이 30.0%(51

명), 3년 이상 34.1%(58명)로 나타났으며, 입원 동기는 복

수응답으로 질문하 는데, 만성질환 등의 건강상의 이유

라고 응답한 경우가 51.8%(88명)로 가장 높았고, 돌  

사람이 없어서가 37.0%(64명)순이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선호하는 활동이 없다고 응답한 

상자가 34.1%(58명)로 가장 많았고 노래교실 27.6%(47

명)순으로 나타났다. 애로사항은 시설과 환경이 불충분

하다와 동료 노인과의 인 계에 어려움이 있다가 각각 

20.6%(35명)이었고,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상자도 

32.4%(55명)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70)

Category 
n(%)/

Mean±SD

Age(year)   76.84±9.29

Gender
Male  59(34.7)

Female 111(65.3)

Education
≤Elementary 103(60.6)

≥Middle school  67(39.4)

Spouse
Yes  45(26.5)

No 125(73.5)

Kids

1  19(11.2)

2-3 124(72.9)

none 27(15.9)

Disease*

Pneumonia 22(12.9)

Urinary incontinence 57(33.5)

Parkinson's disease 18(10.7)

Cerebrovascular disease 82(48.5)

Bed sore 20(12.3)

others 120(70.6)

Number of disease  3.84±1.29

Hospitalized

periods

<1 yrs.  61(35.9)

1-3 yrs. 51(30.0)

≥3 yrs. 58(34.1)

Cause of

Hospitalize*

For comfortable life  8( 4.7)

Have no care-giver 84(37.6)

Look after chronic disease 88(51.8)

Conflict for Children  5( 2.5)

To spending time  5( 2.5)

Activity 

Music class 47(27.6)

Calligraphy class  3( 1.8)

Calisthenics class 15( 8.8)

Watching Movie 11( 6.5)

Hand acupuncture therapy  9( 5.3)

Participate lecture on health  7( 4.1)

Practice religion 18(10.6)

Computer class  23( 1.2)

Nothing 58(34.1)

 

*
plural response

3.2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정

건강상태 측정 도구에 한 타당도 검증을 하여 탐

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문항 선택기 인 고유값

(eigen value)은 1.0 이상인 요인을 Varimax 방식으로 요

인구조를 분석하 는데, 요인 재치 0.4이상을 기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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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Factor analysis

1 2 3 4 5 6 7

depress .812

lonely .796

irritable .787

sorrow .775

grief .754

sensitive .726

anxiety .699

thinking death .663

sleepless .637

lethargy .569

fatigue .550

climb hill   .820

chore .736

walker .719

bath .692

cooking .476

walking .695

toilet .679

moving .364

transport .589

dressing .579

meal .556

caring kids .758

job .636

hobby .466

sight . .821

memory .810

hearing .526

socialize .792

Faith .639

Pain(freq.) .800

Pain(sev.) .729

Eigen value 6.43 3.62 3.61 2.38 2.22 1.79 1.73

Variance(%) 20.1 11.3 11.2 7.49 6.93 5.62 5.42

Cumula-tive(%) 20.1 31.4 42.7 50.1 57.1 62.7 68.1
*
KMO=0.895, Bartlett=3411.254(df=496 p=.000)

*KMO: Kaiser-Mayer Olkin

<Table 2> Factor analysis of health status

factor 1 2 3 4 5 6 7 SQ

2
.299
 **

3
.525
**

.674
**

4
.361
**

.620
**

.550
**

5
.444
**

.417
**

.439
**

.337
**

6
.473
**

.334
**

.448
**

.421
**

.368
**

7
.496
** .304 .416 .347 .348 .295

SQ
-.397

**

-.123
**

-.251
**

-124
**

-300
**

-.198
**

-.335
**

QoL
.355
**

.343
**

.355
**

.319
**

.424
**

.268
**

.238
**

-.276
**

 **:p<.001, SQ: Sleep quality, QOL: Quality of life

<Table 3> Correlation between Main variables 
and quality of life 

7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총 분산 설명력은 68.16%

이었다<Table 2>. 제 1요인은 우울, 섭섭함, 외로움 등의 

11문항으로 정서  인식(emotional perception)으로, 제 2

요인은 언덕길 오르기, 가사일, 식사 비 등의 5문항으로 

신체 인 체력이 있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한 기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체력(strength)으로 명명하 다. 제 3요

