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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Light on Daytime Sleep in 12 Hours  
Night Shift Workers: A Field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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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Night shift workers suffer from sleep and daytime disturbances due to circadian misalign-
ment. To investigate the role of environmental light in daytime sleep following 12 h-night shift work. Meth-
ods: we enrolled 12 h-shift female nurses working at one university-affiliated hospital (n=10, mean age 
26.6 years, shift work duration 3.8 years). This is a cross-over study to compare sleep between under light 
exposure (30 lux) and in the dark (<5 lux) following 12 h-night duty. Two sessions of experiments were un-
derwent and the interval between sessions was about a month. Psychomotor vigilance test (PVT) had per-
formed on awakening from sleep at each session and sleep-wake pattern had been monitored by actigraphy 
throughout the study period. Daytime sleep was also compared with night sleep of age-and gender matched 
daytime workers (n=10). Results: Sleep parameters and PVT scores were not different between two light 
conditions. Activities during sleep seemed to be more abundant under 30 lux condition than in the dark, 
which was not significant. Compared to night sleep, daytime sleep of shift workers was different in terms of 
rapid eye movement (REM) sleep. Three shift workers showed sleep onset REM sleep and first REM sleep 
period was the longest during daytime sleep. Conclusions: Unexpectedly, daytime sleep of 12 h night shift 
workers was well-maintained regardless of light exposure. Early occurrence of REM sleep and shorter sleep 
latency during daytime sleep suggest that shift workers meet with misalignment of circadian rhythm as well 
as increased homeostatic sleep pressure drive. J Sleep Med 2019;16(1):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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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문명과 산업이 발달하면서 24시간 가동되는 직장이 많아

지고 교대근무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교대근무자는 내재

된 생체시계와 일치하지 않는 수면-각성으로 인해 수면장

애 및 건강 문제 외에도 업무 중 피로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

이 증가한다. 대표적인 교대근무자인 교대근무 간호사의 수

면장애 발생률은 주간 상근직 간호사에 비해 3배에 달하며,1 

간호사들은 불규칙한 교대근무로 인해 일주기리듬이 교란 

되어 심한 피로와 더불어 수면부족과 교대근무 간 회복의 

어려움을 경험한다.2 

교대근무자는 근무조에 따라 수면시간을 포함한 수면 양

상에 차이를 보이는데,3,4 특히 야간 근무 시 수면시간이 주

간 근무 시보다 적고,5 근무 중 피로감이 더 심하다.6 야간 근

무 시 피로와 졸음은 간호사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려,7 환자 

관련 안전사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따라서 야간 근무 후 적절한 수면은 환자 안전관리에도 매

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야간 근무 근로자는 주간 근무자에 비해 상대

적으로 긴 근무시간, 적은 신체활동, 주간 수면에 노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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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과 빛 등으로 인해 수면의 질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

다.9 교대근무 간호사의 경우 근무조별 근무시간은 큰 차이

가 없고 업무 중 신체활동량도 차이가 없으나, 빛 노출량은 

주간/오후 근무에 비해 야간 근무 시 취침 전과 주간 수면 중

에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0 건강한 정상인의 야간 

수면 시에도 빛이 노출될 경우 암실 수면에 비해 얕은 수면

과 각성지수가 증가하고, 깊은 수면이 감소하였다.11 따라서 

야간 근무자의 주간 수면 시 빛 노출도 수면에 영향을 줄 것

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교대근무자의 주간 수면 시 빛 노출

을 조절하면서 수면의 질을 수면다원검사를 이용하여 객관

적으로 측정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2교대 근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주간 수면 

동안 노출되는 빛의 양에 따른 수면을 비교하고, 빛 노출 여

부와 집중력 및 야간 근무 동안의 피로도 간의 관련성을 파

악해보고자 한다. 또한 주간 상근직의 야간 수면과 비교하

여, 주간 수면과 야간 수면 간의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교대근무 간호사들의 수면 개선 중재를 위한 근거자료

로 활용될 것이다. 

방        법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소재 1개 상급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 야간 근무가 포함된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 중,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여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남녀 간 수면 패턴의 차이

를 고려하여 남자 간호사는 제외하였다.12 해당 병원은 8시

간 3교대 근무와 12시간 2교대 순환근무가 함께 운영되고 

있는데, 3교대의 경우는 근무 일정이 불규칙적이어서 야간 

근무 전 근무 패턴이 서로 다를 수 있어 제외했다[주간 근무

(D12) 7:00~19:30, 야간 근무(N12) 19:00~7:30]. 2교대 근무

는 D12-D12-N12-N12-off(4~5일)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Fig. 1). 단, 2교대 근무가 병동 근무 일정표 작성의 어려움 

때문에 3교대와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 2교대 근무 

중에도 3교대 근무가 일부 들어갈 수 있어서, 수면다원검사 

시행 전 근무가 2교대로 진행된 경우에는 2교대로 간주하였

다. 본 연구는 예비연구로서, 수면장애를 갖고 있는 교대근

무자(불면증 심각도 지수≥15) 10명과 수면장애가 없는 상

근직 10명을 모집하였다. 

