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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노인의 수면 문제는 인지기능,1) 삶의 질2)을 저하시킬 뿐

만 아니라 혈중 인슐린 농도, 총 콜레스테롤, 인슐린 저항성 

등 심혈관-대사 위험인자3)와 관련이 있고 노인의 사망 위

험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노인에게 수면 장

애가 나타나는 이유는 정상적인 노화과정에 따라 호르몬이나 

자율신경계 기능이 변하는 신체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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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Loneliness and poor sleep quality are common phenomena in old age and are associated with 
negative physical and mental health. However, little is known regarding the relation between loneliness and 

sleep qualit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ssociation of loneliness and sleep quality among the el-
derly living alone.

Methods：This is a cross-sectional study that enrolled 1,090 subjects who are the community-residing elder-
ly living alone. Sociodemographic status, medical condition, cognition, mood disorder, sleep quality and levels of 
loneliness were collected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and a specific semi-structured interview con-
ducted by trained nurses.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sed to analyze data regarding sociodemographic variable 
and loneliness. Univariate and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es were applied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loneliness and sleep quality after adjustment for multiple confounding variables.

Results：The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 mean score of “lonely group” (9.2±4.2) was signifi-
cantly higher than that of “not lonely group” (7.3±3.7) (student-t test, p<0.001). Loneliness was significantly as-
sociated with PSQI (standardized β= 0.065, p=0.025), sleep disturbance (standardized β=0.086, p=0.005), use of 
sleep medication (standardized β= 0.065, p=0.034) after adjustment for possible confounding variables includ-
ing sex and mood disorder.

Conclusions：Loneliness was associated with sleep disturbance and this finding implied negative impact of 
loneliness on sleep quality of older adults. Public health promotion efforts to reduce loneliness may improve sleep 
quality and mental health in the elderly living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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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사회의 역할과 대인관계의 변화, 생활습관 및 주거환경

의 변화 등, 사회환경적인 요인도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5) 

독거노인의 경우 가족과 같이 살고 있는 노인보다 우울

이나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며6) 지역 노인 복지관에 다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의 33.3%가 외로

움을 느낀다고 보고된 바 있다.7) 외로움은 대상자가 원하는 

수준의 사회적 관계와 실제 사회적 관계가 차이로 인해 주관

적으로 경험하는 정서적 디스트레스(distress)이다.8) 외로움

은 그 자체가 노인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9) 고혈압, 심장

질환, 당뇨 등의 신체질환, 높은 사망률과 연관이 있고10) 우

울증, 치매, 자살 등의 정신장애11-13)와 관련이 있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외로움과 수면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되었는데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14)와 18세에

서 76세까지의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15)에서 외로움은 

수면의 질 저하와 유의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에서도 노인들이 외로움, 특히 정서적 외로움

을 느끼는 경우 주관적인 스트레스를 더 크게 경험하고 수

면의 질이 더 떨어지며16) 빈 둥지 증후군이 있는 경우 불면

증과 수면의 질 저하를 더 많이 호소한다고 한다.17)

외로움과 수면과 연관성을 보고한 대부분의 단면 연구에

서는 수면과 외로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인구학적 요

인, 정신건강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18-22) 

그 중에서도 혼란 변수의 가능성이 높은 우울증을 통제한 몇

몇 연구에서는 외로움과 수면 장애의 상관성이 약해짐을 확

인할 수 있었다.14,20,22-24) 

외로움과 수면장애의 원인과 결과, 선후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전향적 연구에서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외

로움이 수면 장애를 야기하며 독립적인 수면 장애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는 반면에16,22,25,26) 외

로움이 수면장애를 예측하지 못하며 위험인자가 되지 않는

다고 보고한 연구들도 있었다.24,27) 또 다른 두 개의 전향적 

연구에서는 불면이 외로움의 위험요인이 된다고 보고하였

다.22,28) Griffin 등29)은 전향적 연구를 통해 외로움과 수면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하였으며 Hom 등22)은 대학생, 

우울증이 있는 군인,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에서 치료 중인 

성인을 대상으로 단면 연구, 전향적 연구, 메타 분석을 통해 

불면증은 외로움과 연관되고 외로움 역시 불면증에 위험 요

인이 된다고 하였으며 우울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하였다. Simon 등28)은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외로움을 더 

느끼고 사교 활동에도 참여를 덜 하게 되어 사회적 고립이 

악화될 수 있고 불면과 외로움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고 하였다. 

