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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수면의 질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떨어지며 신체적, 정신

적 질환 그리고 수면장애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Ohay-

on 등 2004).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수면구조가 변하고 수

면 중 각성횟수가 증가하는 등 수면을 통한 충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써 수면환경이 중요한 인자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특히, 

방안의 온도나 습도가 수면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는 일관되

게 있어왔다(Haskell 등 1981 ; Shapiro 등 1989 ; Raymann 

등 2007). 그러나 매트리스의 종류와 수면의 질과의 연관성

에 관한 과거 연구 결과들은 일관되지 않았다. 매트리스 및 

침구들이(담요, 베개)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

고가 있었고(Lin 등 2008), 미국에서 시행된 수면의 질에 대

한 설문조사에서 7%의 수면문제가 불편한 매트리스 때문에 

발생한다고 발표된 바 있다(Addison 등 1986). Scharf 등

(1997)의 연구에서는 실험적인 폼 매트리스(experimental 

foam mattress)에서 수면한 대상자의 순환교대파형(cyclic 

alternating patterns)이 일반적인 매트리스(standard 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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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ss)에서 잠을 잔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수면의 거시구조(macrostructure)에 해당하

는 수면단계, 각성횟수, 총 수면시간은 두 매트리스간 차이

는 없었다(Scharf 등 1997). 이 외에 다른 연구들에서는 인

체공학적으로 설계된 매트리스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

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Lee 등 2006 ; Jacobson 등 

2002). 그러나, 이와 반대로 Bader등(2000)은 매트리스의 차

이가 수면의 질에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고(Bader 등 2000), Okamoto 등(1997)이 시행한 

연구에서도 매트리스의 차이가 객관적, 주관적 수면의 질 

모두에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Okamoto 등 1997). 

국내에서는 서구화로 인하여 침대에서 생활하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매

트리스가 많이 개발되어있지만 실제로 좋은 매트리스가 수

면의 질을 향상시키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 거의 없

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성인을 대상자로 

일반스프링 매트리스(control mattress, 상품명 ; 파워드림, 

아모스 침대, 대한민국)와 기존 매트리스에 비해 지지력을 

향상시킨 컨투어 코일 매트리스(experimental mattress, 상

품명 ; 베스트슬립 Z8B, 아모스 침대, 대한민국)에서 잠을 

자게 한 후 자가 설문지를 통해 평가한 주관적인 수면의 질

과 야간수면다원검사를 통해 평가한 객관적인 수면변인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평소 수면에 문제가 없는 건강한 성인 남녀(20~ 

50세)을 모집공고문을 통하여 모집하였다. 건강한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을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외

기준을 적용하였다. 임신/수유 중인 여성, 현재 수면제를 포

함한 정신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을 투약 중인 경우, 심각한 

내외과적 신체질환의 과거력이 있거나 현재 질환이 있는 경

우, 최근 3개월 내에 불면증을 포함한 정신과적 진단을 받은 

경우, 코골이, 무호흡, 주간졸리움, 취침 전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교대근무와 같은 불규칙한 수면-활동주기

가 요구되는 직업을 가진 경우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

구는 서울대학교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2. 연구대상자 평가

1) 자가설문평가

연구대상자 모집 후 각 대상자의 연령, 성별, 내과적 질환 

여부, 정신과적/신경과적 병력, 가족력, 약물 복용력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대상자들의 우울 정도, 불안정도, 주기

리듬유형, 수면의 질, 수면무호흡증 가능성, 주간졸리움 등

을 확인하기 위하여 벡우울척도(Beck’s depression inven-
tory, 이하 BDI), 벡 불안척도(Beck’s anxiety inventory, 이

하 BAI), 아침형-저녁형 설문지(Morningness-eveningness 

questionnaire, 이하 MEQ), 피츠버그 수면질지수(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이하 PSQI), 베를린 수면무호흡 설문