연구 방법 
단일군 교차실험연구(cross-over design)이며, 수면다원

검사로 인한 첫날밤 효과(first night effects)를 최대한 배제

하고자 했다. 대상자 모집 및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 대상 병

원기관 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승인번호 2018-05-

120)을 얻은 후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자발적 동의를 구한 

후 시행하였다. 수면다원검사 동안의 조명 노출 순서 배정은 

6 블록 무작위 배정(block randomization)에 의해 결정하였

고, 배정 순서는 R-program을 이용하여 생성된 난수표를 

이용해 무작위로 배정하였다. 

모든 대상자에게, 야간 근무가 연속 이틀 이상 있는 경우

의 첫 번째 근무에 들어가기 전 Actiwatch Spectrum Proⓒ 

(Philips Resprionics, Murrysville, PA, USA)를 착용하게 했

다. 첫 번째 야간 근무 직후 간단하게 아침식사를 마친 후 수

면다원검사실에 내원해서 수면다원검사를 위한 준비를 시작

했다. 취침과 기상시간은 평소 야간 근무 후 취하는 수면시

간에 맞추었다. 17시까지 깨지 못할 경우 다음 야간 근무 출

근을 위해서 17시 30분에 깨우고 검사를 종료하였다. 검사 

직후 주관적 수면잠복기와 수면시간을 기술했으며, 수면 후 

느끼는 피로감 정도를 평가했다(1점, 현재 매우 피곤하다~7

점, 현재 전혀 피곤하지 않다). 두 번째 야간 근무가 종료될 

시점에 액티와치를 탈착 후 퇴근했다(Fig. 1). 첫 번째 검사 

완료 후 한 달 이내 동일한 근무 형태가 되는 시점에서 같은 

방식으로 액티와치 및 수면다원검사를 반복했다. 

수면다원검사 동안의 조명 노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조건 1(빛 노출): 선행연구에 근거해 교대근무 간호사

의 야간 근무 후 자택에서 수면을 취할 동안 노출되는 

평균 조도(30 lux)로 유지10 

●  조건 2(빛 차단): 암실 상태(＜5 lux)로 유지

조건의 순서는 무작위 배정에 의해 결정했다.

Time of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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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Day

Night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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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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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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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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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udy framework and work schedules of 12 h-shift nurs-
es. The schedules of the participants (12 h-shift nurses) have the 
same schedule such as D12-D12-N12-N12 and then consecutive 
4 off-days. Participants have worn the wrist Actiwatch Spectrum 
Proⓒ (Philips Resprionics) from one hour before 1st night shift work 
(6 pm) to one hour after 2nd night shift work (7 pm). Participants 
undergo in-lab PSG during daytime following 1st night shift. Two 
sessions of experiment are conducted and the interval is about 1 
month. Condition-1 (30 lux) and condition-2 (<5 lux) are randomly 
assigned. PSG: polysom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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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 기간은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시행되었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조사 

내용과 결과는 모두 숫자로 처리하여 모든 자료가 비밀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였다.

대조군인 주간 상근직은 연구 시작 전 최소 7일 이상 액티

와치를 착용하여 일주기리듬 수면각성장애가 없음을 확인했

다. 야간 수면다원검사 동안 빛 차단(＜5 lux)이 유지되었다. 

주간 수면다원검사 

수면다원검사는 Embla N7000(Embla, Reykjavik, Ice-

land)을 이용하였다. 기본 검사 항목으로 6채널의 뇌파(C3-

A2, C4-A1, F3-A2, F4-A1, O1-A2, O2-A1)와 4채널의 안

전위도(electro-oculogram), 1채널의 턱근전도(chin elec-

tro-myogram)를 기록하여 수면의 단계와 각성 빈도를 측정

하였다. 호흡 관련 측정을 위해서 압력센서를 이용하여 비강

공기압을 측정하였다. 호흡 노력을 보기 위해 흉곽과 복부벨

트를 이용하여 호흡 움직임을 측정하였다. Oximetry를 이용

하여 검지손가락에서 산소포화도를 측정하였고, 소리 센서

로 코골이 강도를 측정하였다. 다리 움직임을 보기 위해 2채

널의 양측 전경골근(anterior tibialis)의 근전도를 측정하였

다. 수면 자세를 확인하는 체위 센서와 심전도를 함께 측정

하며 동시에 비디오를 기록하여 수면 중 행동장애나 자세를 

기록하였다. 