인은 보행, 배설, 이동, 옷 입기, 교통수단이용하기 등의 

6문항으로 기본 인 일상생활 수행과 련된 기능을 의

미하는 것으로 일상생활활동(daily activity)으로, 제 4요

인은 손 자녀 돌보기, 직업, 취미생활의 3문항으로 사회

인 역할수행을 의미하는 사회  역할(social role)로 명

명하 다. 제 5요인은 시력, 청력, 기억력의 감퇴에 한 

3문항으로 노년기의 신체변화와 련된 것으로 몸의 변

화(change of body)로, 제 6요인은 어울리기, 신앙생활의 

2문항으로 사회  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사회  기

능(social function)으로 명명하 다. 마지막으로 통증의 

강도와 빈도의 2문항은 통증(pain)으로 명명하 다.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건강상태의 하 역인 정서

 인식, 체력, 일상생활활동, 사회  역할, 몸의 변화, 사

회  기능과 통증과 수면의 질  삶의 질간의 상 계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수면의 질은 정서  인식 

-0.39(p=.000), 체력 -0.12(p=.000), 일상생활활동 

-0.25(p=.000), 사회  역할 -0.12(p=.000), 몸의 변화 

-0.30(p=.000), 사회  기능 -0.19(p=.000)과 통증 

-0.33(p=.000)과 음의 상 계를 보 다. 삶의 질은 정서

 인식 0.35(p=.000), 체력 0.34(p=.000), 일상생활활동 

0.35(p=.000), 사회  역할 0.31(p=.000), 몸의 변화 

0.42(p=.000), 사회  기능 0.26(p=.000), 통증 0.23(p=.000)

과 양의 상 계를 보 고, 수면의 질 -0.27(p=.000)간에

는 음의 상 계가 있었다.  

탐색  요인분석에서 밝 진 노인건강상태의 7개 요

인구조가 합한지를 검증하기 해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모형의 합도 검증 

결과, χ2은 958.829 유의확률은 0.000으로 모형과 자료가 

일치한다는 가설이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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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I값은 0.838, TLI값은 0.807, RMSEA값은 0.083으

로 양호한 합도를 나타내어 7개요인 구조가 수집된 자

료에 잘 부합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Table 4> Structure model fit indices
df χ2 p CFI TLI RMSEA

model 443 958.829 .000 .838 .807 .083

건강상태 평가 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해, 31문항 

7개 요인에 한 Cronbach-α 값을 구하 고, 수면의 질과 

삶의 질에 한 신뢰도 분석결과 <Table 5>와 같다. 

<Table 5> Reliability coefficients of scale
M±S.D

Cronbach

-α 

Health

Status

1
Emotional 

perception
2.40±0.57 0.922

2 Strength 1.72±0.73 0.876

3 Daily activity 2.23±0.70 0.845

4 Social role 1.67±0.67 0.752

5 Change of body 2.00±0.72 0.721

6 Social function 2.47±0.80 0.661

7 Pain 2.38±0.78 0.757

Sleep quality 8.13±3.60 0.750

Quality of life 2.45±0.41 0.743

 

 

정서  인식 0.92, 체력 0.87, 일상생활활동 0.84, 사회

 역할 0.75, 몸의 변화 0.72, 사회  기능 0.66, 통증 0.75

로 체 Cronbach-α는 0.93으로 높게 나왔으며, 7개 요인

의 신뢰도 계수가 0.6이상으로 나타났다. 수면의 질의 

Cronbach-α 값은 0.75, 삶의 질의 Cronbach-α 값은 0.74

인 것으로 나타나 문항제거 없이 모두 사용하 다. 

