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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조현병은 환청, 망상을 포함한 양성증상과 사회적 위축, 

사고와 언어의 빈곤 등의 음성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

이다. 조현병의 세계적 평생 유병률은 0.7%이고 남녀 발생

비는 1.4로(McGrath 등 2008) 비교적 흔한 질환이다. 조현

병은 대부분 만성적이고 퇴행적인 경과를 거치며, 장기적으

로는 목표의 상실, 활동의 저하, 잦은 입원 등을 보이는 특

징이 있다(Sadock과 Sadock 2014).

조현병에 대한 직접 의료 비용은 4,286억원으로, 국내 의

료 비용의 1.6%에 해당하며 사회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크

다(Kim 등 2011 ; Sadock과 Sadock 2014). 최근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와 재활, 사회통합을 위한 관

심이 커지고 있으며, 정신보건재정과 지역사회 정신보건 기

관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정신병적장애, 조현정동

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를 포함한 중증정신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불면증을 동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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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Objectives: To evaluate sleep characteristics and factors associated with sleep disturbance in schizophrenia patients with 
concurrent active psychotic symptoms and insomnia.
Methods: Schizophrenia patients with insomnia and active psychotic symptoms (n = 63) were recruited from community-
based mental rehabilitative facilities. Sleep scales such as the Korean version of the Insomnia Severity Index (ISI-K) and the Ko-
rean Version of the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K) were evaluated and those with ISI-K ＞15 were included in the study. 
Psychotic, anxiety and depressive symptoms were rated with the Brief Psychotic Rating Scale (BPRS), the Korean Version of the 
Anxiety Sensitivity Index (K-ASI), and the Korean Version of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I (K-BDI), respectively. Pearson corre-
lation analyses were performed between the sociodemographic data, ISI-K and PSQI-K.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which affected the ISI-K and PSQI-K.
Results: The mean ISI-K and PSQI-K scores were 18.1 ± 2.6 and 12.0 ± 2.2, respectively.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age of onset and ISI-K score and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BRPS and PSQI-K scores and be-
tween K-ASI and both ISI-K and PSQI-K scores.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for both ISI-K and PSQI-K with K-ASI, age of 
onset, and BPRS as covariates revealed K-ASI as the only significant remaining factor.
Conclusion: Our study suggests that anxiety symptoms are associated with insomnia symptoms in schizophrenia patients re-
gardless of depressive or psychotic symptoms.  Sleep Medicine and Psychophysiology 2017；24(2)：9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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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자들 중 19%가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이들 중 37.4%가 조현병 환자들이다. 또한 서울시 지

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19,431명의 대상자 

중 46%가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병적 장애 환자들이며, 1,828

명(9.47%)이 주간재활시설, 입소시설, 주거시설 등의 사회복

귀시설을 이용하고 있다(Center SCMH 2016).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Association 2013)에 포함된 많은 정신질환은 

수면 장애를 동반하며, 조현병 환자들 역시 불면증이 진단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불면 증상을 자주 경험한다. 

선행 연구들에서 정신병적 장애로 진단받은 환자들 중 36~ 

44%는 불면증의 임상적 진단기준을 만족하였으며(Xiang 등 

2009 ; Palmese 등 2011), 한 연구는 조현병 환자의 80%가 불

면증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Cohrs 2008). 일반 인구에서 불

면증의 임상적 유병률이 5~10%인 점(Ohayon 2002)과 비교

하여 상당히 많은 조현병 환자가 수면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현병 환자들이 호소하는 수면 장애의 양상은 일차성 불

면증이나 주요우울장애 환자들의 수면 양상과 유사하다

(Cohrs 2008). 조현병 환자들은 입면 잠복기의 연장과 수면 

유지의 어려움을 가장 흔한 불면의 양상으로 보고하였고, 불

안, 초조, 입면 환각, 악몽, 수면 효율의 감소와 수면-각성 리

듬의 역전도 흔히 보고하였다(Kryger 등 2010 ; Göder 등 

2015). 정신병적 초조가 해소된 후에도 조현병 환자들은 입

면 잠복기의 연장과 총 수면 시간의 감소 및 수면 분절을 호

소하였고(Benson 2015), 투약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조현병 

환자들도 초기 및 중기 불면과 수면 역전을 흔히 보고하였다

(Haffmans 등 1994 ; Hofstetter 등 2003). 조현병 환자에서 

약물의 부작용과 같은 원인을 배제한 이후에도 수면의 질이 

나빠질수록 삶의 질이 낮았다(Ritsner 등 2004 ; Hofstetter 

등 2005).