수면 단계와 호흡지수 등 수면다원검사 평가는 American 

Academy of Sleep Medicine Manual에 따라 판독되었다.13 

수면 구조는 뇌파, 근전도, 안구 움직임 등을 통해 수면 단계

를 분석한 것으로, N1, N2, N3, rapid eye movement(REM) 

수면의 비율로 조사하였다. 수면 양상은 수면잠복기(sleep 

latency), 입면 후 각성시간(wakefulness after sleep onset), 

총 수면시간(total sleep time), 수면 효율(sleep efficiency)로 

측정하였고, 각성지수(arousal index) 등을 평가하였다. 

액티와치(Actigraphy)

액티와치는 움직임에 기반하여 수면-각성을 측정할 수 

있는 Actiwatch Spectrum Proⓒ를 이용하였다. 비우세 손목

에 착용하고 손목에서 측정된 활동량과 조도는 Actiware 

version 5.70 sleep software(Philips Resprionics)를 이용해

서 분석하였다. 손목 움직임의 강도와 빈도는 초당 32 cycle 

빈도로 지속적으로 측정되며, 측정된 움직임 강도는 2분 에

폭(epoch)의 평균값으로 기록하였다. 모든 에폭의 움직임 

수치들은 프로그램 알고리즘의 역치 계산에 의해 각성

(wake) 또는 수면(sleep)이라는 이진수로 변환될 수 있다.14 

그러나 액티와치 기록이 실제 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

으므로 active와 rest로 기술하였고, 이 방법을 이용해서 근

무시간대(19시부터 07시)와 근무 후 시간대(07시부터 19시)

의 activity의 정도를 매 시간별 평균값으로 정량적으로 분석

하였다. 07시부터 07시 30분까지는 인수인계 시간이나 병동

에 따라서는 일찍 마치는 경우도 있어 07시부터 근무 후 시

간으로 간주하였다. Actigraphy에서 각각 rest 및 active로 평

가된 에폭 수에 2를 곱하여 근무 및 수면시간 동안 매 시간

별 rest와 active period의 duration을 측정하였다. 조도량도 

활동량과 마찬가지로 2분 간격으로 측정되었으며, 활동량과 

같은 방법으로 근무 시간대와 근무 후 시간대를 측정하였고, 

추가로 수면검사 시작 전 5시간 동안의 평균 빛 노출량도 분

석하였다.  

Psychomotor vigilance test

지속적 집중력과 각성도를 평가하는 검사로 수면다원검사

실에서의 주간 수면 직후 5분 이내에 수면다원검사 당시와 

동일한 조명하에서 시행하였다. iPadMini(Foxconn, Taipei, 

Taiwan)를 이용하여 모니터에 무작위로 수 초 간격으로 제

시되는 시각적 자극을 보는 즉시 버튼을 누르게 하였다. 검

사 소요시간은 약 3분 정도이며, 눈의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

해 tablet display 밝기는 최대치에서 70% 정도로 맞추었다. 

사용한 프로그램은 3-min psychomotor vigilance test(PVT)

로 Joggle Research software, version 2.4(Joggle Research, 

Inc., Seattle, WA, USA)를 사용하였으며, PVT 검사를 통해 

반응 속도, 누락 오류 수, 커미션 오류 수 등을 확인하였다. 

설문지 

대상자는 한글판 불면증 심각도지수(Insomnia Severity 

Index, ISI),15 엡워스 주간졸림증 척도(Epworth Sleepiness 

Scale, ESS),16 일주기 척도(Morningness-Eveningness Ques-

tionnaire)17를 연구 등록 시점에서 작성했다. 그 외 일반적 

특성으로 결혼 상태, 학력, 근무 경력, 체질량, 생활 습관(흡

연, 음주), 동반 건강 문제, 평소 야간 근무와 야간 근무 사이 

수면 습관, 실험 세팅의 주간 수면 전날 즉, 첫 번째 야간 근

무 전날의 주관적으로 인지한 수면시간 등을 조사하였다.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유의수준 0.05로 하여 SPSS WIN version 

18.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수면다원검사 결과, 액티

와치로 측정한 활동량 및 설문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

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빛 노출 유무에 따른 결과의 차

이는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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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일반적 특성
평균 연령은 26.70±3.89세(24~37세)였고, 기혼자는 2명

(20%)이었다. 동반 건강 문제로 만성피로가 80%로 가장 많

았고, 속쓰림을 호소하는 경우가 70%였다. 평균 체질량지수

는 19.87±2.64 kg/m2였으며, 카페인 섭취는 평균 하루 1.7

잔이었다. 일주기 유형은 저녁형이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엡

워스 주간졸림증 척도 평균은 8.0점이었고, 과도한 주간졸음

을 호소하는 경우(ESS≥10)가 3명이었다. 야간 근무 후 주

간 수면습관을 살펴보면, 자가 보고한 수면시간은 평균 4.85

±1.36 시간, 낮잠을 포함한 총 수면시간은 5.05±1.14 시간

이었다(Table 1). 