지(Berlin questionnaire, 이하 BQ) 그리고 엡워스졸림척도

(Epworth sleepiness scale, 이하 ESS) 등의 자가보고척도

를 시험하였다. BDI는 총 21문항이고, 점수는 0점부터 63점

까지 있을 수 있다. 0~9점은 우울하지 않은 상태, 10~23점

은 중한 우울상태, 24~63점은 심한 우울상태로 본다(Hahn 

등 1986). BAI는 역시 0점부터 63점까지이며 22~26점은 불

안상태, 27~31점은 심한 불안상태, 32점 이상은 극심한 불

안상태로 본다(Kwon 등 1992). MEQ의 점수로는 명백한 아

침형(70~86점), 중등도 아침형(59~69점), 중간형(42~58점), 

중등도 저녁형(31~41점), 명백한 저녁형(16~30점) 등 5가

지 수면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Yu 등 1995). PSQI 값이 5점

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면의 질 저하 또는 불면증의 동반을 

의심할 수 있다(Buysse 등 1989). BQ는 코골이에 관한 다

섯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카테고리 1, 주간 졸림에 관한 

세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카테고리 2, 고혈압 여부를 묻

는 단일 문항으로 된 카테고리 3, 총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

성되어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카테고리에서 양성이면 수

면무호흡증 고위험군이라 할 수 있다(Kang 등 2011). ESS

는 일상생활에서의 주간졸림을 평가하는데 유용하며 10점 

이상인 경우 유의한 주간졸림이 있다고 할 수 있다(Cho 등 

2011). 연구대상자들은 야간수면다원검사 전후에 매트리스 

만족도에 대한 설문 및 주관적인 입면잠복시간, 총 수면시

간, 각성 횟수, 수면의 질에 대한 설문지를(visual analog 

scale 형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냄, 

1~7점) 작성하게 하였다. 모든 설문지는 자가설문으로 설

문지 작성과정에 평가자는 개입하지 않았다.

2) 실험매트리스와 대조매트리스

대조매트리스로 사용한 일반스프링 매트리스는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매트리스로 그 내

부에 다수의 코일스프링을 구비하여 사용자를 전체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코일스프링으로 구성된 

매트리스는 푹신한 느낌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신체를 부분별로 구분하여 지지력을 제공하는 것이 부족하

다는 단점이 있다. 실험매트리스로 사용한 컨투어 코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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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스는 위와 같은 단점을 줄이기 위해 고밀도 폼과 스프

링코일이 교차하여 스프링의 탄력과 고밀도 폼의 탄성을 제

공하여 기존 매트리스 대비 편안하면서도 더 나은 지지력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매트리스이다. 

3) 수면다원검사

연구대상자들은 2번의 연속된 야간수면다원검사 전일 첫

날밤 효과(first night effect)를 방지하기 위해 수면다원검

사실에서 적응 수면을 취하도록 하였다(Mendels 등 1967). 

이후 두 번째 날부터 연속하여 2일에 걸쳐 각각 두 가지 종

류의 매트리스(일반스프링 매트리스와 컨투어 코일 매트리

스)에 누워 수면다원검사를 2회 시행하고 매트리스 순서는 

단순 무작위배정법을 사용하여 무작위로 배정하였다. 야간

수면다원검사 시간 이외의 주간활동은 일상적인 활동을 유

지하도록 하였고 다만 검사 시작 4일 전부터는 담배, 알코

올, 카페인의 섭취를 금하도록 하였다. 모든 수면다원검사실

의 온도, 습도, 조도 등은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야간수면다원검사는 ProFusion PSG 3 model (V3.4, 

Compumedics, Australia)을 사용하였으며 표준화된 방법으

로 각종 전극(electrodes)과 감지기(sensors)를 대상자들에

게 부착하였다. 뇌파(EEG, electroencephalogram), 안전도

(EOG, electrooculogram), 하악 근전도(chin EMG, electro-
myogram), 심전도(ECG, electrocardiogram), 호흡음(breath-
ing sounds), 구강 및 비 공기 흐름(oral and nasal airflow), 

흉곽 호흡 운동(chest movement), 복부 호흡 운동(abdomi-
nal movement), 사지운동(limb movement), 체위(body po-
sition) 그리고 혈중 산소포화도(SaO2, arterial oxygen satu-
ration)를 야간 수면 동안 지속적으로 측정하였다. 야간수면

다원검사는 수면기사가 일차판독을 하고 수면 전문 의사들

이 국제 기준에 따라 판독하였고(Richard 등 2015) 이를 통

해 얻어진 여러 생체신호들을 수집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야간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얻어지는 변수들로는 검사시간

