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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3교대 근무를 하는 병원 간호사의 직무요구와 직무자

원을 조사하여 간호사의 건강 및 안녕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간

호사들의 업무 특성에 따른 관리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적절한 간호

사 직무요구의 설정을 위한 정책과 방안을 제안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연구로 국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2개

의 상급종합병원에서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하였

다. 연구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각 4개 간호단위(내과병

동, 외과병동, 중환자실,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17명의 자

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수집은 2017년 1월 3일부터 3

월 15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설문지와 스마트 밴드를 

통해 조사하였다. 간호사들은 낮번, 초번, 밤번 근무에 대해 각 1회

씩, 총 3회의 근무를 하면서 조사에 참여를 하였고 스마트 밴드를 

통해 교대근무별 보행수, 보행거리, 근무시간을 측정하였다. 설문조

사는 스마트 밴드를 착용하기 전 1회 근무시작 전 설문조사를 시행

하였고 조사에 참여하는 낮번, 초번, 밤번 근무 후에 각 1회 씩 설

문조사를 시행하여 총 4회에 걸쳐 시행되었다. 간호사가 지각하는 

전반적인 직무요구, 직무자원, 건강과 안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2013년에 번안된 한국어판 코펜하겐 사회심리적 업무환경 측정도

구가 사용되었고, 전반적인 수면의 질은 2012년에 번안된 한국어판 

피츠버그 수면의 질 평가 도구가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사들의 3교대 평균 근무시간은 9.4(±0.7)시간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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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밤번 근무가 10.1(±1.0)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보행수는 3교대 

평균이 9,360(±3,545)보였으며 낮번이 9,784(±3,716)보로 가장 

많았다. 보행거리는 3교대 평균이 5,786(±2,197)m였고 초번이 

6,065(±2,726)m로 가장 많았다. 간호사들의 3교대 평균 보행수와 

보행거리는 응급실, 중환자실, 외과병동, 내과병동의 순으로 많았고 

나이가 적을수록, 병동경력이 적을수록 보행수가 많았다.

둘째, 간호사들이 지각하는 전반적인 직무요구는 업무속도, 감정

은폐의 요구, 인지적 요구, 감정적 요구, 양적 요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업무속도는 응급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나머지 요

구들은 응급실과 중환자실과 같은 특수병동 보다는 내�과병동과 같

은 일반병동에서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간호사의 직무자원은 동료의 사회적 지지가 상급자의 사회

적 지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상급자의 사회적 지지는 나이가 

적을수록, 병동경력이 적을수록 높았다. 

넷째, 간호사들의 교대근무별 건강 및 안녕을 조사한 결과, 근무 

중 식사 비율이 낮번 67.5%, 초번 54.7%, 밤번 59.8%였으며 실제

로 식사를 했을 경우에 활용된 시간은 낮번 15.9(±7.7)분, 초번 

17.5(±5.0)분, 밤번 27.6(±13.9)분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들이 근

무 중 휴식에 활용하는 시간은 낮번과 초번에서 8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들의 주관적인 수면의 질은 밤번, 낮번, 초번의 순

으로 좋지 않았으며 낮번 근무 후 바로 다음날에 낮번 근무를 하는 

경우 수면시간이 가장 짧았다. 간호사들의 소진, 스트레스, 우울증

상, 수면장애는 일반병동이 특수병동에 비해 높았으며 수면의 질도 

일반병동들이 특수병동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들의 전

반적인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양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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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많고 업무속도가 빠를수록 소진이 높아지고 동료의 사회적 지

지가 높을수록 소진은 낮아졌다. 스트레스는 감정적 요구가 높을수

록 함께 높아졌으며, 우울증상은 감정적 요구가 높을수록 그리고 병

동경력이 짧을수록 높아졌다. 수면장애는 감정적 요구가 높을수록 

함께 높아졌다. 주관적 수면의 질은 감정적 요구가 높을수록 낮아지

고 동료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높아졌다.

다섯째, 간호사의 직무요구(감정적 요구)-직무자원(동료의 사회

적 지지, 상급자의 사회적 지지)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분

석한 결과, 동료의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경우 모든 건강과 안녕의 결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급자의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경우에는 소진, 스트레스, 수면장애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병원 간호사의 직무요구와 건강 및 안녕을 전반적인 

지각으로, 그리고 교대근무별로 측정을 하여 서로의 관계를 분석하

고 그 영향력을 비교,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스마

트 밴드를 이용하여 보행수, 보행거리를 측정하여 간호사의 근무 중 

신체활동을 조사하였다. 보행수, 보행거리와 같은 신체활동이 많이 

요구되는 간호단위와 양적 요구, 감정적 요구가 많이 요구되는 간호

단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간호단위의 업무 특성에 따른 관리 프

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간호사의 식사, 휴식, 수면

은 교대근무에 따라, 그리고 근무지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이를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간호사, 건강, 병원, 안녕, 직무요구, 직무자원

학  번 : 2013-2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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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환경은 매우 복잡하면서도 다양한 측

면의 능력을 요구하며 수많은 스트레스 유발 요인을 가지고 있다. 

병원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환자의 침상과 간호사실을 오가면서 발생되는 신체적 측면에서의 

요구가 있고 업무 중 다양한 인간관계로 인해 발생되는 정신사회적 

측면에서의 요구가 있다. 또한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 직무요구도 있

다. 교대근무 일정에 따라 환자의 입원, 퇴원, 전원 등의 환자 이동

에서 차이가 발생되며, 병원의 내·외부 상황에 따라, 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환자의 이동이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정성

의 특성도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간호사의 업무량과 업무 부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과도한 업무량, 

치료과정의 불확실성, 부적절한 준비, 대인관계 갈등 등이 간호사들

의 주요 스트레스 관련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Healy & McKay, 

2000; Tyler & Cushway, 1995). 