빛 노출에 따른 수면 관련 지표 간의 비교(조건 1 대 조건 2)

수면다원검사

조건 1(빛 노출 30 lux)과 조건 2(빛 제한 ＜5 lux) 실험에 

들어가기 전의 수면시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조건 1

과 조건 2 실험의 수면다원검사 지표 간에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간 수면임에도 불구하고, 수면지표는 모두 정상 

범주였으며, 무호흡-저호흡지수(apnea-hypopnea index)도 

Table 1.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0)

Variables n (%) Mean±SD Range
Age, years 26.70±3.89 24–37
Marital status: single 8 (80.0)
Education: bachelor 10 (100)
Work experience, years 3.99±3.88 1.2–14.3
BMI, kg/m2 19.87±2.64 15.2–24.1
Habitual caffeine, cups/day 1.65±1.03 0.5–3.0
Non-drinker 3 (30.0)
Habitual drinking, glasses/week 2.00±2.53 0–8
Comorbid health problem

Chronic fatigue 8 (80.0)
Heartburn 7 (70.0)
Constipation 4 (40.0)
Diarrhea 2 (20.0)
Depressive mood 2 (20.0)
Anxiety 1 (10.0)
Irregular menstruation 4 (40.0)

MEQ 44.90±11.46 30–72
Morning type 1 (10.0)
Intermediated type 3 (30.0)
Evening type 6 (60.0)

Insomnia Severity Index 18.80±3.01 15–24
ESS 8.00±2.75 4–13

Excessive daytime sleepiness (ESS≥10) 3 (30.0)
Habitual sleep after 1st night shift

Time to bed, clock h 9.70±0.60 9.0–10.5
Time out of bed, clock h 14.90±1.43 12.0–17.5
Time in bed, h 5.20±1.51 3.0–7.5
Sleep duration, h 4.85±1.36 3.0–7.0
Nap, h 0.20±0.42 0–1.0
24 h total sleep time, h 5.05±1.14 3.0–7.0

SD: standard deviation, BMI: body mass index, MEQ: Morningness-Eveningness Questionnaire, ESS: Epworth Sleepiness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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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olysomnography-based daytime sleep parameters according to environmental light (n=10)

Variables Condition 1 (30 lux) Condition 2 (<5 lux) z p
Subjectively reported sleep schedule before 1st night shift

Time to bed, clock h 0.10±2.84 0.25±1.62 -0.51 0.959
Time out of bed, clock h 10.45±2.48 9.75±2.87 -1.02 0.309
Time in bed, h 10.35±3.15 9.50±2.38 -0.83 0.405
Seep duration, h 9.60±2.38 9.20±2.63 -0.68 0.496
Sleep efficiency, % 94.26±8.54 96.67±10.54 -0.67 0.500
Nap, h 0.70±0.98 1.35±1.42 -0.99 0.324
24 h sleep, h 10.25±2.46 10.55±2.88 0.31 0.758

Polysomnography data
Time in bed, h 5.54±1.23 5.61±1.61 -0.10 0.919
Total sleep time, h 4.99±1.28 5.01±1.63 -0.26 0.799
Sleep latency, min 2.15±1.81 3.35±5.43 -0.62 0.537
REM latency, min 52.55±34.39 63.30±32.81 -0.76 0.445
WASO, % 10.30±7.52 10.49±7.09 -0.05 0.959
Sleep efficiency, % 89.17±7.46 88.68±6.88 -0.36 0.721
N1 sleep, % 12.89±7.80 10.59±7.09 -1.79 0.074
N2 sleep, % 42.22±9.26 37.31±9.67 -0.97 0.333
N3 sleep, % 20.64±10.86 28.38±14.86 -1.99 0.047
REM sleep, % 24.28±3.57 23.72±6.24 -0.56 0.575

Total arousal index, /h 12.44±4.65 12.82±6.77 -0.06 0.953
Spont. arousal index, /h 10.50±3.74 11.31±7.25 -0.05 0.959
Movement arousal index, /h 0.23±0.34 0.08±0.19 -1.89 0.059
REM arousal index, /h 8.57±4.11 11.57±4.28 -1.68 0.092

AHI, /h 0.99±1.40 1.25±2.65 -0.36 0.722
Estimated total sleep time, h 5.20±0.89 5.15±1.56 0.00 >0.999
Estimated sleep latency, min 11.70±9.76 11.00±9.94 -0.52 0.602
Perceived fatigue after sleep 3.60±1.36 4.60±0.92 -1.62 0.125
REM: rapid eye movement, WASO: wakefulness after sleep onset, Spont.: spontaneous, AHI: apnea-hypopnea index