단면 연구 및 전향적 연구에서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

이는 이유는 연구대상자의 차이, 다양한 연구 표본 크기, 그

리고 수면과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 도구의 차이, 외

로움과 수면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구학적, 정신장애의 통제 

여부, 전향적 연구의 경우 추적 기간의 차이 등이 그 이유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의 수면의 질과 외로움, 지각된 스트

레스를 조사하여 외로움과 수면의 질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

고 보고한 연구 있었으나30) 외로움과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울증 및 다른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고려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독거노인의 외로움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및 임상적 요인을 확인하

고 외로움 및 수면에 영향을 주는 혼란 변수를 통제한 후 독

거노인이 느끼는 외로움이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고자 한다. 

방       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위탁운영 중인 독

거노인 기본돌봄서비스 대상자 1,427명(2015년 기준) 중 치

매지원센터의 독거노인 집중관리사업에 동의한 1,099명을 

대상자로 하였으며 외로움 척도 또는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에 응답하지 

않은 9명을 제외한 1,090명이 실제 분석에 포함되었다. 독

거노인 집중관리사업에 등록된 모든 사례는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인 센터장 1인과 조사를 담당한 직원이 참석한 사

례 회의를 통해 대상자 평가를 완료하였다. 자료수집은 2015

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단국대학

교병원 임상시험윤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2020-10-

005).

2. 연구 도구 

1) 외로움 

De Jong Gierveld 등은 6문항의 정서적 외로움, 5문항의 사

회적 외로움, 총 11문항으로 구성된 De Jong Gierveld 외로움 

척도를 개발하였으며31) 본 연구에서는 De Jong Gierveld와 

Van Tilburg가 개발한 6문항의 단축형 De Jong Gierveld 

외로움 척도32)를 사용하였다. 단축형 척도는 정서적 외로움

과 사회적 외로움이 각각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프랑

스, 네덜란드, 중국 등의 여러나라에서 번역 및 타당도와 신

뢰도가 검증이 되었다. 원저자는 6문항 단축헝 척도에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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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움의 수준을 Not lonely (0~1점), Lonely (2~6점)으로 제시

하였다.33) 본 연구에서는 원저자의 기준을 참고하여 0~1점은 

정상군, 2~6점은 외로움군으로 분류하였다. 6문항 단축형 

외로움 척도의 Cronbach’s alpha coefficients는 연구 집단

에 따라 0.70 과 0.76 사이로 보고되었다. 

2)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PSQI)

수면의 질 측정은 PSQI의 한국 버전을 사용하였고 주관적 

수면의 질(subjective sleep quality), 수면잠복기(sleep laten-

cy), 수면시간(sleep duration), 수면효율(sleep efficiency), 

수면방해(sleep disturbances), 수면제 사용(use of sleeping 

medication), 주간 기능장애(daytime dysfunction)의 7개 범

주로 이루어진 총 1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범주은 

0∼3점까지로 구성되며 7개 범주의 지수를 모두 합하면 

0~21점까지총 수면지수가 된다.34,35)

3) 노인우울

우울장애는 간이국제신경정신평가(Mini-International 

Neuropsychiatric Interview, MINI)36)를 통해 평가하였다.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 경도우울장애

(Minor depressive disorder) 는 DSM-5 진단기준37)을 이용

하였다. 아증후군적 우울증(subsyndromal depression)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진단하였다 : 1) DSM-5의 주요우

울삽화의 진단기준 A 증상 중 2개 이상의 증상이 2주 동안 

있고, 2) 그 중 최소 한 가지는 우울한 기분 또는 무쾌감증이

며, 3) 이러한 증상이 하루 절반 이상 있거나 2주 중 7일 이상

이 있으며, 4) 주요우울장애나 경도우울장애의 진단기준에

는 부합하지 않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우울장애, 경

도우울장애 또는 아증후군적 우울증이 있는 대상자들을 우

울장애가 있다고 정하였다.

4) 인지기능

Kim 등38)이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SE)을 

수정 보완한 MMSE for Dementia Screening (MMSE-DS)

은 19문항으로 평가(0~30)하며, 연령, 성별, 학력으로 교정

한 정상규준표와 진단에 근거하여 인지기능을 파악하였다. 