선행 연구를 통해 업무량과 업무강도가 간호사들의 소진과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ogaert, Clarke, 

Willems, & Mondelaers, 2013). 또한 간호사의 업무 상 긴장이 

병으로 인한 결근의 기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Schaufeli, Bakker, & Van Rhenen, 2009), 직무에서의 요구가 

신입 간호사의 소진을 높이며,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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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나(Laschinger, Grau, Finegan, & Wilk, 2012) 직무

요구가 직무성과뿐만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간호사의 직무요구 또는 업무량이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는데 있

어 적절한지를 측정하기 위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간호사 대 환

자의 비, 간호인력 기술 혼합(skill mix)(Aiken, Clarke, & 

Sloane, 2002), 환자 일당 간호시간(Duffield et al., 2011; 

Needleman, Buerhaus, Mattke, Stewart, & Zelevinsky, 2002) 

등의 간호인력 확보수준과 관련된 지표들을 이용하여 환자의 치료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간호사 대 

환자 비가 높을수록 환자의 치료 결과에 부정적 영향이 있고 간호

사의 소진과 직무 불만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어(Aiken, 

Clarke, Sloane, Sochalski, & Silber, 2002) 간호사 인력이 많아

질수록 간호업무성과가 높아지고 간호사의 건강과 안녕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간호사 인

력이 적절하였을 때 또는 간호사의 업무량이 적절하였을 때에는 간

호의 질이 향상되고 간호사의 건강과 안녕이 증진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러나 간호사 인력의 배치수준은 간호사의 구체적인 직무요

구를 직접 반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간호사의 직무요구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서의 업무량의 많고 적음의 예측 변수로 활용되

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에게는 조직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직

무자원들이 존재한다. 조직적 측면에서는 교육 또는 발전의 기회, 

적절한 보상, 자율성, 업무통제, 직업의 안정성 등이 있고 사회적 측

면에서는 상사의 리더십, 사회적 지지, 협력 등이 있다(Schaufel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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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is, 2014). 이러한 직무자원들은 직무만족과 업무성과를 높이고

(Lu, While, & Barriball, 2005) 직무요구들로 인한 소진을 경감시

키는 작용을 한다(Schaufeli & Taris, 2014). 간호사들을 대상으

로 한 연구들에서는 특히 리더십, 상사의 사회적 지지와 같이 상급 

간호사와 관련된 직무자원들을 다룬 연구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Yom, 2013; 이소영, 2007), 이는 상하관계가 다소 뚜렷한 간호조

직문화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급자의 영향력을 중요하게 다루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Yom (2013)의 연구결과에서 간호사들의 업

무량이 많을수록 그리고 상사의 지원이 낮을수록, 정서적 고갈과 비

인간화가 높아지고 자아성취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직무요구-

직무자원 모형 연구에 따르면, 직무에 대한 열의가 낮아지는 것은 

직무자원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일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개인은 직무자원 보다는 직무요구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

이기 때문에(Demerouti, Bakker, Nachreiner, & Schaufeli, 

2001) 적절한 직무요구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직무요구가 낮을 때 또는 높을 때에 따라 직무자원의 높

고 낮음의 역할과 효과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분석과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에서는 간호관리료 등급제의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들의 간호

인력이 증가하면서 간호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

듯 간호인력을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신입 

간호사들의 취업 3년 이내 이직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Cho, 

Lee, Mark, & Yun, 2012) 간호인력 관리와 관련하여 새로운 접근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외적으로 여러 연구들을 통해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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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업무량이 높다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되었다(Cho, Park, Jeon, 

Chang, & Hong, 2014; Healy & McKay, 2000). 최근 발표된 경

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간호인력 수는 인구 

천명당 5.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가입 국가들 중 최저 수

준인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5). 한국보다 높은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간호사들이 많은 업무량으로 스트레스

를 받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간호인력의 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문

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 

대 환자의 비를 계산하여 간호인력을 충원하는 현재까지의 방법에

서 더 나아가, 간호사의 직무요구와 업무 특성에 면밀하게 초점을 

맞춘 분석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어 3교대 근무

와 실제 신체활동량과 같은 신체적 요구, 그리고 간호사들의 감정노

동 등과 같이 간호사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구들

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단순히 간호사의 수를 채우는 

것이 간호의 질을 높이고 간호사의 직무요구를 낮추지 못하기 때문

이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한국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근무 

중 일 평균 휴게시간은 29.7분, 월 평균 결식 횟수는 5.9회로 간호

사의 근무여건은 여전히 다른 직종에 비해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종선, 정헌주, 고형면과 김호진, 2016). 환자의 건강을 

위해 일을 하는 간호사들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휴식과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간호사는 환

자, 보호자와 가장 많이 접촉을 하며 병원 내 다른 보건의료 직종과

도 의사소통을 하는 접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간호사의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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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건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의 건강 

및 안녕과 관련된 요인과 결과에 대한 보다 더 깊이 있고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간호사 건강의 중요성을 밝히고 간호사의 건강을 지

키기 위한 방안과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직무요구-직무자원 모형(the Job Demands-Resources 

model)을 기반으로 한 연구들을 통해 직무요구가 소진을 통해 건강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직무자원은 근로자의 열의를 통해 동기

가 유발되고 긍정적인 직무성과와 연결이 된다는 모형의 적합성이 

확인되었다(Laschinger et al., 2012; Schaufeli & Bakker, 

2004). 신체적 업무량, 시간적 압박, 업무 환경, 교대근무 등과 같

은 직무요구들이 높을 때 소진이 높아지고, 보상, 피드백, 참여, 직

업 안정성, 상급자의 지지와 같은 직무자원들이 낮을 때는 열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akker & Demerouti, 2007). 간호사들

의 직무요구 중에서는 업무량이 많을 때 소진이 높아지고 직무만족

은 낮아졌다(Yom, 2013). 또한 신입간호사들의 경우 업무량, 직장

에서의 괴롭힘과 같은 직무요구가 소진을 높이고 부정적인 정신 건

강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aschinger, Grau, Finegan, & 

Wilk,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사의 업무량, 신체적 요구, 지각하고 있는 

요구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간호사들의 직무요구를 측정하

고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직무요구들이 간호사의 건강과 

안녕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자원의 효과를 밝힘으로써 간호사들의 

업무 특성에 따른 관리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적절한 간호사 

직무요구의 설정을 위한 정책과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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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의 직무요구, 직무자

원과 간호사의 건강 및 안녕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의 교대근무별 직무요구와 지각된 전반적인 직무요구     

   를 측정하여 파악하고, 직무요구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2) 간호사의 직무자원(동료의 사회적 지지, 상급자의 사회적지지)   

   을 파악한다.

3) 간호사의 교대근무별 건강 및 안녕과 전반적인 건강 및 안녕을  

   파악하고 분석한다.

4)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요구와 직무자원, 건강 및 안  

   녕의 차이를 파악한다.

5) 간호사의 지각된 전반적인 직무요구, 직무자원과 전반적인 건강  

   및 안녕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6) 간호사의 교대근무별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교대근무별  

   직무요구를 분석한다.

7) 간호사의 전반적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지각된 전반적인  

   직무요구를 분석한다.