조현병 환자의 불면증은 더 나쁜 사회적, 기능적 결과(Hof-
stetter 등 2005), 인지 수행(Gruber 등 2009 ; Waters 등 2011)

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정신병리(Forest 등 2007)

와도 연관이 있다. 정신병적 증상과 불면증이 관련을 보이

는 이유는 신경생물학적 수준에서 양성 증상과 관련된 선

조체의 도파민 수용체의 과활성화가 각성을 유도한다는 가

설이 제기된 바 있다(Monti와 Monti 2005). 조현병 환자들

은 특히 재발 삽화 또는 양성 증상이 존재할 때 심한 불면을 

경험한다(Benson 2015). 최근의 연구들은 수면 장애가 정신

증의 발생과 정신병적 증상의 악화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으며(Eisner 등 2013 ; Lunsford-Avery와 A Mittal 

2013 ; Zanini 등 2013 ; Reeve 등 2015), 불면은 조현병에서 

정신병적 부전 또는 재발이 임박했다는 전구징후 중 하나

로 여겨진다(Chemerinski 등 2002). 

Freeman 등은 피해망상을 가진 정신병적 장애을 가진 환

자를 연구하였을 때, 일반 인구에 비해 불면 증상과 피해망

상, 불안, 우울 증상의 관련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하

였다(Freeman 등 2009). Xiang 등은 임상적으로 안정적인 

조현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양성 증상과 불안, 

우울 증상이 심할수록 수면의 질이 나빠지는 것을 확인하였

다(Xiang 등 2009). 

일반 불면증 환자들과 같이, 조현병 환자들은 수면 장애

로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며, 불면증에 대한 치료 욕구가 높

다(Waite 등 2015). 그러나 국내에서 조현병 환자에게 흔히 

동반되는 불면의 특성, 불면과 임상 증상 사이의 연관성 및 

불면의 치료에 대한 관심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불면으

로 인한 고통과 유해한 결과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이고 적

절한 평가와 치료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조현병 환자들

의 불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첫 목표로, 사회복귀시설에 등록된 조현병 환자 

중, 치료에도 불구하고 망상 또는 환청 등의 정신병적 증상

이 지속되면서 불면증이 공존하는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수면의 특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목표로, 정신병

적 증상을 비롯하여, 해당 환자들의 불면증과 유의한 연관

이 있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의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연구 대상자들은 연구 목적 및 방법을 듣고 자발적

으로 서면 동의를 작성한 후 참여하였다.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불면증이 동반된 조현병 환자 중 치료에도 불

구하고 망상과 환청이 지속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용시설, 입소시설 및 주거시설 등 총 11개의 시설에서 지역

사회 정신보건 서비스를 이용 중인 조현병 환자들이 연구에 

참여 하였다. 본 연구는 2015년 7월 7일부터 2015년 10월 18

일까지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 기준으로는 1) DSM-5에 따라 조현병으로 진단 

받은 자, 2) The Korean Version of Insomnia Severity Index 

(ISI-K)의 총점이 15점 이상인 자(i.e. clinical insomnia), 3) 치

료 중에도 망상 또는 환청이 지속되는 자, 4) 연령이 18세 이

상 65세 이하인 자, 5) 지난 1개월 간 약물 용량 변경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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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로 하였다. 과거력 상 수면무호흡증, 알코올 또는 물질 

사용 장애, 기질적 증후군 또는 지적 장애를 진단 받은 자는 

배제하였다. 

2. 연구방법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 중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의 

임상평가기록을 통하여 조현병으로 단일 진단을 받은 자들

에게 ISI-K를 우선 평가하였다. ISI-K가 15점 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가 현재 망상 또는 환청의 

동반 여부를 임상학적으로 평가하였다.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

비스를 이용 중인 132명의 조현병 환자들 중 ISI-K가 15점 

미만인 45명(34.1%), 잔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21명, 연구 

참여 전 1개월 이내에 약물 변경이 있었던 3명이 순차적으로 

제외되었다. 참여기준을 만족하는 63명의 조현병 환자가 최

종적으로 참여하였고, 이후 추가적인 병력 청취와 각종 척도

의 시험을 통하여 인구학적 및 임상적 자료를 얻었다. 