(total recording time, 이하 TRT)(min), 총 수면시간(total 

sleep time, 이하 TST)(min), 수면잠복기(sleep latency, 이하 

SL)(min), 수면효율(sleep efficiency, 이하 SE)(%), 1단계수

면분율(N1)(%), 2단계수면분율(N2)(%), 3단계수면분율(N3) 

(%), 렘수면분율(REM, rapid eye movement)(%), 수면 후 

각성시간(wake after sleep onset time, 이하 WASO)(min) 

무호흡-저호흡 지수(apena-hypopnea index, 이하 AHI), 주

기성사주운동 지수(periodic limb movement index, 이하 

PLMI)등이 있다.

3. 데이터분석 및 통계 

본 연구에서는 SAS statistical package (SAS 9.4 for win-
dow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모든 

연구대상자들이 두 가지 종료의 매트리스에서 무작위 순서

로 야간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

문에 교차설계(crossover design)의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

하였다(Grizzle 1965). 교차설계이지만 약물 투여 등의 개

입(intervention)이 적용된 것이 아니고 단순 무작위법을 이

용하여 매트리스 순서를 무작위 배정하였기 때문에 첫 번

째 매트리스에서 수면한 경험이 두 번째 매트리스에서 시

행한 야간수면다원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월효

과(carry-over effect)는 배제하였다.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추가의 wash-out period는 두지 않고 2일간 연속으

로 야간수면다원검사를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대응표본 t 

검정(paired t-test)를 기반으로 2×2 교차설계의 방법으로 

결과를 분석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결      과

1. 연구대상자 특성 

총 15명의 연구대상자들이 모집되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

령은 30.8 ± 8.6세였고 남성과 여성의 참여율은 비슷하였

다(남 : 여 = 7 : 8). 무작위로 배정된 매트리스의 순서에 따

른 구분의 비율도 비슷하여 첫 번째 야간수면다원검사를 

일반스프링 매트리스에서 시행하고 두 번째 야간수면다원

검사를 컨투어 코일 매트리스에서 시행한 연구대상자들이 

8명, 그 반대의 순서로 야간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한 연구대

상자들은 7명이었다. 전체 대상자들의 PSQI는 5.2 ± 1.9, 

ESS는 8.1 ± 3.7, BAI는 3.8 ± 4.6, BDI는 6.8 ± 5.6, MEQ

는 46.0 ± 6.5 그리고 BQ의 경우 모든 연구대상자에서 수면

무호흡증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평균 PSQI 

점수가 5점 이상으로 높게 측정되기는 하였지만 뚜렷한 불

면증의 증상에 대한 호소는 없었고 야간수면다원검사에서

도 별다른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BAI 및 BDI의 평

균 점수는 모두 절단점 미만으로 측정되었다(Table 1).

2. 주관적 수면의 질 및 야간수면다원검사 변인

2번의 야간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시간은 평균 

450.7 ± 29.2분이었다. 총 수면시간은 417.1 ± 31.1분, 수

면효율은 92.6 ± 3.9%, 수면 후 각성시간은 27.8 ± 18.5분, 

수면잠복기는 5.4 ± 2.8분으로 야간수면다원검사를 시행

하고 판독하는데 있어 문제는 없었다. 평균 AHI는 2.9 ± 

3.8/h었지만 48세 남성 대상자 한 명의 AHI가 14.1/h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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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수면무호흡증 수준을 보였었다. 그러나 주간졸림, 피

로, 불면 등의 증상을 호소하지 않아 연구에 포함하였다. 평

균 PLMI는 0.8 ± 1.4/h로 15를 초과하는 대상자는 한 명도 

없어 주기성사지운동 장애를 배제할 수 있었다. 각각의 야

간수면다원검사 후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대답한 주관적인 

총 수면시간은 416.0 ± 63.4분이었고, 주관적인 수면잠복기

는 17.5 ± 12.7분이었다. 그리고 검사 도중 깨었다고 생각하

는 횟수는 1.9 ± 1.1회였다. 주관적으로 깊게 잠들었다고 생

각하는 정도는 4.8 ± 1.5점으로 중앙값인 4점보다 높아 깊

게 잠든 편이라고 연구대상자들은 생각하였다. 편안함의 정

도에 대한 설문의 점수는 4.8 ± 1.3 점으로 역시 중앙값보다

는 높았다. 2일동안 각각의 매트리스에서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한 연구대상자들의 수면변인들의 평균치와 설문 점수