8) 간호사의 직무요구와 건강 및 안녕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자원의 효과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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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직무요구

직무요구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신체적, 사회적 또는 조직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노력을 의미한다

(Demerouti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교대근무별 직

무요구(근무조별 담당 환자 수, 상태 변화가 있었던 담당 환자수, 

근무시간, 근무시간 동안의 보행수, 보행거리)와 지각된 전반적인 

직무요구(양적 요구, 업무속도, 인지적 요구, 감정적 요구, 감정은폐

의 요구)를 포함한다.

2) 직무자원

직무자원이란 직무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또는 조직적 측면에

서 기능적으로 목표를 성취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비용과 연관된 

직무요구를 감소시키거나 또는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Demerouti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내적 측면(개인의 성향, 행동유형 등)보다는 외적 측면(조

직, 사회)에서의 직무자원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동료의 사회적 지

지와 상급자의 사회적 지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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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과 안녕

건강은 단순히 질병에 걸리지 않았거나 허약이 없는 상태뿐만 아

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온전히 안녕한 상태라고 세계보건

기구에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WHO, 1989). 본 연구에서는 간호

사의 건강과 안녕을 측정하기 위해 소진, 스트레스, 우울증상, 수면

(장애/질)과 같은 전반적인 건강과 교대근무별 식사, 휴식, 수면(양/

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식사여부와 식사시간, 휴식시간, 화장실 이

용 등은 간호사가 근무시간 동안 건강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활동

으로, 건강과 안녕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김왕배와 김종우, 2012)

이며 기초적인 건강보호행위(health-protecting behavior)를 의미

한다(Walker, Sechrist, & Pender, 1987).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간호사의 직무요구

1) 직무요구의 개념과 측정

직무요구는 과도한 업무량, 대인관계 갈등, 직업 불안정성과 같이 

신체적, 정신적 노력을 요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직무

요구가 높을 때는 직무에서의 목표를 성취하면서도 직무성과가 낮

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이 투입되게 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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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결국 피로와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Schaufeli & Taris, 

2014). 다양한 연구들에서도 직무요구의 개념이 다루어져 왔으며 

대부분 직무 중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서 각 연구들에서

의 초점에 따라 개념과 측정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Karasek Jr (1979)는 직무요구를 업무량, 기대하지 않은 업무

로 인한 스트레스, 직무와 관련된 개인적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의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Pejtersen 등

(2010)이 개발한 도구에서는 업무에서의 요구(demands at work)

를 양적 요구, 업무속도, 인지적 요구, 감정적 요구로 좀 더 포괄적

인 개념으로서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 외의 연구들에서는 직무요구

를 양적, 질적 요구로 나타내거나(Schaufeli & Bakker, 2004), 정

신적, 감정적, 신체적 요구로 나누었으며(Bakker & Demerouti, 

2007), 신체적 업무량, 시간적 압박, 물리적 환경, 교대근무 등으로 

업무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측정을 한 연구도 볼 수 

있었다(Demerouti et al., 2001). 또한 Crawford 등(2010)은 직

무요구 중 업무량, 시간적 압박, 책임 등과 같이 개인적 성장과 발

전, 성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은 “도전의 요구”로, 역할갈

등, 역할모호, 형식과 절차 등과 같이 개인의 성장이나 학습에 방해

가 되는 요인들은 “장애의 요구”로 구분을 짓고 각각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직무요구를 단순히 스트레스를 유발시키

는 부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진다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간호사의 직무요구와 관련된 국내연구에서는 직무요구를 업무량

으로 정의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Yom, 2013), 이는 간호사의 직

무관련 스트레스 요인 중 업무량 관련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



- 10 -

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Healy & 

McKay, 2000; Tyler & Cushway, 1995). 

2) 간호사 직무요구의 범위와 영향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능력과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업무 중 매우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직종으로 알려져 있다. 즉,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사회

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직무요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신체적

인 요구 중 대표적인 것은 많은 양의 업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

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양한 직종에서 종사하는 직장인들의 사회심

리적 환경이 그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코펜하겐 사회심리적 업무환경 측정도구의 개정판(Pejtersen et 

al., 2010)을 이용한 국내의 연구결과들을 비교해보았을 때, 간호사

의 업무량과 업무속도(Cho et al., 2014)는 사무직에 근무하는 근

로자(전경자와 최은숙, 2013)에 비해 모두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국외 연

구의 결과와 비교해서도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ejtersen et al., 2010). 간호사들의 근무 중 보행수와 보행거리

를 측정하여 간호사의 업무량과 신체활동을 확인한 연구에서는 간

호사들이 12시간 근무하는 동안의 보행수가 다소 활동적인 건강한 

성인 남녀의 1일 보행수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근무시간 동안 이라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의 보행수만을 측정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간호사들의 1일 보행수는 동일한 연

령과 비교하여 상당히 활동량이 많을 것을 알 수 있었다(Wel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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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ker, Adam, & Zone-Smith, 2006). 이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동선 또한 업무량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였으며 연구 결과, 

낮번 근무와 밤번 근무 간 그리고 담당하는 환자의 수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Welton et al., 2006).

교대근무는 간호사의 중요한 직무요구 중의 하나이며 신체적, 사

회적 측면에서의 요구라고 할 수 있다. 간호사는 24시간 환자를 돌

보아야 한다는 업무의 특성 상 교대근무가 불가피한 대표적인 직종

이다. 예외적으로 행정적 업무를 하는 간호사, 외래 업무만을 전담

하는 간호사, 또는 특수 업무나 전문화된 업무를 하는 간호사의 경

우에는 상근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2교대 또는 3교

대 근무를 하고 있다. 간호사들의 이러한 근무일정은 중앙, 즉 간호

부에서 모두 일정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방법과 각 부서별로 일정을 

계획하는 방법, 또는 간호사 개인이 스스로 계획하는 세 가지 방법

이 있으며(Marriner-Tomey, 2000) 한국의 경우에는 주로 각 부

서의 관리자에 의해 계획되고 관리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 

병원 간호사들의 근무 형태는 8시간 5일 근무제, 12시간 또는 10

시간 근무제 등의 순환근무(rotating work shift) 형태, 그리고 고

정근무(permanent shift)로 주간, 오후, 야간 등의 업무 시간을 변

함없이 고정적으로 시행하는 형태, 또는 반복적으로 같은 일정이 순

환되는 근무(block or cyclical schedule) 형태 등이 있고 탄력적

으로 시간제 근무를 하거나 주말 동안 12시간 근무를 2일간 시행하

는 형태도 있다(Marriner-Tomey, 2000). 한국의 경우, 대형병원

들에서는 주로 8시간 5일 근무제로 순환근무를 시행하고 있고 수술

실, 마취과 회복실, 인공신장실 등의 경우에는 교대근무를 하지 않

는 대신, 당직근무를 교대로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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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근무형태에 비해서는 한국 간호사들의 근무형태가 다양하지 