3. 사회인구학적 특성 평가

참여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 현재연령, 발병

연령, 유병기간, 교육수준, 혼인상태, 사회경제수준, 정신질

환의 가족력, 경제활동여부, 종교, 음주, 흡연 및 물질사용여

부, 내과적 질환의 동반여부, 항정신병약물의 종류와 용량

을 평가하였다.

4. 수면 및 임상증상 평가

1)  The Korean Version of Insomnia Severity Index 

 (ISI-K)

ISI-K는 불면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로서, 

7개의 자기보고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0점(없

음)에서 4점(매우 심함)까지로 표현된다(Bastien 등 2001). 

총점은 0점에서 28점 사이에 분포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

면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하며, 점수가 15점 이상인 경우

에 임상적인 불면을 의미한다(Morin 등 2009). ISI-K는 내

적 일관성,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Cho 등 2014). 

2)  The Korean Version of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K)

PSQI-K은 수면과 주간 기능을 평가하며, 18개의 문항들

이 주관적 수면의 질, 수면 잠복기, 수면 시간, 평소의 수면 효

율, 수면 방해, 수면제 약물의 사용, 주간 기능 장애로 이루어

진 7개의 하위 요소를 구성한다. 요소마다 점수는 0점에서 3

점까지로 표현되고, 총점은 0점에서 21점 사이에 분포한다. 

총점 5점 이상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Buysse 등 1989). PSQI-K는 내적 일관성, 신뢰도

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Sohn 등 2012).

3) 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 (BPRS)

BPRS는 심각한 정신병리를 진단하고 경과를 평가하기 위

해 개발된 척도로서 일반적으로 조현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용된다(Overall과 Gorham 1962). BPRS는 18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마다 0점에서 6점으

로 표현하여 총점은 0점에서 108점 사이에 분포한다(Overall 

1983). BPRS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척도이며 임상

가가 평가하여야 한다(Heldlung 1980).

4)  The Korean Version of Anxiety Sensitivity Index 

 (K-ASI)

ASI는 불안 증상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로 

불안 증상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반영한다. 

ASI는 자기 보고 척도로 불안에 대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를 묻는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0점에서 4점

으로 평가하며, 총점은 0점에서 56점 사이에 분포한다(Reiss 

등 1986). 절단점은 없으나, 일반 인구의 평균 점수는 14.2

점에서 22.5점 사이에 분포하며 전체 평균은 대략 19점이다

(Cintro′ n 등 2005). 한국어판 척도는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확보하였다(Won 등 1995).

5)  The Korean Version of Beck Depression Inventory-I 

 (K-BDI)

BDI는 우울 증상의 심각성을 평가하기 개발된 자기 보고

식 척도로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0점에서 3

점으로 측정되며, 총점은 0점에서 63점 사이에 분포한다. 총

점수가 10점에서 15점인 경우에 가벼운 우울 상태를, 16점

에서 23점인 경우에 중한 우울 상태를, 24점 이상인 경우에 

심한 우울 상태를 각각 반영한다(Beck 등 1961). K-BDI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고(Hahn 1986), 우울집단 선별

을 위한 절단점으로 16점을 제시하였다(Lee과 Song 1991).

5. 통계분석

본 연구는 인구학적 및 임상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연

속 변수는 기술통계, 빈도 변수는 빈도분석을 사용하였다. 

성별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test

와 χ2 test를 추가로 사용하였다. 남녀의 수면 증상을 비교 

확인하기 위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들을 공변량으로 

설정한 Analysis of Covariance를 사용하였다. 수면 증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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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학적 특성 및 임상 증상의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analysis를 이용한 단순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후 불면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

해 알아보기 위해 ISI와 PSQI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다양

한 변수를 단계적으로 입력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자료는 Window용 IBM SPSS (Statistics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20.0 (SPSS Inc. Chicago, 

I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통계학적 유의 수준은 p ＜ 0.05

으로 하였다.