Table 3. Intensity of activities and light, and rest/active period by actigraphy 

Period Variables
Condition 1 

(30 lux)
Within

p*
Condition 2 

(<5 lux)
Within

p**
Between

p***
Night-work
  period
  (19:00–07:00)

1st NS activities 456.01±161.05 0.445 336.82±228.68 0.878 0.508
2nd NS activities 464.77±168.54 346.72±264.00 0.445
1st NS rest period, min 22.80±15.61 0.539 20.50±18.72 0.683 0.444
2nd NS rest period, min 27.50±18.35 26.40±23.74 0.539
1st NS light, lux 806.05±541.82 0.285 779.11±523.77 0.646 0.799
2nd NS light, lux 678.58±345.10 703.82±444.30 0.878

5 h light before  
  starting PSG, lux

559.50±393.10 366.35±165.24 0.103

Non-working 
  period
  (07:00–19:00)

Activities 245.36±117.06 147.03±91.66 0.074
Active period, min 185.20±30.68 175.50±34.34 0.066
Light, lux 151.26±104.02 123.58±52.85 0.575

*comparison of 1st NS and 2nd NS in condition 1 (30 lux), **comparison of 1st NS and 2nd NS in condition 2 (<5 lux), ***comparison 
of condition 1 (30 lux) and condition 2 (<5 lux). NS: night shift, PSG: polysom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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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이었다. 수면잠복기는 조건 1과 조건 2 실험 모두에서 3

분 내외로 매우 짧아져 있어서, 야간 근무 후 수면 욕구가 증

가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수면다원검사 직후 작성한 주관

적 잠복기는 실제보다 길게 평가하였으나, 주관적 수면시간

은 실제 수면시간과 유사하게 추정했으며, 두 조건 간 차이

는 없었다(Table 2). 

액티와치

조건 1(30 lux) 실험의 수면검사 동안 활동량(즉, 뒤척임)이 

조건 2(＜5 lux)의 수면 동안보다 더 많았고, 15시 이후에는 

active로 기록된 시간이 더 길었으나 시간대별 통계적인 차이

는 없었다(Table 3). 야간 근무 중 02~03시에 rest로 기록된 

시간은 조건 1과 조건 2 실험 모두에서 다 길었지만, 두 군 간

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ig. 2). 첫 번째 야간 근무 시작 전

부터 두 번째 야간 근무를 마칠 때까지 측정된 rest-active 주

기와 전체 활동량은 조건 1과 2 실험 간에 차이가 없었다.

조도량을 비교한 결과도 조건 1과 조건 2 간 근무 중과 근

Table 4. Psychomotor vigilance test after daytime sleep according to environmental light (n=10)

Variables Condition 1 (30 lux) Condition 2 (<5 lux) z p
Mean RT, msec 292.05±44.21 266.64±31.07 -1.78 0.074
Mean 1/RT 3.79±0.43 4.03±0.43 -1.48 0.139
Slowest 10% 1/RT 2.24±0.64 2.46±0.51 -1.58 0.114
Number of lapse 6.20±6.01 4.10±2.77 -1.14 0.256
Lapse probability, % 14.27±13.79 9.37±6.17 -1.17 0.241
Number of false start 0.90±1.85 1.60±1.51 -1.19 0.235
RT: reaction time  

Table 5. Comparison of daytime sleep in shift-workers and night time sleep in day-workers

Variables
Daytime sleep Night sleep

healthy control 
(n=10)

pCondition 1 
(30 lux)

Condition 2 
(<5 lux)

Total 
(n=20)

Sleep parameters
N1 sleep/TST, % 12.86±7.80 10.59±7.09 11.73±6.90 10.64±5.81 0.812
N2 sleep/TST, % 42.22±9.26 37.31±9.67 39.77±9.55 50.32±6.09 0.005
N3 sleep/TST, % 20.64±10.86 28.38±14.86 24.51±13.27 16.52±6.15 0.091
REM sleep/TST, % 24.28±3.57 23.72±6.24 24.00±4.96 22.50±5.20 0.350
Total sleep time, h 4.99±1.28 5.01±1.63 5.00±1.43 5.41±0.29 0.812
Sleep efficiency, % 89.17±10.95 88.68±6.88 88.93±6.99 91.95±3.61 0.328

REM sleep distribution
REM latency, min 63.10±31.80 63.30±32.81 63.10±31.44 84.10±40.34 0.422
1st REM/1–3 REM, % 43.77±27.21 42.26±25.70 43.02±25.77 24.35±12.54 0.043
2nd REM/1–3 REM, % 30.34±16.80 38.00±21.94 34.17±19.42 36.89±12.56 0.253
3rd REM/1–3 REM, % 25.90±22.72 19.74±17.84 22.82±20.13 38.77±8.02 0.033