5) 신체질환

본 연구는 복합상병 척도인 누적질환평가척도(Cumula-

tive Illness Rating Scale, CIRS)39)를 통해 누적질환 개수와 

누적질환 중증도를 평가하여 신체건강 상태를 측정하였다. 

14개의 질병 범주에 대해 중증도를 4점(0~4)으로 채점하여 

누적질환 총점/질환 범주수(전체)로 평가한다. 

3. 통계 분석

외로움과 사회인구학적, 임상적 요인과의 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 탐색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외로움 여부에 따른 연속

형 변수(나이, 학력, 독거기간, MMSE-DS 점수, CIRS 점수, 

PSQI 총점과 각 범주별 점수)는 student-t test로 분석하였

고 범주형 변수(성별, 결혼상태, 의료 수급 여부, 흡연, 문제

음주, 우울장애)와 외로움에 따른 빈도 차이는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다. 나이, 학력, 독거기간, CIRS, MMSE 점수

와 수면의 질과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시

행하였고 독거노인의 외로움이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회귀분석은 PSQI 점

수와 각 범주의 점수를 종속변수로 놓고 외로움을 독립변

수로 하여 단변량 분석을 실시한 후 탐색적 자료분석에서 

유의성이 확인된 변수를 회귀 모형에 투입하여 다중회귀분

석을 시행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for window (version 

26.0 ; 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고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 미만으로 하였다. 

결       과

전체 연구 대상자 1,090명의 평균 나이는 79.1±6.1세, 여

성이 967명으로 87.7%였으며 평균 독거 기간은 21.1±14.4년

이었다. 주요우울장애가 98명(9.0%), 경도우울장애가 114명

(10.4%), 아증후군적 우울증이 343명(31.4%)로 전체 대상자

중 50.9%가 우울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전체 대상자중 외로

움이 없는 정상군은 126명, 외로움군은 964명이었으며 성별

(chi-square test, p=0.002) 의료수급자 수(chi-square test, 

p=0.006), 흡연자(chi-square test, p=0.029), 우울장애 환자

수(chi-square test, p＜0.001), 독거기간(student-t test, p= 

0.029)가 두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외에 사회인

구학적 특성 및 두 군의 비교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전체 대상자의 PSQI 총점은 8.9±4.2점이었으나 외로움

군(9.2±4.2점)의 점수가 정상군(7.3±3.7점)에 비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student-t test, p＜0.001). 각 영역별 

점수도 수면효율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로움군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2).

PSQI 총점은 교육수준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각 범주별 

상관관계분석에서는 주관적 수면의 질은 학력수준, 독거기

간, 인지기능과, 수면잠복기는 교육수준, 수면효율은 교육

수준과 인지기능과, 수면제 사용은 나이와, 주간 기능장애

는 독거기간과 인지기능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누적질환평

가척도 점수는 PSQI 점수와 모든 세부 범주에서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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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였다(Table 3).

단변량분석에서 외로움은 PSQI 총점 뿐만 아니라 수면

효율을 제외한 모든 세부 범주에서 연관성을 보였다. 우울

장애, 성별 및 상관분석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변수를 통

제한 다중회귀석에서는 외로움은 PSQI 총점(standardized 

β=0.065, p=0.025), 수면방해(standardized β=0.086, p= 

Table 1. Socio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Total 
Loneliness

p-value
Not lonely Lonely

Age, (years, mean±SD) 79.1±6.1 79.2±6.1 79.0±6.1 0.852
Female (n, %) 957 (87.7) 121 (96.0) 836 (86.6) 0.002
Education, (years, mean±SD)   3.2±4.0   2.7±3.2   3.3±4.1 0.092
Period of living alone (years, mean±SD)   21.2±14.3   18.8±12.6   21.5±14.5 0.029
Marital status 0.088

Bereaved (n, %) 933 (85.5) 117 (92.9) 816 (84.6)

Divorced/separated (n, %) 128 (11.7) 8 (6.3) 120 (12.4)

Unmarried or others (n, %) 30 (2.7) 1 (0.8) 29 (3.0)

Basic security recipient (n, %) 243 (22.3) 16 (12.7) 227 (23.5) 0.006
Current smoker (n, %) 78 (7.1) 3 (2.4) 74 (7.8) 0.029
Problem alcohol drinking (n, %) 29 (2.7) 1 (0.8) 28 (2.9) 0.093
Depressive disorder ＜0.001