결      과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44.9 ± 10.7세였고, 발병 연령은 

25.5 ± 7.9세, 유병 기간은 19.2 ± 10.7년으로 만성 조현병 환

자들이었다. 참여자들 대부분이 미혼, 무직, 최하위 사회경제 

계층이었다(Table 1). 참여자들 중 남성은 41명(65.1%), 여성

은 22명(34.9%)이었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병 기간이 

길었고(p = 0.049), 사회경제적 상태(p = 0.002)와 교육수준

이 낮았으며(p = 0.008), 미혼이 많았다(p = 0.034). 또한 남성

의 흡연율이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 = 0.006). 성별

에 따른 임상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인구학적 특성 중 

유의한 차이가 나는 변수들을 공변량으로 설정한 후 시행한 

Analysis of Covariance 결과, 여성의 BPRS (p = 0.014)와 K-

ASI (p = 0.007)가 남성에 비해 높았으나 ISI-K, PSQI-K, 

K-BDI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BPRS와 K-ASI를 공변량

으로 추가로 설정한 Analysis of Covariance 분석에서도 성별

에 따른 ISI-K와 PSQI-K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참여자들의 평균 ISI-K 점수는 18.1 ± 2.6점, 평균 PSQI-

K 점수는 12.0 ± 2.2점이었다. PSQI-K의 하위척도들 중 주

관적 수면의 질, 수면 잠복기, 평소의 수면 효율, 주간 기능 

장애의 평균 점수가 2점 이상이었다(Table 2). 정신병적 증

상과 관련한 평균 BPRS 점수는 44.2 ± 5.1점, 불안 증상과 

관련한 평균 K-ASI 점수는 16.8 ± 13.4점, 우울 증상과 관

련한 평균 K-BDI 점수는 14.3 ± 11.8점이었다(Table 2).

1.  ISI-K, PSQI-K와 인구학적, 임상적 특성 사이의 단순 

 상관분석

수면 증상관련 척도인 ISI-K와 PSQI-K 사이의 뚜렷한 

양적 선형관계를 확인하였다. 인구학적 특성 중 발병 연령과 

ISI-K 사이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으나(r = 

-0.282, p = 0.025), 발병 연령과 PSQI-K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연령, 성별, 교육 수준, 사회경

Table 1. Baselin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Total (n = 63) Male (n = 41) Female (n = 22) p
Age 44.9 (10.7) 46.2 (10.9) 42.5 (10.1) 0.191
Age of onset 25.5 (7.9) 24.8 (8.3) 26.9 (7.2) 0.319
Duration of Illness (years)* 19.2 (10.7) 21.1 (10.4) 15.6 (10.4) 0.049
Antipsychotics dosage (mg)

(adjusted to chlorpromazine equivalents)
841.0 (679.3) 789 (512.4) 936.8 (920.6) 0.416

Socioeconomic state*
Lowest
Lower
Middle
Middle-high

 29 (46.0)

 15 (23.8)

 18 (28.6)

  1 (1.6)

25 (61.0)

5 (12.2)

11 (26.8)

  4 (18.2)

10 (45.5)

  7 (31.8)

  1 (4.5)

0.002

Education (years)*
 1-6
 7-9
 10-12
 ≥ 13

2 (3.2)

19 (30.2)

29 (46.0)

13 (20.6)

1 (2.4)

17 (41.5)

19 (46.3)

4 (9.8)

  1 (4.5)

2 (9.1)

10 (45.5)

  9 (40.9)

0.008

Marital state*
Unmarried
Divorced
Bereavement

55 (87.3)

7 (11.1)

1 (1.6)

39 (95.1)

2 (4.9)

 

16 (72.7)

5 (22.7)

1 (4.5)

0.034

Smoking*
Yes
No

23 (36.5)

40 (63.5)

20 (48.8)

21 (51.2)

3 (13.6)

19 (86.4)

0.006

Data for age, age of onset, duration of illness, and antipsychotics dosage are expressed as means (SDs), other data are present-
ed as number of participants (percentages). *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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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상태, 흡연여부, 항정신병약물의 용량 등의 인구학적 

특성은 ISI-K, PSQI-K 모두와 상관관계가 없었다. BPRS는 

PSQI-K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r = 0.290, p = 0.021), 

ISI-K와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수준에 근접하였다(r = 0.231, 

p = 0.069). K-ASI는 ISI-K (r = 0.418, p = 0.001), PSQI-K  

(r = 0.343, p = 0.006) 모두와 뚜렷한 양적 선형관계가 있었

다. 반면, K-BDI는 수면 증상과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

다(Table 3). 