않고 간호사의 선택권이 없이 관리자에 의해 정해진 근무에 따라 

교대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계속적

으로 바뀌는 업무 일정에 따라야 하며 그 일정의 변화에 따라 생활 

주기 또한 계속적으로 바뀌고 적응해나가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와 

관련된 가장 큰 어려움은 근무 일정에 따라 수면 시간이 달라지며 

따라서 수면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국 일상생활에

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선행 연구를 통해 교대근

무를 하는 많은 수의 간호사들이 졸음 운전을 경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Scott et al., 2007) 2~3일 밤번 근무를 하는 간호사의 밤

번 근무 기간 중 수면의 질이 상당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수진과 구미옥, 2013). 또한 간호사들의 이직 결정에 불규칙한 

근무시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강명자와 이해

정, 2003)와 교대근무 간호사의 스트레스가 비 교대근무 간호사 보

다 매우 높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간호사들이 교대근무에 대해 느

끼는 부담을 확인할 수 있었다(강형곤 등, 2005).

간호사는 업무 중에 동료 간호사들뿐만 아니라, 의사, 환자, 보호

자, 그 외 보건의료관련 직종들과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해야 하며 

다양한 대인관계를 통한 감정적 요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인

관계가 다양한 만큼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감정노동

의 강도 또한 높을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실제로 간호사들은 업

무 중 여러 이해 갈등에 노출이 되며(김증임 등, 2015) 이러한 갈

등들이 근무지에서 다양한 가해자를 통한 폭력의 경험으로 이어진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ark, Cho, & Hong, 2015). 최근 보

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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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업무 상 경험하는 폭력 중 41%가 폭언, 5.5%

는 폭행, 1.1%가 성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이종

선 등, 2016), 국내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Park et al., 

2015)에서 간호사들이 업무 중 환자, 보호자, 의사, 동료 간호사 등

으로부터 경험하는 폭력이 폭언 63.8%, 폭행 22.3%, 성희롱 

19.7%로 나타나 전체 보건의료 종사자와 비교해서도 더 많은 폭력 

위험에 노출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동료 간호사로부터 경험하

는 언어폭력 또는 괴롭힘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직의도를 높이며(Johnson & Rea, 2009; Weaver, 2013) 간호

사의 업무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Berry, 

Gillespie, Gates, & Schafer, 2012; Johnson, 2009), 이는 간호

사 직무에서의 요구들이 과도해질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로 보

인다. 이종선 등(2016)은 보건의료노동자들이 감정노동 수행이 높

은 편이며, 특히 여성-간호사-특수목적공공병원-정규직의 경우 더

욱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코펜하겐 사회심리적 업무환경 측정도

구를 통해 측정된 간호사들의 업무환경에서의 감정적 요구 또한 사

무직과 그 외 직종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o et al., 

2014; Pejtersen et al., 2010; 전경자와 최은숙, 2013).

간호사의 업무적 특성 중에서 업무환경이 역동적이고 복잡하며 

예측하기 어렵다는 불확실성의 특성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간호사의 직무요구이다. 우선, ‘환자의 상태변화’라는 특성 때문

에 간호사의 업무량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환자의 요구에 따라서

도 끝없이 변화한다. 최근에는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과 여성이 대다

수라는 집단의 특성 상, 출산 및 분만 관련 휴가 등으로 인한 간호

사 인력의 변화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환경의 불안정적인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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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bulence)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간호사 업무 환경의 불안정

성이 간호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Salyer, 1995)에서

는 환경 불안정성이 내부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기술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환경 불안정성과 인지된 

환경 불확실성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동일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자의 가설과는 달리, 환경 불안정성은 인지된 환경 불

확실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인지된 환경 불확실성은 오히려 전

문적 기술 수행과 간호과정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로 일어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과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불확실성에는 차이가 있으며 결과에도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간호사들의 직무요구와 관련된 연구들을 종합해봤을 때, 대부분

의 연구들이 간호사의 직무요구에 대해 주로 간호사들이 주관적으

로 인지하는 정도로 측정을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신체적 직무요구

를 보수계(pedometer)를 이용하여 보행수, 보행거리로 측정한 연

구(Welton et al., 2006)에서는 객관적 측정값을 통하여 간호사의 

신체적 활동량을 보여주었고, 나머지 연구들(Cho et al., 2014; 

Laschinger et al., 2012; Salyer, 1995; 정근자와 서순림, 2013)

에서는 업무 중 신체적 활동량 또는 업무량, 업무속도, 감정적 요구 

등을 간호사의 주관적 인지 정도로 측정하였다. 

2. 간호사 직무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제도와 정책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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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병원에서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역할은 

계속적으로 변화해왔고 최근 10~20년 동안은 더 많은 변화가 있었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또는 국가

의 정책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간호사의 전문성

을 높이기 위해 시작된 전문간호사 제도는 처음 미국에서 도입되어 

2000년에 한국에서 법제화되었다(김미원, 2006). 임상 영역에서의 

전문간호사 외에도 보험심사 간호사, 감염관리 간호사, 의료의 질 

관리 간호사 등 행정 영역에도 간호사들의 역할이 많이 확대되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환자 안전과 높은 의료의 질에 대한 세계적 관

심과 환자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간호사들의 역할 또

한 크게 확대가 되었다. 

우선 2004년 이후 의료기관평가 제도가 시행되면서 병원 의료 

서비스의 질 관리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이 투입되었는데 그것이 의

료기관평가인증제로 이어지면서 간호사들이 수행하는 간호와 관련

된 평가 기준들과 규정들이 확대되고 세분화되어 그와 관련된 업무

량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의료기관의 평가 또는 인증을 준비하

는 과정에서 간호사들은 업무가 더욱 과부하 되는 것에 대한 어려

움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나(노연희, 장선영과 왕미숙, 2016; 이명선 

등, 2011) 평가 기준에 맞추기 위해 시설이 향상되고 인력이 충원

되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하였다(이명선 등, 

2011). 