의 평균치는 Table 2에 기술하였다(Table 2).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Subject Age (years) Gender Mattress PSQI ESS BDI BAI BQ MEQ
01 29 F E→C 3 02 03 01 Low risk 46
02 25 M C→E 4 02 00 01 Low risk 59
03 26 F E→C 3 10 11 08 Low risk 43
04 48 M E→C 4 11 08 03 Low risk 54
05 29 F C→E 5 08 09 00 Low risk 52
06 34 F C→E 5 01 05 02 Low risk 39
07 47 M C→E 8 11 07 00 Low risk 46
08 21 F E→C 4 08 05 02 Low risk 40
09 31 F C→E 5 10 07 08 Low risk 46
10 30 M C→E 4 07 01 00 Low risk 42
11 26 M E→C 9 14 09 10 Low risk 41
12 23 M C→E 8 09 23 02 Low risk 38
13 26 F E→C 6 11 06 16 Low risk 40
14 43 F C→E 6 09 08 02 Low risk 55
15 24 M E→C 4 08 00 02 Low risk 49

Total 30.8 ± 8.6 5.2 ± 1.9 8.1 ± 3.7 6.8 ± 5.6 3.8 ± 4.6 46.0 ± 6.5
BAI : Beck’s anxiety inventory, BDI : Beck’s depression inventory, BQ : Berlin questionnaire, C : Control mattress, E : Experimental 
mattress, ESS : Epworth sleepiness scale, MEQ : Morningness-eveningness questionnaire, PSQI :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Table 2. Mean values of polysomnographic variables and subjective sleep quality (n = 15) 

Variables C1 E2 E1 C2 Total
TRT (min) 444.7 ± 32.30 455.7 ± 25.50 448.3 ± 31.20 454.1 ± 32.80 450.7 ± 29.20
TST (min) 407.9 ± 30.80 421.4 ± 31.10 415.5 ± 33.50 424.3 ± 33.50 417.1 ± 31.10
SE (%) 91.8 ± 3.40 92.6 ± 4.70 92.7 ± 3.80 93.5 ± 4.20 92.6 ± 3.90
WASO (min) 28.7 ± 15.5 29.6 ± 23.4 28.1 ± 17.4 25.6 ± 20.4 27.8 ± 18.5
SOL (min) 7.8 ± 2.4 4.4 ± 2.6 4.5 ± 2.6 4.9 ± 2.8 5.4 ± 2.8
N1 (%) 11.2 ± 4.70 10.4 ± 4.70 12.7 ± 5.60 9.5 ± 3.2 11.0 ± 4.50
N2 (%) 54.5 ± 8.40 52.2 ± 7.70 51.9 ± 6.70 52.8 ± 5.30 52.9 ± 6.90
N3 (%) 10.2 ± 10.5 10.4 ± 8.70 13.2 ± 7.10 11.9 ± 5.90 11.4 ± 8.00
REM (%) 24.0 ± 5.50 27.1 ± 3.70 22.1 ± 3.90 25.7 ± 3.50 24.8 ± 4.40
RDI 2.4 ± 1.6 2.2 ± 1.4 3.9 ± 5.8 3.3 ± 5.3 2.9 ± 3.8
PLMI 0.4 ± 0.6 1.0 ± 2.0 0.8 ± 1.5 1.0 ± 1.3 0.8 ± 1.4
Subjective TST (min) 386.3 ± 80.90 401.3 ± 59.90 428.6 ± 41.40 454.3 ± 50.30 416.0 ± 63.40
Subjective SOL (min) 23.8 ± 13.0 20.9 ± 15.8 9.4 ± 6.5 14.4 ± 9.50 17.5 ± 12.7
Subjective wake (times) 2.4 ± 1.2 1.4 ± 1.2 1.4 ± 0.5 2.1 ± 1.1 1.9 ± 1.1
Subjective sleep quality (deep sleep) 4.2 ± 1.6 5.0 ± 1.5 5.6 ± 0.8 4.5 ± 1.6 4.8 ± 1.5
Subjective sleep quality (comfortable) 4.2 ± 0.9 5.0 ± 1.3 5.8 ± 1.0 4.2 ± 1.6 4.8 ± 1.3
C1 : Control mattress, first night, C2 : Control mattress, second night, E1 : Experimental mattress, first night, E2 : Experimental mat-
tress, second night, PLMI : periodic limb movement index, RDI : respiratory disturbance index, REM : rapid eye movement, SE : 
sleep efficiency, SOL : sleep onset latency, TRT : Total recording time, TST : Total sleep time, WASO : wake after sleep onse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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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트리스의 종류가 주관적 수면의 질 및 야간수면다원