MDD (n, %) 98 (9.0) 1 (0.8) 97 (10.1)

mDD (n, %) 114 (10.4) 3 (2.4) 111 (11.5)

SSD (n, %) 343 (31.4) 12 (9.5) 331 (34.3)

No depression (n, %) 536 (49.1) 110 (87.3) 426 (44.1)

CIRS   5.4±3.0   5.2±3.3   5.5±3.0 0.425
MMSE 22.6±4.5 22.8±4.1 22.6±4.5 0.618
MDD : Major depressive disorder, mDD : Minor depressive disorder, SSD : Subsyndromal depression, MMSE : Mini-mental status ex-
amination for dementia screening, CIRS : Cumulative Illness Rating Scale, SD : standard deviation

Table 2. Comparison of the PSQI and its component scores by loneliness

Total
Loneliness

p-value
Not lonely Lonely

Total PSQI 8.9±4.2 7.3±3.7 9.2±4.2 ＜0.001
Subjective sleep quality 1.5±0.8 1.2±0.7 1.5±0.8 ＜0.001
Sleep latency 2.0±1.1 1.7±1.0 2.0±1.1 0.003
Sleep duration 1.7±1.2 1.4±1.2 1.7±1.2 0.002
Sleep efficiency 1.5±1.3 1.3±1.3 1.5±1.3 0.062
Sleep disturbance 1.3±0.6 1.1±0.4 1.3±0.6 ＜0.001
Use of sleeping medication 0.4±0.9 0.1±0.5 0.4±1.0 ＜0.001
Daytime dysfunction 0.7±0.7 0.6±0.6 0.7±0.7 0.027
PSQI :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sleep characteristics and other clinical variables

Age Education Living alone period MMSE CIRS
Total PSQI -0.007 -0.770* 0.050 -0.059 0.249†

Subjective sleep quality -0.023 -0.660* 0.065* -0.730* 0.171†

Sleep latency 0.036 -0.940† 0.052 -0.059 0.100†

Sleep duration -0.036 -0.034 0.031 -0.006 0.154†

Sleep efficiency 0.031 -0.830† 0.020 -0.700* 0.171†

Sleep disturbance -0.023 -0.048 -0.010 0.005 0.149†

Use of sleeping medication -0.070* 0.033 0.011 0.041 0.216†

Daytime dysfunction 0.048 -0.050 0.063* -0.112† 0.192†

*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MMSE :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for dementia screening, CIRS : Cumulative Illness Rating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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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5), 수면제 사용(standardized β=0.065, p=0.034)와 유의

한 연관성을 보였으며 그 외의 세부 범주와는 유의한 연관

성을 보이지 않았다(Table 4). 

고       찰

본 연구에서 원저자가 제시한 기준대로 대상자를 분류한 

결과 대상자 1090명 중 88.4%가 외로움군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이전 국내에서 노인종합복지관에 다니는 노인의 33%

가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7)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결과였다. 외

로움 점수가 5~6점에 해당하는 심한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

은 43.1%(470명)였으며 이는 미국의 11.6%,40) 독일의 10.5%41)

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고 중국 농촌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한 25.9%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42) 연구마다 이렇게 다

른 결과를 보이는 것은 중국과 본 연구는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미국과 독일은 일반 인구를 연구 대상자로 

한 점이 한가지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중국의 경우 빠른 도시

화에 따라 전통적 대가족 형태에서 핵가족으로 빠르게 전환

되는 지역으로 자식과 떨어져 사는 노인들의 수가 급격하게 

많아진 농촌지역임을 고려하면 지역과 국가간 인구학적, 사

회문화적 특성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대상

자들도 독거노인 중 신체적 질환이 있거나 연락되는 가족이 

없는 등의 취약계층이라는 점이 해외의 연구결과 뿐만 아니

라 국내의 노인종합복지관에 다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

구결과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외로움은 느끼는 독거노인에서 남자의 비율, 독거기간, 

의료수급자수, 흡연자 수, 우울장애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이는 외로움과 관련된 요인을 조사한 이전 연구결과와 일치

하는 소견이다.43-45) 외로움을 느끼는 독거노인은 그렇지 않

은 독거노인에 비해 전체 수면의 질 뿐만 아니라 PSQI 세부 

범주로 나눈 주관적인 수면의 질, 수면잠복기, 수면시간, 수

면효율, 수면제 사용 및 주간 기능장애 모든 범주에서 수면

의 질이 나빴다. 또한 신체 질환의 심각도가 클수록 수면의 

질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수면은 신체 및 정신건강과 밀

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전 연구와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46)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 

