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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수면은 효과적인 신체적 및 정신적 피로 회복 방법

으로 양과 질이 충분한 적절한 수면은 건강을 유지하

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수면 시 성

장호르몬과 스트레스 조절 호르몬 등이 분비되어 신

체, 정서적 요인과 관련이 있으므로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다[1].

미국수면재단에서 권장하는 청소년의 수면 시간은

8-10시간이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의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18분으로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2,3].

청소년의 수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 나이, 학

업, 경제 수준, 스마트폰 사용 등의 인터넷 사용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음주, 흡연, 신체활동 등의 신체

적 요인 그리고 우울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 등의 정서

적 요인이 있다[3-6].

청소년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효율적인 수

면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다양한 수면 영

행요인을 반영한 중재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

는 청소년의 수면 향상 중재 시 그 기초자료를 제공하

기 위해 시행되었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

사 대상자 43,15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 변수

2.1.1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별, 나이, 학업성적, 경제 수준, 습관적 또는 일부

러 약물사용 경험유무, 주중, 주말 스마트폰 사용시간

이다.
2.1.2 신체적 요인
 음주여부, 흡연여부, 지난 7일간 수면으로 피로회복

정도, BMI, 체중조절노력, 지난 7일간 하루 60분 이상
주당 신체활동 날 수이다.
2.1.3 정서적 요인
 2주 내내 우울 유무,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 주관적
신체상이다.

2.3 자료 분석 방법

 자료는 IBM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중

치를 부여한 후 복합표본분석 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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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3. 연구 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신체적, 심리적 요인을 독립변

수로 투입하고 수면을 종속변수로 하여 복합표본분석

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수면과 유의하게 관련이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성별, 연령, 경제 수준이었으며, 신체적, 심리적 요인은

음주, BMI, 체중조절노력, 지난 7일간 하루 60분 이상

주당 신체활동 날 수, 우울,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 주

관적 신체상이었다(p<.05).

4. 결론
본연구결과청소년의수면에영향을주는인구사회학적요

인, 신체적 심리적 요인이 나타났다. 청소년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비율은높지않으므로청소년의수면을향상시키기위

한중재가요구되며이때청소년수면의영향요인을반영할

필요가 있다.

추후 청소년의 수면 향상 중재 연구가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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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R 95%CI p

Gender Male (ref: female) 2.512 2.195-2.873 <.001

Age (year) 12-15 (ref: 16-18) 5.335 4.579-6.215 <.001

Economic level High (ref: medium) 1.146 1.039-1.265 .007

Alcohol drinking Yes (ref: no) 0.655 0.581-0.738 <.001

Weight control effort Maintenance (ref: no effort) 1.174 1.013-1.362 .033

Physical activity (days/week) 4-7 (ref: 0) 1.337 1.174-1.521 <.001

Depression Yes (ref: no) 0.70 0.607-0.807 <.001

Stress Much (ref: a little) 0.40 0.352-0.453 <.001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ref: moderate) 1.574 1.355-1.827 <.001

Subjective body awareness Underweight (ref: normal) 0.727 0.624-0.847 <.001

[표 1] 청소년의 수면 영향 요인 (N=43,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