3.3 건강상태와 수면의 질의 다중회귀분석 

건강상태가 수면의 질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설 1-1, 1-2, 1-3, 1-4, 1-5, 1-6, 1-7의 검정결과는 

<Table 6>과 같다. 다 회귀분석에 앞서 일반  특성  

수면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t-검정과 일원배치분

석(one way ANOVA)  사후검정을 통해 확인하 으나 

일반  특성에 따른 수면의 질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6> Multiple regression of health status 
and sleep quality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2.122 .161 13.147 .000

Emotional 

perception
-.026 .007 -,316 -3.864 .000

Pain -.059 .027 -.178 -2.180 .031

Strength .005 .061 .951

Daily activity -.049  -.582 .561

Change of 

body
-.147 -1.853 .066

Social function  -.013 -.158 .875

Social role .033 .433 .665

Adj. R2 17.8

F(p) 18.868 (.000**)
**
: p<.001

노인 건강상태의 하 역을 독립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서  인식이 수면의 질에 미치는 향은 

t값 -3.86(p=0.000)으로 나타나 가설 1-1은 채택되었고 

통증이 수면의 질에 미치는 향은 t값 -2.18(p=0.000)로 

나타나 가설 1-7도 채택되었다. 그 이외에 가설 1-2, 1-3, 

1-4, 1-5, 1-6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아 지각되었다. 

회귀모형 체에 한 합성 검정결과 F=18.86, 유의확

률 0.000이므로 유의수  5%에서 합함을 알 수 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정에서 비록 체력, 일상생활활동, 

몸의 변화, 사회  역할과 사회  기능이 유의수  5%에

서 유의하지 않으나 이를 포함한 체식이 유의함으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17.8% 정도이었다.

3.4 건강상태와 삶의 질의 다중회귀분석

건강상태가 삶의 질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1, 2-2, 2-3, 2-4, 2-5, 2-6, 2-7의 검정결과는 

<Table 7>과 같다. 다 회귀분석에 앞서 일반  특성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t-검정과 일원배치분석

(one way ANOVA)  사후검정을 통해 확인하 는데, 

선호활동에 따른 삶의 질 정도가 차이를 나타내었다. 사

후검정을 실시하여 서 교실에 참여하는 노인이 다른 활

동 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에 비해 삶의 질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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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808 .105 17.227 .000

Change of body .062 .015  ,322 4.201 .000

Daily activity .021 .008 .213 2.771 .006

Emotional 

perception
.150 1.781 .077

Strength .116 1.219 .224

Social role .130 1.571 .118

Social function .065 .822 .412

Pain .042 .542 .589

F.A
*

(Calligraphy) 
.036 .504 .615

Adj. R2 20.1

F(p) 22.021(.000**)

<Table 7> Multiple regression of health status 
and quality of life

*: Favorite activity , **: p<.001

선호활동을 각각 가변수 처리하고 건강상태의 7개 요

인을 독립변수로 회귀 분석한 결과는 몸의 변화가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은 t값 4.20(p=0.000)으로 나타나 가설 

2-5은 채택되었다. 일상생활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은 t값 2.77(p=0.006)로 나타나 가설 2-3도 채택되었다. 

그 이외에 가설 2-1, 2-2, 2-4, 2-6, 2-7은 통계 으로 유

의하지 않아 지각되었다. 회귀모형 체에 한 합성 

검정결과 F=22.12, 유의확률 0.000이므로 유의수  5%에

서 합함을 알 수 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정에서 비

록 정서  인식, 체력, 사회  역할, 사회  기능과 통증

이 유의수  5%에서 유의하지 않으나 이를 포함한 체

식이 유의함으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20.1% 정도이

었다.

4. 논 의 

본 연구는 속한 고령화 속도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

고 있는 요양병원 입원노인의 건강상태와 수면의 질  

삶의 질 정도를 알아보고 건강상태가 수면과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을 악함으로써 노인건강상태 유지․증진

을 한 양질의 노인 간호 략을 모색하기 한 기 자

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 다. 

본 연구 상자의 평균연령은 76.84세이고 평균 3.89개

의 만성질환을 보유하 으며, 뇌졸 환자가 48.5%, 요실

은 33.5%, 욕창도 12.3%로 나타났다. 이는 요양병원 입

원노인의 과반수이상이 75세 이상의 고령이며, 3개 이상

의 만성질환보유 노인도 90%에 달한다는 보고[19]와 일

치하며, 2008년 요양병원과 노인 문병원의 입원 여 

정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요실  증상이 42.4%, 욕창과 

폐렴은 각각 12.6%, 6.2%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

하 다. 