보기 위해 성별, 우울장애 그리고 상관분석에서 유의성을 

보인 변수를 통제하였으며 그 결과 주관적 수면의 질, 수면시

간, 수면 효율, 수면 잠복기 등과는 연관을 보이지 않고 PSQI 

총점, 수면방해, 수면제 사용에만 연관성을 보였다. 수면 문

제의 형태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외로움과의 연관성을 분석

한 이전 연구에서도 수면 문제의 형태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였다. Jia 등42)은 농촌지역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외로움은 여러 인구학적 변수를 통제한 후 PSQI의 7개 

세부 범주 중 주관적 수면의 질, 수면잠복기, 수면시간, 수면

제 사용, 주간 기능장애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수면시간은 외로움과 관련

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주관적 수면의 질과 주간 기능장애만

이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14,47)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도 외로움은 수면시간과는 연관성이 없었으나 객관적

으로 측정한 수면 효율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48) 액티그래

프로 객관적 수면의 질을 측정한 연구에서는 수면 분절

(sleep fragmentation)만이 외로움과 연관성이 있었으며 총 

수면시간과 외로움은 연관성이 없었다.23) 따라서 외로움은 

Table 4. Association between loneliness (predictor) and sleep quality in elderly living alone

Unadjusted Adjusted
β SE Standardized β p-value β SE Standardized β p-value

Outcome
Total PSQI* 1.829 0.396 0.139 ＜0.001 0.855 0.382 0.065 0.025
Subjective sleep quality† 0.304 0.071 0.128 ＜0.001 0.130 0.071 0.055 0.066
Sleep latency‡ 0.300 0.099 0.091 0.003 0.144 0.101 0.044 0.155
Sleep duration§ 0.357 0.112 0.096 0.002 0.194 0.114 0.052 0.089
Sleep efficiency∥ 0.228 0.122 0.057 0.062 0.030 0.123 0.007 0.808
Sleep disturbance¶ 0.210 0.054 0.118 ＜0.001 0.154 0.055 0.086 0.005
Use of sleeping medication** 0.289 0.088 0.100 0.001 0.188 0.089 0.065 0.034
Daytime dysfunction†† 0.140 0.063 0.067 0.027 0.011 0.063 0.005 0.857

* : Adjusted for sex, education, Cumulative Illness Rating Scale and mood disorder, † : Adjusted for sex, education, period of liv-
ing alone, MMSE, Cumulative Illness Rating Scale and mood disorder, ‡ : Adjusted for sex, education, Cumulative Illness Rating 
Scale and mood disorder, § : Adjusted for sex, Cumulative Illness Rating Scale and mood disorder, ∥ : Adjusted for sex, educa-
tion, MMSE, Cumulative Illness Rating Scale and mood disorder, ¶ : Adjusted for sex, Cumulative Illness Rating Scale and mood 
disorder, ** : Adjusted for sex, age, education, Cumulative Illness Rating Scale and mood disorder, †† : Adjusted for sex, period 
of living alone, MMSE, Cumulative Illness Rating Scale and mood disorder. PSQI :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β : Beta coeffi-
cients, SE :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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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수면시간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밤시간 각성과 관련

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도 수면 방해에 해당하

는 질문 중에 자다가 깨는 횟수를 묻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

어 이전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면제 사용 외에 다른 범주의 수면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좀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외로움이 불면을 일으키는 기전은 확실하지 않다. Caciop-

po 등49)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외로움과 수면과의 관계를 설

명하였다. 진화론적으로 인류는 사회적 유대관계를 통해 생

존해왔으며 외로움을 느끼는 상황은 타인이 자신을 배척하

고 자신을 보호하거나 지지하는 존재가 없는 환경이라 할 

수 있으며 안정감을 가지지 못하고 사회적 위협에 처해 있

다고 지각하게 된다. 불안정하고 위협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깊은 수면을 취하는 것보다 자다가 자주 깨는 것이 