Statistical analysis was done by independent samples Mann-Whitney U test between daytime sleep (n=20) and night sleep (n=10). TST: 
total sleep time, REM: rapid eye movement

Figure 2. Distributions of rest period and activities during 1st and 
2nd night shifts and intervening sleep period; actigraphy data. Rest 
period is presented during night shifts working time. Compared to 
1st night shift, rest period in 2–5 am seems to be higher in both 
conditions (1 and 2) of 2nd night shift, but not statistically signifi-
cant. Hourly rest period (time) in each clock hour. Condition 1 (30 
lux): white bars and dotted lines, condition 2 (<5 lux): black bars 
and solid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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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후의 빛 노출량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시간대별 분

석결과도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주간 수면을 

취하기 전(수면다원검사를 시작하기 전) 5시간 동안 빛 노출 

정도를 분석한 결과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103).

PVT

조건 1(30 lux)과 조건 2(＜5 lux) 실험의 수면검사 직후 측

정한 집중력과 각성도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4).

2교대 근무자와 주간 상근자의 수면 비교

교대근무자의 주간 수면(조건 1 10건, 조건 2 10건, 20건의 

통합)과 주간 상근자의 야간 수면 10건을 비교한 결과, 주간 

수면의 N2 sleep %가 39.8%로 야간 수면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z=-2.71, p=0.005), 이는 주간 수면

에서 N3 sleep %가 24.5%로 증가하면서 N2 sleep %가 감소

한 것으로 보인다(Table 5). 그 외 다른 지표는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주간 수면 동안의 REM 수면 분포는 야간 수면과 다른 양

상을 보였다. 교대근무자의 주간 수면과 상근자의 야간 수면

의 수면도(hypnogram)의 렘수면 분포에서 차이를 보였다

(Fig. 3, 4). 교대근무자의 주간 수면에서, 첫 번째 렘수면이 

다른 주기보다 더 길게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정량

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첫 번째 렘수면이 전체 렘수면 시

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했다.

교대근무자의 주간 수면의 첫 렘수면은 전체 렘수면의 

43.02±25.77%를 차지하며, 상근자의 야간 수면의 첫 렘수

면은 24.35±12.54%여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z=-2.02, p=0.043). 두 번째 렘수면 지속시간은 두 군 간 차

이를 보이지 않았고, 세 번째 렘수면은 상근자의 야간 수면

에서 더 길게 지속되었다(38.77±8.02% vs. 22.82±20.13%, 

z=-2.71, p=0.033). 
세 번째 이후의 렘수면은 주간 수면 20건 중 11건에서, 야

간 수면 10건 중 6건에서 나타나지 않아 분석하지 않았다.

고        찰

본 연구는 야간 근무 후 주간 수면 동안 노출되는 빛에 따

른 수면의 질 및 다음 날 집중력과 연속되는 야간 근무 동안

의 졸음 정도를 파악하고자, 12시간 2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

사 10명을 대상으로 수행했다. 

교대근무자의 주간 수면 동안에는 환경적 빛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기상 후 집중

도도 아울러 감소하여 다음 날 야간 근무에 방해가 될 것으

로 예상했다. 본 연구가 10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이긴 

Figure 3. Comparison of hypnogram between daytime sleep and night sleep of daytime workers in polysomnography. (A) An example 
of daytime sleep of a shift-worker (subject 4, 25 years old). The top image is daytime sleep in condition 1 (30 lux), and the lower image is 
daytime sleep in condition 2 (<5 lux). (B) An example of night sleep of a healthy day-worker. Compared to night sleep, the number of REM 
sleep is decreased and the occurrence of REM sleep is earlier during daytime sleep. W: waking, R: REM sleep (%), N1: N1 sleep (%), N2: 
N2 sleep (%), N3: N3 sleep (%), REM: rapid eye movement.

01:00 02:00 03:00 04:00 05:00 (Clock hour)

W
R

N1
N2
N3D

ar
k 

ro
om

Example of nocturnal sleep of healthy day-worker

B

1st REM 2nd REM 3rd REM

A

12:00 (Clock hour)

C
on

di
tio

n 
2

(<
5 

lu
x)

W
R

N1
N2
N3

1st REM

10:00 11:00

Example of daytime sleep of shift-worker

12:00 (Clock hour)

C
on

di
tio

n 
1

(3
0 

lu
x)

W
R

N1
N2
N3

1st REM

10:00 11:00



Choi SJ et al.

https://www.e-jsm.org  33

하나, 가설과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

대근무 간호사들은 사전 인터뷰와 설문조사에서 모두 주간 

수면 동안의 심각한 수면장애(잠들기 어려움, 수면시간 지

속이 어려움 등)를 호소한 바 있다(ISI＞15). 하지만 30 lux의 

빛 노출을 시킨 결과, 암실 상황과 유사하게 수면지표와 기

상 후 집중도 평가가 모두 정상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근자의 야간 수면 결과와 비교하여도 임상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피험자의 조건이 다르긴 하나, 빛 노출이 수