2. ISI-K, PSQI-K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ISI-K와 PSQI-K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단순상관분석

에서 ISI-K와 PSQI-K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요인

들을 각각의 종속변수에 대해 단계선택 방법으로 입력한 다

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ISI-K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다

중회귀분석의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 = 0.001), 단

계적으로 입력된 발병 연령과 K-ASI 중 K-ASI만이 유의

한 요인으로 남아 ISI-K 변동의 16.2%를 설명할 수 있었다. 

PSQI-K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다중회귀분석의 모형도 통계

학적으로 유의하였고(p = 0.006), BPRS와 K-ASI 중 K-ASI

가 유일한 설명 변수로 남아 PSQI-K 변동의 10.3%를 설명

할 수 있었다(Table 4).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 상태, 발병

연령, 유병기간, 흡연여부 등의 인구학적 특성을 포함한 모

든 변수를 단계적으로 입력한 추가회귀분석에서도 K-ASI

만이 유일한 요인으로 남았다.

고      찰

본 연구는 국내에서 불면증과 정신병적 증상이 공존하는 

조현병 환자들의 수면 양상을 확인하고, 수면과 인구학적, 

임상적 특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된 첫 

단면연구이다. 본 연구는 주로 입소시설, 주거시설에 소속되

어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현병 단일 진단

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환자의 동의를 

받고 시설에 보관 중인 임상평가기록지를 확인함으로써 참

여자의 인구학적, 임상적 정보에 대해 객관적인 검정이 가능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대부분 8년 이상의 유병 기간을 가

진 만성 조현병 환자들로서 대부분 나이는 30~50대였고, 고

등학교 이하의 교육 수준과 낮은 사회경제계층으로 인구학

적 특성이 비슷하였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병기간이 짧

Table 2. Baselin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Total (n = 63) Male (n = 41) Female (n = 22) p
ISI-K 18.1 (2.6) 17.9 (2.6) 18.5 (2.7) 0.487
PSQI-K
Subjective sleep quality
Sleep latency
Sleep duration
Habitual sleep efficiency
Sleep disturbances
Use of sleeping medication
Daytime dysfunction

12.0 (2.2)

2.2 (0.4)

2.5 (0.6)

1.3 (0.6)

2.2 (0.8)

1.3 (0.5)

0.1 (0.5)

2.4 (0.6)

11.9 (2.0)

2.1 (0.4)

 2.5 (0.6)

 1.3 (0.6)

 2.2 (0.7)

1.4 (0.5)

0.1 (0.5)

2.4 (0.5)

12.4 (2.4)

2.3 (0.5)

2.5 (0.6)

1.5 (0.7)

2.3 (0.8)

1.3 (0.5)

0.1 (0.4)

2.4 (0.8)

0.564
0.219
0.693
0.286
0.794
0.197
0.742
0.982

BPRSa 44.2 (5.1) 43.3 (5.1) 46.0 (4.7) 0.014*
K-ASIa 16.8 (13.4) 14.6 (12.9) 21.0 (13.7) 0.007*
K-BDI 14.3 (11.8) 13.6 (11.6) 15.5 (12.4) 0.309
Results are shown as mean (standard deviation). Comparison between sex analyzed by Analysis of Covariance (ANCOVA) which 
was adjusted for duration of illness, socioeconomic state, education, marital state, smoking, BPRS, K-ASI.  * : p ＜ 0.05. a : Analyzed 
by ANCOVA which was adjusted for duration of illness, socioeconomic state, education, marital state, smoking. BPRS : brief psy-
chiatric rating scale, ISI-K : the Korean version of insomnia severity index, K-ASI : the Korean version of anxiety sensitivity index, K-
BDI : the Korean version of Beck depression inventory, PSQI-K : the Korean version of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Table 3. Correlation between sleep questionnaires and clinical features

PSQI-K Age of onset BPRS K-ASI K-BDI
ISI-K r

p
0.658†

＜ 0.001

-0.282*
0.025

0.231
0.069

0.418*
0.001

0.134
0.295

PSQI-K r
p

-

-

-0.201
0.115

0.290*
0.021

0.343*
0.006

0.194
0.127

* : p ＜ 0.05, † : p ＜ 0.001. ISI-K : the Korean version of insomnia severity index, BPRS : 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 K-ASI : the Ko-
rean version of anxiety sensitivity index, K-BDI : the Korean version of Beck depression inventory, PSQI-K : the Korean version of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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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회경제적 수준과 교육 수준이 높으며, 흡연율이 낮았