한국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에 병원 내 감염관리를 위한 간

호사 역할의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2016년 9월부터 감염관리 간호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이 마련되었고(보건복지부, 2016), 

2016년 7월부터는 환자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간호 전문 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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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이와 같이 병원에서의 간호사 

역할이 변화하고 확대되는 것은 사회적 필요와 요구에 따른 국가 

정책 변화로 발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시작한 간호·간병 통합서비

스 제도는 간호사의 역할과 인력배치 수준, 인력 구성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현재까지의 일반적인 종합병원과 차별화되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의 직무요구에 매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으로 판단된다. 병원 간호사의 업무가 전문화, 세분화되면서 위임되

어 왔던 기본간호, 전인간호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간호사의 직무요

구가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2) 간호인력 배치수준 요인

간호인력 배치수준은 간호사의 업무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한국의 경우 의료법에서 제시하는 간호사의 정원 기준에 

따르고 있고 건강보험에서 제시하는 간호사 배치기준에 따른 간호

관리료 차등제를 실시하고 있다(유선주, 2013). 간호관리료 차등제

를 실시하고 있는 병원들의 간호등급별 간호 업무의 특성과 업무량, 

업무 내용 등에 대해 비교 분석한 연구들은 많지 않았는데 이는 다

양한 등급의 병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간호사들의 업무와 성과, 그리

고 환자 결과 등의 자료를 취득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

다. 실제로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하여 간호등급별 입원환자의 

건강 결과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등급별 평균 입원일수에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과 30일 이내 사망률에

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조수진, 이한주, 오주연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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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 2011) 이러한 분석은 환자의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간호

사의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간호

단위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업무성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는 간호사 1인당 가동 병상수가 적을수록 간호업무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고유경과 김병진, 2008), 간호등급별 간호사의 직

무만족도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등급이 높은 곳에 근무하는 간호사

의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김종경과 박성애, 2003).   

이와 같이 간호인력 배치수준의 결과를 분석한 국내의 선행연구

들에서는 간호사의 직무에서의 요구를 간호인력 배치수준에 따라 

비교하거나 상세하게 분석한 연구들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간호인력 

배치수준 자체를 직무요구를 예측할 수 있는 변수로서 활용하는 것

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간호등급이 높고 간호인력 배치수준이 높

은 병원의 경우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사

의 업무량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을 하는 것이다(김종경과 박

성애, 2003). 그러나 간호인력 배치수준의 효과를 분석한 국외의 

연구들에서는 간호인력 배치수준과 간호사의 업무량을 구분하여 분

석에 활용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간호사의 업무량을 평균재원일수

로 측정하거나(Needleman et al., 2011), 환자의 직접 간호에 투

입된 시간(Needleman, Buerhaus, Mattke, Stewart, & 

Zelevinsky, 2002), 환자의 일당 간호시간(Duffield et al., 2011) 

등을 활용하여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하고자 하였고 간호사

(registered nurse)와 간호 보조인력(nursing assistant)의 투입 

시간을 따로 구분하여 분석하기도 하였다(Needleman et al., 

2002).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대부분 간호사 인

력이 적을수록 간호사 1인당 환자에게 투입하여야 하는 시간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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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면서 환자의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Duffield et al., 2011; Needleman et al., 2002) 간호사 인력의 

수와 간호사의 직무요구는 일반적으로 역의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간호인력 배치수준이 많아질 때 반드시 직무요구

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간호사의 직무요구와 직무환경, 그리고 

간호인력 배치수준에서 실제 간호사의 수는 얼마인지, 그리고 근무

조별 담당 환자 수는 얼마인지 등을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한 연구들

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의료기관과 간호단위 특성 요인

간호관리료 차등제 도입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간호사 확

보 수준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간호관

리료 등급이 가장 크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병원에서

의 등급 향상은 매우 적은 것을 확인하였다(조성현, 전경자, 김윤미

와 박보현, 2008).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의료기관 병상가동률

에 따른 간호관리료 등급 향상의 이익 차이와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평판의 민감성 차이를 들었다(조성

현 등, 2008). 즉,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 정책이 병원과 간호사, 간

호사의 직무요구에 미치는 영향이 의료기관의 규모와 소재지에 따

라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방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근무하

는 간호사들에 비해 이직할 가능성이 높으며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Cho et al., 2012). 국가적 차원

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간호관리료 등급제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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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방 중소병원들에게는 충분한 인센티브로

서 작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조성현 등, 

2008).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해도 지방 중소병원들이 간호

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며 간호사 인력을 충

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지방 중소병원들의 간호사들은 업무량이 더

욱 과중되면서 또 다시 이직을 하게 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될 가

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병원의 규모, 소재지, 운영의 특

성, 병원 복지 등 병원의 특성에 따라 간호사의 직무요구가 달라질 

수 있다(김명애, 박광옥, 유선주, 김문진과 김을순, 2009). 

간호사가 근무하는 간호단위의 특성 또한 간호사의 직무요구에 

매우 크게 작용을 한다. 우선 간호단위 환자의 수, 환자 특성, 환자 

중증도에 따라 환자의 요구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간호사의 직무

요구에도 차이가 발생한다(Duffield et al., 2011). 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의 평균재원일수 또한 짧으면 짧을수록 간호사의 직무요

구가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Cho et al., 2014). 

병동 환자의 특성 이외에도 상사의 리더십 또는 조직문화와 같은 

근무지의 사회적 측면이 간호사의 직무성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힌 연구들도 있었다(서양엽과 주현옥, 2011; 이소영, 2007). 이

러한 사회적 측면에서의 근무지 요건들은 직무요구-직무자원 모형

에서 보상, 참여, 사회적 지지 등과 같은 직무자원에 해당되는 요인

들로(Demerouti et al., 2001) 진료과 또는 환자의 특성과는 별개

로 간호단위에서의 상급자의 리더십, 인간관계 등과 더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직무요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

인보다는 간호단위에서의 직무요구와 직무성과의 관계에서 직무자

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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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호사 특성 요인

간호사의 직무요구는 간호사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병원에 따라 팀 간호 또는 기능적 간호 등의 간호전달체계

를 시행함에 따라 역할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간

호사들의 경력과 역량에 따라 역할과 직무요구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간호업무량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직위별 간호활동과 간호시간을 측정하였는데, 

책임간호사의 경우 간접간호활동 시간이 직접간호활동 시간에 비해 

많았고 일반간호사의 직접간호활동 시간은 간접간호활동 시간에 비

해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은경, 2000). 또한 일반간

호사의 직접간호활동 시간이 책임간호사에 비해 1.5배 긴 것으로 

나타나 간호사의 직위에 따라 간호단위 내에서의 간호활동에 차이

가 있다는 것은 확인하였으나 직위 또는 경력 별로 구체적인 직무

요구를 분류하지는 않았다(전은경, 2000). 