면에 미치는 영향만 고려한다면 본 연구진의 이전 연구 결

과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상근자의 야간 수면 동안 40 lux 

빛에 노출했을 때, 암실 조건보다 N1 수면 %와 각성지수가 

증가하고, N3 수면 %는 감소함을 보인 선행연구 결과와의 

차이점을 다음의 몇 가지 추정으로 설명해보고자 한다.11 

첫째, 피험자들은 집에 퇴근하지 않고 병원에서 근무를 끝

내자마자 실험실에서 검사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밝은 빛에 

노출되어 각성이 증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본 

피험자들의 주간 수면검사 시작 전 5시간 동안의 빛 노출량

이 두 번의 실험 조건 모두에서 야간 근무 후 집으로 귀가해

서 주간 수면을 취했던 선행연구 피험자들의 취침 전 5시간 

동안의 빛 노출량(616.43±509.72 lux)보다 낮았다.10 또한 본 

실험실의 환경은 자택에서의 실제 수면 상황과 다르다는 점

이다. 검사실은 밀폐되므로 소음이 거의 완전히 차단되며, 

자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수면 방해 요인(가족 소음, 인

터폰, 전화 등)이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구 동

안 수면의 질이 더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빛 노출이 멜라토닌 분비 억제에 미치는 영향은 수

면 시간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생리학적으로 멜라토닌 분

비량이 많은 야간 수면 동안에는 빛 노출시간이 길수록 멜

라토닌 억제가 심화되고,18 대뇌피질과 시상피질의 신경 활

동 동기화를 방해하여 서파 활성과 수면방추(sleep spindle)

를 감소시켜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19,20 하지만 본 연구 

대상 야간 근무자의 경우 멜라토닌이 야간에 분비되는 일주

기리듬이 변화하지 않아 빛 노출에 의한 멜라토닌 억제 효

과가 주간 수면 동안에는 작동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한다.5 

특히 교대근무수면장애(shift work sleep disorder)를 호소하

는 근무자들은 수면장애가 없는 교대근무자들에 비해 주간 

수면 시간대에 멜라토닌 분비가 매우 낮다.21 따라서 본 연구 

대상자들은 모두 수면장애, 즉 교대근무수면장애를 갖고 있

으므로 주간 수면 동안 멜라토닌 농도는 낮게 유지되고 있

었을 것이기 때문에, 빛 노출 여부에 따른 수면지표의 변화

가 없을 것으로 추정해본다. 물론 본 연구에서 시행한 주간 

빛 노출 자극이 30 lux로 비교적 낮아서, 멜라토닌 분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준이었을 가능성도 높다. 본 연구에서 

30 lux의 비교적 dim light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낮은 조도

를 선택한 이유는, 이전 교대근무 간호사 연구에서 실제 액

티와치로 측정한 주간 수면 동안의 조도였기 때문이다.10 교

대근무자들은 주간 수면 동안 커튼을 치는 등의 암실 조건

에서 수면을 취해야 한다는 수면위생을 이미 잘 숙지하고 

있으며, 실제 실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면장애를 

호소하였기에 30 lux 정도의 빛도 수면을 방해할 것으로 추

정을 했지만, 실제 수면지표 자체는 차이가 없게 나왔다. 그

러나 선행연구에서도 주간 수면 중 조도량을 액티와치로 측

정하였기 때문에 이불을 덮거나 해서 액티와치가 가려지는 

경우 빛 노출량이 적게 평가되었을 가능성도 있다.10 한편 모

의 야간 근무(simulated night work)를 마친 후 시행된 주간 

수면 동안 3,000 lux 이상, 그리고 dim light(＜50 lux)로 나누

어 수면지표와 멜라토닌 분비량을 조사한 최근 연구에서도 

빛 노출군에서 멜라토닌 분비량은 차이가 없고 dim light of 

melatonin onset(DLMO)만 약간 진전되는 것 외에 주간 수

면의 수면지표나 일주기리듬 변화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

한 것으로 나타나,22 교대근무수면장애는 빛 외의 다른 요인

도 관여함을 시사한다. 

셋째, 빠른 주기로 변경되는 교대근무로 인해 나타난 결과

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근무 일정은 이틀 연속 주

간 근무와 연이은 이틀 연속 야간 근무로, 그중 첫 번째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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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omparison of REM sleep distribution of the first three 
REM sleep between night and daytime sleep. Box plot represents 
median, interquartile range, minimum, and maximum of each REM 
sleep distribution of the first three REM sleep. REM distribution 
is expressed a percentage of each REM sleep duration of each 
sleep cycle divided by the first three REM sleep duration. *p<0.05 
independent samples Mann-Whitney U test. White box is the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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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후 주간 수면을 측정한 것이다. 일주기리듬이 2일 간격

의 주야 교대에 신속하게 맞춰졌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실제 이들의 일주기리듬을 평가하지는 않았지만, 주야 어느 

상황에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일주기리듬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교대근무자들의 수면을 주관하는 것

을 일주기리듬에 의한 기전(process C)보다는 수면박탈에 

의한 homeostatic pressure(process S)일 것으로 추정한다. 