    검사 변인에 미치는 영향 

 교차설계의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매트리스가 바뀜에 

따른 효과와(direct mattress effect)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첫째 날을 수면다원검사실에서 잠을 잤지만 둘째 날

보다 셋째 날 더 적응을 하면서 발생하는 시간에 따른 효과

를(period effect) 각각 table 3와 4에 기술하였다. 컨투어 코

일 매트리스에 수면한 경우 야간수면다원검사상 수면잠복

기가 1.9 ± 1.0분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3). 그러나 그 외의 야간수면다원검사를 통한 수면변인

들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연구대상자들은 

주관적인 수면의 질 설문조사에서 컨투어 코일 매트리스에

서 수면한 경우 평균 0.9 ± 0.6회 덜 깨는 것으로 느꼈으며(p = 

0.010) 더 깊게 잠들고(0.98 ± 0.85, p = 0.045) 더 편안하다

고(1.19 ± 0.90, p = 0.023) 응답하였다(Table 3). 

매트리스 종류와는 별개로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나타나

는 period effect를 분석하였을 때 첫 번째 야간수면다원검사

에 비해 두 번째 야간수면다원검사 시에 수면잠복기가 1.5 

± 1.0분 감소하였으며(p = 0.016) N1단계 수면은 1.99 ± 

1.64% 감소하였고(p = 0.036) REM 수면은 3.30 ± 2.37% 증

가하였다(p = 0.018). 그러나 특이하게도 익숙해진 환경에 따

른 주관적인 설문의 변화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Ta-
ble 4).

Table 4. Period effects between first and second night

Variables Difference 95%CI p-value
TRT (min) -08.4 ± 12.6  0-5.6 - 22.5 0.218
TST (min) -11.1 ± 15.4 0-6.0 - 28.3 0.185
SE (%) -0.76 ± 1.74 -1.19 - 2.71 0.414
WASO (min) -1.3 ± 8.0  -10.3 - 7.60 0.757
SOL (min) -1.5 ± 1.0  -2.6 - 0.3 *0.016*
N1 (%) -1.99 ± 1.64 0-3.82 - -0.16 *0.036*
N2 (%) -0.72 ± 3.38 -4.50 - 3.06 0.688
N3 (%) -0.59 ± 2.21 -3.05 - 1.88 0.616
REM (%) -3.30 ± 2.37 00.65 - 5.95 *0.018*
Subjective TST (min) -20.4 ± 25.3 0-7.9 - 48.6 0.143
Subjective SOL (min) -1.1 ± 4.0  -3.4 - 5.5 0.617
Subjective wake (No.) -0.2 ± 0.6 -0.8 - 0.5 0.562
Subjective sleep quality (deep sleep) -0.17 ± 0.85 -1.12 - 0.79 0.714
Subjective sleep quality (comfortable) -0.38 ± 0.90 -1.38 - 0.62 0.428

* : ＜ 0.05. PLMI : periodic limb movement index, RDI : respiratory disturbance index, REM : rapid eye movement, SE : sleep effi-
ciency, SOL : sleep onset latency, TRT : Total recording time, TST : Total sleep time, WASO : wake after sleep onset time 

Table 3. Direct mattress effects between control mattress and experimental mattress