다.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정신병적 증상과 불안 증상이 

상대적으로 심하였으나, 남녀 사이의 모든 차이를 고려한 

후에도 수면 양상의 차이는 없었다. 불면증과 정신병적 증

상이 지속되는 동질한 만성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일반적인 조현병 환자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반면, 인구학적 특성이 유사한 동질 집단

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에, 수면과 임상적 증상 사이의 관

련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불면증을 호소하는 집단이었고, PSQI-

K 평가 결과, 참여자들은 불면의 여러 특징 중 특히 수면의 

질에 대한 불만족, 입면의 어려움, 비효율적인 수면과 낮 시

간 동안의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이는 앞선 연구들에서 관찰

된 수면 잠복기의 연장과 수면 유지의 어려움, 수면 효율의 

감소 등 조현병 환자들의 불면의 특징과 일치하였다(Kryger 

등 2010 ; Göder 등 2015).

일반 불면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서구 사회의 여러 연구

들에서 남성보다 여성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수준과 수

입이 낮을수록,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불면의 위험이 

높다고 알려졌다. 또한 음주와 흡연, 신체 및 정신 질환이 동

반된 경우에 불면의 위험이 높다고 알려졌다(Xiang 등 2008 ; 

Baker 등 2009 ; Amaral 등 2013 ; Benbir 등 2015). 조현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Xiang 등의 연구에서는, 나이가 많을 

수록, 발병이 늦을수록, 입원 횟수가 적을수록 불면이 심해진

다는 점을 보여주었다(Xiang 등 2009). 본 연구에서는 불면과 

발병 연령 사이의 일부 음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으나, 이외

의 인구학적 특성과 불면 정도의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에는 본 연구의 참여자

들이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교적 비슷한 

특성의 환자들이 대상이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이 있다.

최근 수면 장애와 감정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

면서, 불안이 수면 장애를 예측하고 수면 장애가 우울증을 

예측한다는 원인-결과 관계(cause-effect associations)(Oha-
yon과 Roth 2003 ; Johnson 등 2006), 수면 장애와 우울증, 불

안 사이의 양방향성 관계(bidirectional relationship)(Jans-
son-Fröjmark와 Lindblom 2008 ; Kaneita 등 2009) 등 여

러 가설이 제시되었다. 반면 Hasler 등의 코호트 연구에서는

(Hasler 등 2005) 불안이 불면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우울과 

불면 사이의 연관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

은 지속되는 정신병적 증상에도 불안과 우울의 수준이 높지 

않았다. 이는 질병의 만성화로 인한 적응 또는 정동둔마의 

영향으로 해석이 된다. 본 연구에서 경한 불안임에도 불면과 

불안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를 확인한 점은 피해망상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Freeman 등의 연구(Freeman 등 2009)

와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Xiang 등의 연구(Xiang 등 

2008)에서 불면증과 불안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를 확인한 점

과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불안이 불

면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인으로 관찰되었다. 

조현병 환자의 불안은 양성 증상 또는 약물부작용에 기인

한 이차적 불안, 외부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의 불안, 독립적

으로 동반된 상태로서의 불안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조현병에서의 불안은 양성 및 음성 증상과 직

접적인 관련은 없음에도 예후, 기능,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친다(Braga 등 2013). 본 연구의 결과는, 조현병 환자

의 불면증에도 불안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불면증의 치료에 불안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불안과 달리 불면과 우울 증상 사이의 유의

한 상관관계는 관찰되지 않았다. 많은 연구들이 우울과 불

안, 불면 증상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

지만, 적은 표본수와 이질성으로 인해 상이한 결과들이 존

재하고 아직 증상 사이의 연관성이 결론지어지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Alvaro 등 2013).