건강상태 하 역  가장 낮은 수를 보인 것은  

사회  역할과 체력으로 나타났는데, 각각 평균 1.67 과 

2.00 으로 간이하이었다. 체력은 도구  일상생활 수

행능력(IADL)의 일부항목과 련이 있는데, 장기요양서

비스 이용노인  재가 여노인에 비해 시설 여 노인의 

IADL은 9.98 으로 시설노인의 도구  일상생활 의존도

가 더욱 높았다는 보고와[30] 유사하 다. 반면에 시설노

인이 재가노인에 비해 도구  일상생활 능력 총 16개 항

목  평균 12.7개 항목을 타인에게 의존하 다고 보고하

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 다. IADL은 장기요양보험제

도에서 요양 정지표로 사용되고 있으며, 항목에 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요양등 도 1등 으로 정된다. 따

라서 요양병원 입원노인의 상당수는 일상생활수행능력

의 하가 요양등  1등 에 해당하는 정도로 심각함을 

알 수 있으며, 노화과정에서 그 감퇴가 가속될 것이다. 그

러나 IADL은 자립생활을 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잔존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할 것이

다. 따라서 요양병원 입원노인을 한 주기 인 IADL평

가를 실시하고 감퇴속도를 늦추기 한 간호 재 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 하다. 

본 연구에서 건강상태가 수면의 질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하 역  정서  

인식과 통증이 수면의 질에 유의한 부 (-)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증호소가 높을수록 우울, 슬픔

의 정서  인식이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낮은 것을 의미

하 다. 이는 소병원 노인환자의 수면양상변화에 향

을 미치는 요인은 통증과 불안  우울 등의 심리  요인

이었다[24]는 보고와 일치하 다. 동일도구를 사용하여 

재가노인과 병원입원노인의 수면의 질을 비교한 결과, 

병원입원노인은 재가노인에 비해 고령노인이 상당수를 

차지하 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통증호소가 많았으며 수

면의 질이 더욱 낮은 것으로 보고[16]하여 본 연구와 유

사하 다. 본 연구에서 정서  인식은 우울, 슬픔, 섭섭



The Effect of Health Status on Sleep Quality and Quality of Life among Elderly patient in geriatric hospital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423

함, 죽음생각, 의욕 없음 등의 정서 상태를 의미하며, 4  

만   평균 2.40 으로 나타나서 간보다 높은 수치이

었다. 이는 27%의 병원노인이 심각한 우울증을 가지며, 

우울증상이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낮다는[13] 보고와 유

사한 결과이다. 이제까지 노인이 되면 입면까지 시간이 

걸리고, 숙면을 취하는 것도 어려워져 수면효율이 낮아

짐을 정상 인 노화과정으로 간주하여왔다[18]. 그럼에

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이 수면문제를 호소

하면 일상 으로 수면유도 약물을 사용하 다. 요양병원 

특성상 녁이후에 특별한 활동이 없기 때문에 다수의 

노인 환자가 배뇨를 한 이동이 있을 뿐 침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수면제를 복용한 후에 일  수면에 들도록 

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다. 한편 노인이 수면제를 복용하

더라도 각성으로 인한 야간에 깨는 증상이 조 되지 않

았고,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은 노인에 비해 각성횟수가 

더욱 높았다고 보고하 다[12]. 이로써수면제의 복용이 

수면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재가

에 거주하면서 복지 의 신체활동 로그램을 이용하는 

노인이 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비해 수면의 질이 높았음

을 보고하여[22]하여 신체활동이 수면의 질  향상에 도

움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최근에 만성질환에 따른 장애가 

있는 노인을 상으로 신체활동 로그램과 수면의 질 간

의 상 계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시도되었는데

[22,28,29], 노인의 잔존기능을 활용한 신체활동은 다른 

노인들과 사회 인 계형성하고 의료진과 친숙한 계

를 유지함으로써 노인의 정서에 정 인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상에서 요양병원 노인 환자는 만성질환에 

따른 통증과 장기간의 입원으로 정서  인식이 부정 임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수면이 질을 악화시키고 

질병회복에 부정 인 향을 래할 수 있기 때문에 수

면의 질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요양병원 특성에 합한 

신체활동 로그램을 개발하여 입원노인의 신체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건강상태가 삶의 질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하 역  몸의 변화

와 일상생활활동이 삶의 질에 정 (+)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몸의 변화가 정 일수록 일상생활

활동이 독립 일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양병원 입원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이 