생존에 더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수면 중 잦은 각성과 HPA 

축 활성화에 따른 glucocorticoid 분비가 증가함으로써 수면-

각성 사이클에 영향을 줄 수 있다.15) Mathews 등14)은 폭력이

나 방임같은 트라우마를 겪은 젊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수면

과 외로움의 연관성을 확인하여 Cacioppo의 이론을 지지하

는 연구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McHugh 등16)은 스트레스를 

통해 외로움이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안하였는데 노

인들의 정서적 외로움은 주관적으로 스트레스를 더 크게 느

끼게 하고 이것이 수면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수면과 외로움 관계는 외로움이 수면으로, 수면

이 다시 외로움으로 서로 영향으로 주고 받는다고 보고되고 

있다.22,26-29) 수면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에 미치는 기전으

로 제시되고 있는 가설 중 하나는 수면의 질 저하는 적절한 

정서 반응과 부정적 정서를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를 일으킨

다는 것이다.50) 이는 대인관계, 사회 상호작용에 어려움과 연

이은 사회적 단절, 외로움을 야기할 수 있다. 또 불면 그 자

체가 외로움을 일으킬 수도 있어서 오랜 시간 불면이 지속

되게 되면 사회적 단절감과 외로움을 일으킬 수 있다.21,22) 수

면과 외로움의 상호 작용에는 스트레스가 역할을 한다고 보

고되고 있으나51) 수면과 외로움 사이의 또 다른 매개변수의 

여부, 그리고 그 상호작용을 밝히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

요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산업화, 도시

화, 핵가족화에 따라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수면 장애와 외로움이 노인의 삶의 질

과 신체 건강,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될 가능성

이 높다. 독거노인의 경우 가능하면 의미 있는 사회활동과 

대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외로움을 예방

하고 수면 장애를 적극 치료하는 것이 노인의 정신 장애 및 

신체 질환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해결방

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독거노인의 외로움을 예방

하고 줄일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보건복지 정책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외로움군과 외

로움을 느끼지 않는 정상군으로 나누어 여러가지 인구사회

학적 요인을 탐색하여 외로움과 수면에 관련 있는 인자를 

확인하고 외로움과 수면의 질의 연관성을 확인한 국내 첫 

번째 연구이다. 본 연구의 또다른 장점은 독거노인을 대상으

로 비교적 큰 표본 수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우울장애를 

포함하여 외로움과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혼란 변수

를 통제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는 지역 독거노인 

기본돌봄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

에 외로움을 느끼는 대상자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은 정상군

에 비해 월등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외로움과 수면

과의 연관성을 전체 노인으로 일반화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단면 연구로 수면의 질과 외로움 사

이의 선후 관계나 수면과 외로움 중 어떤 것이 원인과 결과

가 될 지 확인할 수는 없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단축

형 De Jong 외로움 척도는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확인하였

으나 사회적 외로움, 정서적 외로움 2가지 요인 구조를 비

롯한 척도의 타당도는 아직 국내에서 보고된 바가 없다. 앞

으로 단축형 De Jong 외로움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

인하기 위한 표준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향후 노인의 수면과 외로움의 상호 작용을 밝히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

의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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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연구목적

외로움과 수면의 질 저하는 노인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외로움과 수

면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외로움과 수면의 질의 연관성을 보고자 

하였다.

방  법

본 연구는 천안 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1,090명을 대상자로 시행되었다., 훈련된 간호사의 면담과 외로움 

척도,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 인구사회학적 정보, 신체 건강상태

(Cumulative illness rating scale, CIRS), 인지기능, 단축형 노인우울척도 등의 자가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통계분석은 인구학적 변인과 외로움 척도 간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기술적 통계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외로

움과 수면의 질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단변량 및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결  과

외로움군의 평균 PSQI 점수(9.2±4.2)는 정상군(7.3±3.7)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student-t 

test, p＜0.001). 성별, 기분장애 및 상관분석에서 유의성을 보인 변수를 통제한 다중회귀분석에서 외로움은 전

체 PSQI 총점(standardized β=0.065, p=0.025), 수면방해(standardized β=0.086, p=0.005), 수면제 사용(stan-

dardized β=0.065, p=0.034)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결  론

외로움은 수면문제와 연관성을 보였으며 이는 독거노인의 수면의 질 저하에 외로움이 위험요인이 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독거노인의 외로움을 줄이기 위한 개입은 수면의 질을 호전시키고 신체 및 정신 질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독거노인의 외로움을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보건복지 정책이 필요함

을 시사한다.

중심 단어：외로움·수면의 질·독거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