본 연구 결과, PSQI-K와 BPRS 사이의 유의한 상관관계

를 확인한 점은 불면과 정신병적 증상 사이에 높은 상관관

계를 가진다는 Freeman 등의 연구(Freeman 등 2009)와 연

구와 Xiang 등의 연구(Xiang 등 2008)의 결과와 일부 일치

한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 ISI-K와 BPRS 사이에서는 유의

한 수준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 회귀 분석 모

델에서 BPRS가 수면 척도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다는 점에

서 정신병적 증상과 불면증 사이의 관련성을 충분히 확인

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지역사회 정신

보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동질한 조현병 환자들을 대상

Table 4.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ith sleep question-
naires as dependant variables

Variables β
Standard 

error
t p

ISI-K as dependent variable
K-ASI*
Age of onset

0.082
-0.214

0.023 3.598
-1.845

0.001
0.070

PSQI-K as dependent variable
K-ASI*
BPRS

0.055
-0.144

0.019 2.849
0.996

0.006
0.323

Entered variables : age of onset, K-ASI for ISI-K and BPRS, K-ASI 
for PSQI-K. * : p ＜ 0.05. ISI-K : the Korean version of insomnia 
severity index,  K-ASI : the Korean version of anxiety sensitivity 
index, BPRS : 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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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급성 조현병 환자를 포함한 전

체 조현병 환자에게 일반화하기 어려움이 있다. 둘째, 63명

의 적은 인원이 연구에 참여하여 본 연구의 통계적 검정력

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다. 셋째, 대부분 사회복귀시설에

서 생활 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임상기록 및 수면 양

상과 관련하여 최대한 객관적인 검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

나, 수면다원검사 또는 활동기록기 등의 객관적인 수면 평

가를 시행하지 못하였다. 넷째, 초기 면담 시 코골이 여부 

등 수면무호흡증의 동반 가능성과 수면제 사용에 대한 평가

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란요인으로서 수면무호흡증과 수면

제 사용여부의 영향을 충분히 배제하지 못하였다.

최근 수면 장애의 예방, 선별, 진단, 치료가 조현병 환자의 

표준 치료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Klingaman 등 2015), 조현병 환자의 정신병적 증상의 심각

성을 호전시키기 위해 불면을 표적으로 한 적절한 중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Waters 등 2015). 조현병 환자의 불

면을 치료하기 위한 적절한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치료 중재

가 잠재적으로 삶의 질, 인지기능의 호전과 정신과적 증상의 

심각성을 낮출 수 있다고 기대되며(Ma 등 2016), 일부 연구

에서 조현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인지행동치료의 효과

를 확인하기도 하였다(Myers 등 2011 ; Freeman 등 2015). 

본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특히 조현병 환자의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약물 치료와 불안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적 

개입을 통해 불면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겠다. 또한 향

후 조현병 환자들의 불면 증상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

들과 불면의 치료에 대한 지속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요      약

목  적：본 연구의 목적은 불면증과 정신병적 증상이 지

속되는 조현병 환자의 수면 장애와 연관된 요인과 수면의 

특징을 평가하는 것이다.

방  법：지역사회 정신보건 시설에 거주 중이며 불면증과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조현병 환자들이 참여하였다(n = 

63). The Korean version of Insomnia Severity Index (ISI-

K)와 the Korean Version of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K)와 같은 수면 척도가 평가되었고, ISI-K 점수가 15

점 이상인 대상자들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정신병적, 불안, 

우울 증상은 각각 Brief Psychotic Rating Scale (BPRS), the 

Korean Version of Anxiety Sensitivity Index (K-ASI) 그

리고 the Korean Version of Beck Depression Inventory-I  

(K-BDI)로 평가하였다. 사회인구학적 자료와 ISI-K 그리고 

PSQI-K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corre-
lation analysis를 시행하였다. ISI-K와 PSQI-K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ISI-K와 PSQI-K의 평균 점수는 각각 18.1 ± 2.6

점과 12.0 ± 2.2점이었다.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결

과에서 발병 연령과 ISI-K사이의 음의 상관관계와 BPRS

와 PSQI-K 사이, K-ASI와 모든 수면 척도 사이의 양의 상

관관계를 확인하였다. ISI-K와 PSQI-K에 대해 K-ASI와 

발병연령, K-ASI와 BPRS를 각각 단계적으로 입력한 모든 

다중회귀분석에서 K-ASI만이 유의한 요인으로 남았다.

결  론：본 연구는 조현병 환자의 불면 증상이 우울 또는 

정신병적 증상과 무관한 반면, 불안 증상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제안한다.

중심 단어：불면·불안·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조현병·

정신병적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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