Variables Difference 95%CI p-value
TRT (min) 0-2.6 ± 12.6 -11.5 - 16.6 0.699
TST (min) 0-2.4 ± 15.4 -14.8 - 19.5 0.772
SE (%) -0.02 ± 1.74 -1.97 - 1.93 0.979
WASO (min) -2.2 ± 8.0 0-6.8 - 11.1 0.607
SOL (min) -1.9 ± 1.0 0-3.1 - -0.8 *0.003*
N1 (%) -1.17 ± 1.64 -0.67 - 3.00 0.193
N2 (%) -1.63 ± 3.38 -5.41 - 2.15 0.368
N3 (%) -0.70 ± 2.21 -1.77 - 3.17 0.551
REM (%) -0.23 ± 2.37 -2.87 - 2.42 0.856
Subjective TST (min) 0-5.4 ± 25.3 -33.6 - 22.9 0.689
Subjective SOL (min) -3.9 ± 4.0 0-8.4 - 0.54 0.080
Subjective wake (No.) -0.9 ± 0.6 -1.5 - 0.3 *0.010*
Subjective sleep quality (deep sleep) -0.98 ± 0.85 -0.02 - 1.93 *0.045*
Subjective sleep quality (comfortable) -1.19 ± 0.90 -0.19 - 2.31 *0.023*

* : ＜ 0.05. PLMI : periodic limb movement index, RDI : respiratory disturbance index, REM : rapid eye movement, SE : sleep effi-
ciency, SOL : sleep onset latency, TRT : Total recording time, TST : Total sleep time, WASO : wake after sleep onse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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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는 건강한 일반인들에서 매트리스의 차이가 주관

적 및 객관적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자가

설문조사와 야간수면다원검사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은 대부분 수면에 이상이 없는 평균 30.8세의 젊은 

나이였으며 남녀 비율도 7 : 8로 유사하였다. 야간수면다원

검사 전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PSQI와 ESS가 절단점보다 

높은 대상자가 있기는 하였지만 연구자와 면담 시에는 별

다른 수면문제를 호소하지 않았었고 하루의 적응수면을 취

하게 한 후 2차례 시행한 야간수면다원검사상 평균 수면시

간은 7시간(417.1 ± 31.1분)이었고 수면효율은 93%, 수면

잠복기는 5.4분으로 전반적으로 대상자 모두 수면을 취하는

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였다. 

본 연구는 교차설계의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고 한 명

의 대상자가 두 종류의 매트리스에서 모두 수면을 취하였기 

때문에 매트리스의 차이에 의한 직접적인 효과와(direct 

mattress effect) 낯선 수면다원검사실 환경에 익숙해지면

서 발생한 시간 효과(periodic effect)를 각각 알아볼 수 있

었다. 매트리스의 차이에 의한 효과로는 객관적인 야간수면

다원검사에서는 컨투어 코일 매트리스에서 수면한 경우 수

면잠복기가 평균 1.9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관적인 

설문지 조사에서는 평균 0.9회 떨 깬 것 같고, 보다 깊이 잠

든 것 같으며 더 편안하였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수면의 

단계에서 깊은 잠에 해당하는 N3 수면단계의 비율이 증가

하거나 수면 후 각성시간이 감소하는 등의 결과는 나타나

지 않았다. 이는 이전의 매트리스 비교 연구들에서도 수면

의 단계 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결과와 일치하

였다(Scharf 등 1997). 수면잠복기가 평균 1.9분 감소하는 

것이 임상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연구

대상자들이 평소 수면문제 없이 잘 잤었고 야간수면다원검

사상 평균 수면잠복기가 5.4분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잠이 드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수면잠복기가 긴 불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큰 차이가 나타났을 수도 있다. 실제로 Ancuelle 등(2015)

이 시행한 연구에서 통증으로 인해 수면문제가 있는 환자

들이 지지력이 더 좋은 매트리스에서 잠을 잤을 때 일반 매

트리스에서 잠을 잤을 때보다 수면잠복기가 평균 67분에서 

21분으로 감소한 결과를 보여주었다(Ancuelle 등 2015). 주

관적인 수면잠복기는 두 매트리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는데 이는 실제 잠드는 시간과 잠이 들었다고 느끼