간호사 개인의 역량과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주로 직무만족과 간

호업무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어서 개인적 역량에 따른 직무

요구의 차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서이아, 박경민과 이병숙, 

2003; 하나선과 최정, 2010). 하나선 등(2010)은 간호사의 간호역

량과 직무만족, 간호업무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간호역량과 

간호업무성과는 전체 임상경력이 많을수록, 그리고 현재 간호단위에

서의 경력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만족도 대체로 함

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간호사의 의사소통 유형과 직무

만족, 간호업무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전체 임상 경력

과 현 간호단위의 경력이 많을수록 직무만족과 간호업무성과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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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는 결과를 보였고 경력에 따라 의사소통 유형에도 차이를 보였

다(서이아 등, 2003).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는 간호사의 경력과 역

량에 따라 직무요구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분석하지

는 않았지만, 간호사의 경력이 많을수록 역량이 함께 높아지고 그에 

따른 역할에 차이가 나타나면서 간호업무성과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경력에 따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잦은 접촉과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대상이 달라지면서 의사소통 유

형에 차이가 나타났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간호사 개

인의 역량에 따라 업무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느끼는 부담감이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역량이 낮을수록 자신의 역량에 비해 직무요

구가 높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간호사

의 직무요구는 객관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주

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에 따라 영향을 받고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간호사의 양적 요구 

즉, 업무량에 대하여 환자 수, 환자중증도, 평균재원일수와 같이 환

자를 기준으로 한 평가를 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ho et al., 2014; Duffield et al., 2011). 따라서 앞으로는 간호

사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직무요구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 기준들

이 개발되고 그와 관련된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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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사의 직무자원

1) 직무자원의 개념과 측정

직무요구-직무자원 모형(the Job Demands-Resources 

model)을 개발한 Demerouti 등(2001)은 직무자원을 직무의 신체

적, 정신적, 사회적 또는 조직적 측면에서 (1) 기능적으로 목표를 

성취하거나, (2) 신체적, 정신적 비용과 연관된 직무요구를 감소시

키거나 또는 (3)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것들

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직무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직무자원

이 부족한 경우 동기 또는 열의가 감소하는 자기 보호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며, 대신 직무요구로 인한 소진의 부정적 효과를 경감시키

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Schaufeli & Taris, 2014). 직무요구-직무

자원 모형이 처음 개발되었을 때는 피드백, 보상, 업무통제, 참여, 

직업 안정성, 상급자의 지지가 직무자원으로 측정되고 의미 있는 결

과를 나타냈다(Demerouti et al., 2001).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사

회적 지지, 자율성,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Schaufeli et al., 

2009), 동료의 사회적 지지, 상급자의 지도(Schaufeli & Bakker, 

2004)로 직무자원을 측정하였다. 그 외에도 리더십, 정보, 의사결정 

참여, 안전 문화, 팀 결속성 등 굉장히 다양한 직무자원이 존재하며 

연구들에서 활용되고 있다(Schaufeli & Taris, 2014). 직무에서 

존재하는 자원들은 조직적, 사회적 측면 즉, 외적 측면에서 제공되

는 것으로 희망, 긍정성, 내적 동기, 회복력 등과 같은 개인적, 내적 

측면에서의 자원들과는 구분된다(Demerouti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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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aufeli & Taris, 2014). 개인적 자원 또한 직무와 직무성과에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때로 

외생 변수로서 또는 조절 변수로서 작용을 한다(Schaufeli & 

Taris, 2014). 직무요구-직무자원 모형을 이용한 간호사 대상 연

구에서는 업무통제, 지지적, 전문적 업무 환경을 직무자원으로, 심리

적 자본을 개인적 자원으로 동일 수준에서 함께 분석에 포함시킨 

것을 볼 수 있었다(Laschinger et al., 2012).

2) 간호사 직무자원의 범위와 영향

간호사들의 직무성과, 직무만족, 조직몰입, 건강, 소진 등과 관련

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직무에서의 자원들을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병원 간호사들의 경우에는 주로 직무와 관련된 보상, 

사회적 지지, 리더십, 조직문화, 자율성, 직업의 안정성 등이 직무자

원으로 작용하는 것을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간호사

의 직무만족 결정요인을 노동보상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염

영희, 권성복, 이윤영, 권은경과 고종욱, 2009) 병원 간호사가 직무 

상 얻을 수 있는 보상을 과업 보상(직무의 중요성, 업무량, 자율성), 

조직보상(안정성, 승진, 보수), 사회적 보상(동료의 지원)으로 구분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는 직무에 대한 의미를 많이 부여할수

록, 직무 참여가 많을수록, 업무량이 적을수록, 급여가 많을수록, 자

율성이 높을수록, 승진 기회가 많을수록, 직업 안정성이 높을수록, 

동료의 지원이 많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염영희 등, 2009). 직무에서의 보상과 관련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복합적 보상, 금전적 보상, 직무적 보상, 특권적 보상의 순서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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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의 안정과 승진을 가장 중요하

게 생각하며 직무만족의 요인으로는 보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김

순현과 이미애, 2006). 병원의 비정규직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는 비정규직 간호사의 소진이 정규직 간호사에 비해 높은 것

으로 나타나(김원옥, 문숙자와 한상숙, 2010), 특히 고용이 불안정

해진 시대에서 직업의 안정성은 더욱 중요한 직무자원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사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조직 차원에서 받는 

지지와 상사의 지지, 동료의 지지와 같은 개인적 차원의 지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연령이 많을수록, 특수부서에서 근무

하는 간호사일수록 그리고 일반 간호사보다 책임 간호사 이상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김정희, 현미열과 김숙영, 2009; 이안생, 윤치근과 이정미, 2012). 

사회적 지지는 간호 관리자에게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직무만족을 높이고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를 낮

추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광옥, 김종경, 김세영과 장선주, 2012). 