독립 일수록 삶의 질이 높다는 보고[7]와 일치하는 결

과이며, 지역사회 노인의 신체기능(ADL)이 독립 일수

록 삶의 질이 높았다는 보고[18]와는 유사하 다. 본 연

구에서 몸의 변화는 시력, 기억력, 청력의 하를 의미하

며, 총 4  만 에 평균 2.00 으로 간정도의 하를 보

다. 일상생활활동은 일상생활 수행능력(ADL)과 유사

하여 앉았다 일어서기, 걷기, 배설, 옷 갈아입기, 이동, 교

통수단이용과 식사하기 등의 타인 의존도를 의미하고, 

총 4  만 에 평균 2.33 으로 간정도의 의존성이 있

었다. 이는 요양병원 입원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측정한 결과, 동작, 이동, 식사, 배변 항목에서 50%이상이 

2명이상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30]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 다. 요양병원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은 평균 정도의 약함을 보 다는 보고와[8], 삼킴 곤란장

애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이 

간정도라는 보고[2]는 본 연구를 지지하 다. 이로서 요

양병원 입원노인은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제한이 많으며, 

만성질환으로 인한 장애발생으로 건강상태의 악화가 매

우 심각함[9]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7,17,18]에서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삶

의 질에 측요인으로 확인되었으나, 요양병원 노인은 

입원 기부터 ADL이 심각하게 하되어 있고, 만성질환

으로 인한 다양한 신체  증상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증상치료  합병증 리에 을 두고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것에 소홀[8]하 다. 반면 뇌졸 으로 요양병원

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를 상으로 한지를 이용한 집단

미술치료를 시행한 결과[19], 감정표 이 어려운 노인의 

심리를 한지를 통해 잘 표 함으로써 심리  안정에 효

과 이었고 삶의 질 향상에 정 인 효과가 있었음이 

보고되었다. 요양병원은 치료와 더불어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보호함을 목 으로 하는 의료기 이기 때

문에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노인들의 가정과 

같은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요양병원 노인환자의 신체 인 치료뿐만 아니라 정서

인 재활에 해 심을 가지고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

하여 입원한 노인들과의 정서 인 과 의료인과의 

정 인 계형성을 통해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집단여

가 로그램의 개발이 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는 상자의 표집을 일부 특정 지역에 거주하

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을 주로 편의표집 하 으며, 

노인의 건강상태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제한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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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계만을 분석하 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요양병

원 입원노인 체에 일반화하는데 신 을 기해야 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건강상태를 분

석하고 건강상태가 수면의 질과 삶의 질에 미치는 향

을 악함으로써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건강회복  

재활을 한 간호 재 로그램 개발의 기 자료를 제공

하기 해 시도하 다. 

연구결과 노인 상자들은 평균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간이하의 건강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의 하 역  통증과 정서  인식은 수면의 질

에 부(-)의 향을 미치며, 몸의 변화와 일상생활활동은 

삶의 질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의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간 입원하고 있는 노인 상자의 

신체기능  정서  인식에 한 주기 인 평가를 통해 

일상생활활동의 하를 방하고 정서 인 문제를 조기

에 발견하여 효과 으로 처하여야 할 것이다. 한 장

기간 가족과 떨어져 입원하고 있는 노인 환자가 정서 인 

변화를 표 할 수 있는 요양병원 특성에 합한 환경을 

조성하여 노인환자의 건강상태를 증진시키기 한 간호

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요양병원 입원노인의 건강상태가 수면의 

질과 삶의 질에 향을 미침을 실증 으로 악하 다는 

과 요양병원간호에 있어 노인 상자의 수면의 질과 삶

의 질에 가장 향을 미치는 하 역을 확인하 고 이

는 실제 인 노인 간호 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토 로 간호실무, 교육, 연구

를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요양병원 간호사는 입원한 노인을 상으로 주

기 으로 건강상태를 사정하여 각 개인의 정서  인식과 

신체기능  통증정도와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함으로써 이들의 건강상태 유지증진을 한 개별  간

호 략을 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요양병원 입원노인의 건강상태의 문제, 정서  

인식의 요성, 건강상태에 향요인, 건강상태 개선을 

한 략에 한 지식은 간호에 있어서 필수 이므로, 

간호학 교과과정 는 간호사 보수교육에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셋째, 추후 요양병원 입원노인의 정서  건강상태를 

증진시킬 수 있는 로그램의 개발, 용  평가를 한 

연구와 다른 하 역과 그에 향을 미치는 련 변수

들을 확인하는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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