본 연구 교대근무자들이 자가 보고한 수면시간에 따르면 야

간 근무를 시작하기 전 이틀 연속 주간 근무를 마친 후 수면

을 취하고 일어난 시간은 대략 오전 10시(7:00~14:30 clock 

time)로 다음 날 야간 근무 후 다시 주간 수면을 취할 때까지 

거의 23시간을 깨어 있게 된다. 이는 급성 수면박탈 상태로 

간주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강력한 homeostatic sleep pres-

sure drive에 의해 수면지표가 비교적 정상수준으로 나타났

을 것으로 추정한다. 

연구 조건 1(30 lux)과 2(＜5 lux) 각각 실험 동안, 주간 수

면 전후 약 36시간 동안 측정된 액티와치 결과를 분석해보

면, 주간 수면 동안에는 양 조건 모두에서 낮 11시에 rest 

period가 가장 많고, 낮 12시부터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

였다. 피험자들의 평소 취침시간이 09:00~10:00임을 감안하

면, 첫 수면주기를 지나면서 점차 각성빈도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야간시간 동안의 활동량을 분석하면, 근무시

간 동안 rest period가 상당 수 관찰되었으며, 특히 새벽 2~3

시에 가장 높았다. 근무자들이 그 시간에 실제 잤을지는 확

인할 수 없으나, 졸았을 가능성은 있다. 첫 야간 근무보다 연

속 두 번째 야간 근무 동안, 특히 새벽 2~5시 사이에 rest pe-

riod가 증가한 것은 야간 근무 후 정상 수면의 질로 5시간의 

수면을 취했더라도 여전히 야간 근무 동안의 각성도를 유지

하기 어렵다는 뜻이며, 야간 근무의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그 외 흥미로운 결과는 주간 수면 동안의 렘수면 분포의 

변화이다. 렘수면 총량은 상근자의 야간 수면과 차이가 없으

나, 수면의 후반부가 아닌 초반부(주로 첫 번째 사이클)에 렘

수면이 가장 길게 발현되었으며, 10명 중 3명에서 입면 시 렘

수면(sleep onset REM sleep)이 관찰되었다. 야간 교대근무

자의 수면 동안 렘수면은 대개 첫 두 번의 수면주기에서만 

나타났다는 다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23 20대 성인에서 40

시간 수면박탈 후 시행한 회복 수면에서 수면주기(sleep cy-

cle)가 경과하면서 REM density 증가가 억제되었다고 한

다.24 결국 렘수면의 전진 배치는 본 대상자들의 일주기리듬

이 야간 근무에 제대로 맞춰지지 못했고, 더불어 수면박탈도 

심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2교대 근무자들에서 주간 수면 중 빛 노출(30 

lux)은 수면의 질이나 기상 후 집중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

다. 이는 연속 2일씩 돌아가는 빠른 교대근무는 일주기리듬

을 제대로 이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근무 중 각성장애, 주

간 수면 중 수면 유지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을 알 수 있

다.22 부적절한 수면은 졸음을 초래해서 근무 중 사고나 운전 

중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킴을 고려할 때,8,25 교대근무를 

잘 적응할 수 있는 적절한 근무양식의 개발과 가장 졸리는 

야간 근무 시간대에 교대로 짧은 잠을 자게 하는 중재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예비연구로 표본 수가 적고, 2일 

연속 주간 근무 후 이어지는 1일 야간 근무 후 시행한 하루 

동안의 주간 수면만 측정했다는 점, 야간 근무 후 주간 수면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간 근무 시 수면을 보다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못한 점, 주간 수면 시간의 빛 자극 조절 외에는 기

타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극을 조절하지 않아 연구결

과를 해석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또한 주간 수면 중 빛 노출 

조건에서 빛의 강도가 낮아서 암실수면과 비교해서 수면지

표에 차이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고, 주간 수면이 끝나자마자 

5분 이내에 PVT를 시행하여 각성도나 집중도가 좋지 않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실제 근무를 하는 간호사

를 대상으로 하였고 주간 수면을 보다 객관적인 수면다원검

사로 평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 충분한 피험자에서 

예비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이는지, 노출 빛 강도를 높였을 

경우 수면지표가 차이가 있는지, 동시에 일주기리듬을 평가

하는 바이오마커가 추가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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