간호사의 직무성과와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상사와의 관계, 상사의 

리더십 등 또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소영

(2007)은 간호사가 인지하는 상사의 리더십과 상사신뢰, 조직몰입

과의 관계를 연구하였고, 이미영 등(2012)은 수간호사의 변혁적 리

더십과 일반간호사의 스트레스, 신체화,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직무요구-직무자원 모형을 이용한 연구들에서도 직무

자원에는 상급자의 지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동료와의 관계 또는 지

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았을 때(Demerouti et al., 

2001; Yom, 2013), 동료보다 높은 수준의 권력과 의사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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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상급자의 사회적 지지가 직무 환경에서는 더욱 효과적

일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료 간호사로부터 언어적 

폭력, 괴롭힘을 당했을 때 이직의도가 높아지는 등 부정적인 업무 

성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들을 통해(Berry et al., 2012; 

Johnson, 2009; Johnson & Rea, 2009; Weaver, 2013), 동료와

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을 때 또는 동료에게서 지지를 받지 못했

을 때 간호사들의 갈등이 매우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상급자의 사회적 지지와 구분하여 하나의 직무자원으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사들의 만족도와 관련된 직무자원을 분석한 문헌들을 체계적

으로 고찰한 국외의 연구에서도 국내의 연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Lu et al., 2005). 이 연구에서는 다양

한 문헌들에서 업무 환경, 상호관계, 업무 자체, 보상, 자기 발전, 승

진, 칭찬과 인정, 통제와 책임, 직업 안정성, 리더십과 조직 규정 등

이 간호사의 직무만족과 관련이 있는 직무자원들로 다루어지고 있

다고 분석하였다.  

4. 간호사의 건강과 안녕

1) 간호사의 건강문제

간호사의 건강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정신건강(윤지영, 함옥경, 조

인숙과 임지영, 2012),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관련된 요인 분석(김

현경, 이태용과 김광환, 2010; 염영희, 2009), 건강증진행위(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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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이경희, 1999; 김정희 등, 2010; 백영주와 김인숙, 2000)와 

같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또한 간호사의 직무 특성과 관련된 

건강문제들에 대한 연구들도 볼 수 있었다(Gershon et al., 2007; 

Jun, 2009; Labyak, Lava, Turek, & Zee, 2002; Skipper, Jung, 

& Coffey, 1990; 서순림과 기도형, 2005).

한국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인지하는 전반적인 건

강상태는 보통 이상의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

는데(김정희 등, 2010; 염영희, 2009) 신규간호사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비교하면 신규간호사들의 지각하는 건강수준이 다소 낮

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지윤, 이미자와 박소영, 2015). 대학병

원의 간호사 74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상 간호사들 중 

20% 이상이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답을 하였고(Cho 

et al., 2014), 또 다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성향이 높은 간호사의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를 나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염영희, 

2009). 

Gershon 등(2007)에 따르면,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간호사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주로 근골격계 장애, 혈액 또는 체액 유출, 소진과 

같은 건강 문제를 겪는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부정적인 건강 

결과들은 조직의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

명하였다. 선행 문헌과 산재보험 청구자료 분석을 통해 한국 간호사

의 직업 관련성 건강문제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요통 및 근골격계 

증상, 폭력, 주사바늘 자상, 라텍스 알러지의 순으로 관련 문헌이 많

은 것으로 나타났고, 산재보상 승인을 받은 건 중 업무상 질병에서

는 결핵, 요통/척추질환이 많았고, 사고성 재해에서는 외상/골절/염

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Jun, 2009). 간호사의 근골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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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중에서도 요통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전경자(2005)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간호사들의 직업성 요통은 다

른 직업군과 비교해서도 심각한 수준이며 한국 간호사들도 일주일

에 3~4회 요통을 경험하는 군이 가장 많고 특수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요통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정근자와 서순림, 

2013). 임상간호사들의 프리젠티즘(presenteeism)을 분석한 연구

에서는 어깨 결림이나 요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위장장애, 

두통, 불면증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권미숙, 최연희와 박금화, 

2011). 한국과 일본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양국 모

두 어깨, 허리, 목의 통증이 가장 많았고 발의 피로 및 부종이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한국은 위장장애, 일본은 우울이나 불안감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이영미와 정문희, 2008). 포르투갈 간호사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도 요통, 호흡기계 감염, 두통, 스트레스, 불안 등

이 높은 순서로 나타나(Martinez & Ferreira, 2012) 간호사들의 

근골격계 관련 건강문제는 전세계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호사들의 교대근무와 관련한 건강과 수면문제를 다룬 연구들을 

볼 수 있었는데, 성미혜 등(2007)의 연구에 따르면 고정근무 간호

사에 비해 교대근무 간호사의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낮으며, 신승화 

등(2014)은 교대근무 간호사의 수면의 질이 교대근무를 하는 다른 

직종의 근로자와 비교해서도 매우 낮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많은 접촉을 하는 의료인이라고 할 수 있

으며 다양한 보건의료 직종과도 의사소통을 한다. 접촉이 많은 만큼 

여러 대인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며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을 

것이다. 이렇듯 간호사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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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간호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또한 큰 영향력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산재보상 승인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한 간호사들의 업무상 질병 

중 전염성 질환에는 결핵, 간염, HIV 감염, 수두 등이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는데 결핵의 경우 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Jun, 

2009). 또한, 간호사들이 인지하고 있는 자신의 건강문제를 분석한 

국내외 연구들에서도 감기와 같은 호흡기계 전염성 질환의 유병률

이 40% 이상으로 나타나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전염성 질환을 옮

기는 매개체가 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Martinez & 

Ferreira, 2012). 

간호사들에게는 스트레스, 불면, 우울, 불안과 같은 건강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Martinez & Ferreira, 2012; 권미숙 등, 

2011; 이영미와 정문희, 2008) 다수의 연구들에서 이러한 문제들

은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부족과 피로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Skipper et al., 1990; 소희영, 윤현숙과 조영채, 2008). 교대

근무로 인한 간호사들의 수면부족과 피로의 문제는 간호사들의 건

강을 해치는데 그치지 않고 간호사의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Fitzpatrick, While, & Roberts, 1999) 더 나아가 간호사들이 아

픈 상태로 일을 하게 되면서 환자의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Trinkoff et al., 2011).

2) 간호사의 건강행위

간호사들의 건강증진행위 수행 정도는 다른 집단에 비해 비슷하

거나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김윤정과 이경희, 1999; 백영



- 29 -

주와 김인숙, 2000), 아침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의 측면

에서 수행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김정희 등, 2010). 특히 80% 

이상은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김정희 등, 

2010) 간호사들의 불규칙한 업무 일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윤지영 등(2012)의 연구에서는 교대근무, 비교대근무 간호사 

모두가 규칙적인 식사에서는 낮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김지명 등

(2014)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그 원인에서는 차

이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교대근무 간호사의 경우 규칙적인 

식사가 어려운 이유로 생활이 불규칙해서, 시간이 없고 바빠서 등이 

높게 나타났고 비교대근무 간호사는 시간이 없고 바빠서, 간식이나 

다른 것을 먹었기 때문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김지명과 강복

희, 2014). 이 외에도 다수의 연구들에서 간호사의 식생활, 영양관

련 건강행위의 점수가 동일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신승화와 김

수현, 2014; 최윤정과 성영희, 2013).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간호사의 

과반수이상이 지난 일년 동안 외래 진료를 받았다는 결과가 있었고 

외래 진료를 받은 원인으로는 호흡기계 질환이 대부분이었으며, 소

화기계, 근골격계 질환, 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신과 질환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김정희 등, 2010).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들을 통

해 간호사들이 근골격계 관련 건강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간호사들이 

만성 건강문제나 질환보다는 급성적인 건강문제에 대해서 외래 진

료를 통해 즉각적인 건강행위를 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겠다. 