는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의 영향일 수 있다. 연구대상자들

의 야간수면다원검사상 수면잠복기가 평균 5.4 ± 2.8분인데 

반해 주관적으로 기술한 수면잠복기는 평균 17.5 ± 12.7분

으로 12분 정도 차이를 보인 것이 그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모든 연구대상자에서 야간수면다원검사 전일 검사실에서 

적응수면을 취하였지만 첫 번째 야간수면다원검사결과와 

두 번째 야간수면다원검사결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수

면변인들이 있었다. 수면다원검사실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수면잠복기가 1.5 ± 1.0분 줄었고 얕은 잠에 해당하는 N1 

수면단계의 비율이 1.99 ± 1.64% 줄고 REM 수면단계의 

비율은 3.30 ± 2.37% 증가하였다. 매트리스와는 별개로 환

경에 익숙해지면 빨리 잠이 들고 얕은 수면단계는 줄어들

고 비교적 깊은 수면에 해당하는 REM 수면은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주관적인 설문조사에서 연구대상

자들은 매트리스에 의한 수면의 질은 차이가 있다고 대답한 

반면 시간에 의한 수면의 질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이 매트리스의 차이를 실

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와는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호손효과(Hawthorne effect)가 발생할 수 있고 

매트리스에 의한 수면의 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에 

답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McCarney 등 2007).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들이 각기 다른 매트리스에서 잠을 

자고 이를 비교 분석한 이전 매트리스 비교연구들과는 달

리 교차설계 분석방법을 통해 한 명의 연구대상자가 2가지 

매트리스에서 모두 수면을 취하고 각각의 매트리스에서 수

면한 결과를 비교하였기 때문에 따로 대조군을 둘 필요가 

없고 연구대상자가 실험군이자 대조군으로 분석이 가능하

였다. 즉 개인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매트리스의 효과만을 비

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전 몇몇 연구는 활동기록기(ac-

tigraphy)를 사용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수면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절대표준검사(gold standard)인 야간수면다

원검사로 객관적인 수면의 질을 측정하여 보다 정확한 수

면변인을 획득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대상자가 15명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의 연구

대상자들이 나이가 젊고 연구참여에 적극적인 집단으로 생

각되며 이로 인한 선택 편향(selection bias)가 발생할 가능

성이 있다. 연구대상자들이 비록 수면에 문제가 없는 집단

이고 첫 째날 적응수면을 취하게도 하였지만 낯선 환경, 야

간수면다원검사 시 신체에 부착하는 여러 가지 센서들의 불

편함 등으로 인해 일상적인 수면과는 다르게 측정되었을 가

능성이 있다. 연구대상자들과 매트리스를 무작위 배정함으

로써 배제하고자 하였던 이월효과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어서 정확한 결과산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매트리스의 종류에 따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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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인 수면의 질 향상 외에도 객관적인 수면의 질을 나타

내는 변인 중 한가지인 수면잠복기가 감소한다는 결과를 발

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추후에는 보다 많은 수의 다양

한 연령대의 대상자들에서의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요      약

목  적 : 일반스프링 매트리스에 비교하여 지지력 등을 향

상시킨 컨투어 코일 매트리스가 주관적 및 객관적인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건강하게 수면하는 일반인 대상자 15명을 모집하

였다. 연구대상자들은 두 종류의 매트리스에서 잠을 자면서 

야간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 전, 후 주관적인 수면

의 질에 대한 자가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한 연구대상자

가 각각 다른 매트리스에서 2일에 걸쳐 야간수면다원검사

를 시행하여 얻어진 객관적인 수면변인들과 주관적인 자가

설문지 변수들로 교차설계분석을 시행하였다.

결  과 : 야간수면다원검사에서 측정된 수면잠복기가 컨

투어 코일 매트리스에서 잠을 잔 경우 일반스프링 매트리스

에서 잠을 잔 경우보다 평균 1.9분 감소하였다. 이외에도 주

관적으로 느낀 수면 중 각성횟수, 깊게 잠든 느낌 그리고 잠

자리의 편안함이 컨투어 코일 매트리스가 유의하게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 

결  론 : 매트리스가 종류에 따라서 주관적인 수면의 질뿐

만 아니라 객관적인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중심 단어：침대·수면·자가설문지·수면다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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