간호사는 흔히 아프고 약한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직업으로 알

려져 있다. 즉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을 하는 직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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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권으로서의 건강권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음

식, 물, 의료 등의 환경을 확보하는 최소주의적 관점에서 높은 수준

의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최대주의적 관점으로 이동을 하고 있

다(김왕배와 김종우, 2012). 그러나 최근에 발표된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사들의 일 평균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은 

29.7분, 월 평균 결식횟수는 5.9회로 근로기준법 상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직종에 비해서도 상당히 노

동 강도가 높고 근무여건은 열악한 것을 알 수 있었다(이종선 등, 

2016). 실제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들에서도 간호사들

이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휴게시간을 갖는 것은 기대하기도 어렵

고 식사시간이나 화장실을 이용할 시간조차 내기 어렵다는 호소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김증임 등, 2015; 김희정, 2015; 이윤정과 

김귀분, 2008).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일을 하는 간호사들은 

정작 근무지에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누

리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이 간호사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타 직종에 비해 휴가사용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종선 등, 2016) 피로하고 아픈 가운데 계속 일을 하게 됨으로써 

환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Pilette, 

2005). 따라서 앞으로는 간호사의 업무 환경과 건강과의 관계, 그

리고 간호사의 건강과 안녕이 간호업무성과,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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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호사 직무요구와 건강 및 안녕과의 관계

1) 직무요구-직무자원 모형과 건강

직무요구-직무자원 모형(the Job Demands-Resources 

model, JD-R)은 근로자의 소진과 관련된 선행요인을 찾기 위해 

처음 개발되었으며 장기적으로 과도한 직무요구는 근로자를 소모시

킴으로써 소진으로 이어지고, 직무자원의 부족은 소모를 예방하기 

위한 자기보호적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Demerouti et al., 2001). 그 이후에 Schaufeli와 Bakker 

(2004)의 연구에서 근로자의 참여(engagement)라는 개념을 추가

하여 직무요구는 소진으로 연결되어 건강에 부정적 결과(건강장애 

과정)로 이어지며, 높은 직무자원은 동기를 증가시키고 참여를 통하

여 높은 성과(동기부여 과정)를 얻게 하는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수

정된 직무요구-직무자원 모형을 제시하였다(Figure 1). 최근 직무

요구-직무자원 모형은 직무 스트레스 모형 중 대표적인 하나의 모

형으로 인식되어 많은 연구들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들 연구들을 

통해 직무요구로 인한 스트레스가 근로자의 소진을 높이고 부정적 

건강결과와 관계를 나타낸다는 모형의 적합성이 증명되었다.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Demerouti et al., 2001; 

Schaufeli & Bakker, 2004)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

(Laschinger et al., 2012; Yom, 2013)을 통해 직무에서의 요구

와 자원이 부정적, 긍정적 작용을 통해 나타내는 직무 결과들을 설

명하였다. 신입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직무요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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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괴롭힘)가 간호사의 소진을 예측하며 부정적인 정신 건강과 관

련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Laschinger et al., 2012). 그러나 간

호사를 대상으로 직무요구-직무자원 모형을 활용한 연구들이 많지 

않았으며, 특히 본 모형을 활용한 간호사 대상 연구들에서도 간호사

의 직무요구를 주로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업무량으로만 측정

을 하고 있어 간호사의 근무 환경에서의 다양한 직무요구들을 반영

하지는 못하고 있었다(Laschinger et al., 2012; Yom, 2013). 직

무요구-직무자원 모형을 개발한 Demerouti 등(2001)은 직종에 따

라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에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직업의 특성

과 환경에 맞는 다양한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

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할 

때 간호사의 업무 환경과 업무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다양

한 직무요구들을 변수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직무자원-직무자원 모형을 개발할 당시에는 직무요구의 결

과 변수로 소모(exhaustion)와 직무자원의 결과 변수로는 비 참여

(disengagement)를 활용하였고(Demerouti et al., 2001), 또 다

른 연구에서는 소진(burnout)과 참여(engagement)를 세부적인 개

념에 따라 상세하게 분석을 하였다(Schaufeli & Bakker, 2004).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간호사의 소진을 정서적 고갈, 비

인간화, 낮은 자아성취감의 세부 개념에 따라 분석을 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간호사의 업무량이 소진으로 이어져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소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연구라고 할 수 있겠

다(Yom, 2013). 그러나 간호사들의 직무요구가 다양한 것과 같이 

직무요구에 따라 나타나는 건강 결과 또는 스트레스 반응도 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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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에 근무 환경과 업무 특성에 민감한 건강 관련 변수들

을 활용한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1. The revised Job Demands-Resources (JD-R) model          

             (Schaufeli & Taris, 2014)

2) 간호사의 신체적, 정신사회적 직무요구와 건강 및 안녕과의 관계

국내 상급종합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에서는 업무량과 감정적 요구가 많을수록 자신의 건강상태를 낮게 

평가하고 높은 수면장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ho et 

al., 2014), 주당 근무시간이 41시간 이상인 간호사가 그렇지 않은 

간호사에 비해 우울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정희 등., 

2010).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간호업무 활동에 따른 요통

의 정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환자 체위변경 횟수, 환자를 옮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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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환자를 부축하거나 일으키는 횟수, 위생 간호 횟수, 침대시트 

직접 교환 횟수, 근무 중 10kg 이상의 물건 또는 기구 운반 횟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정근자와 서순림, 2013) 

간호사의 신체활동 정도와 강도가 간호사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 간호사의 프리젠티즘에 영향을 미

치는 예측변수로는 건강문제의 수, 연령, 병동에 함께 근무하는 간

호사의 수, 3교대 근무, 월급에 대한 불만족의 순서로 나타났고, 일

본 간호사에는 건강문제의 수, 연령, 시간 외 근무시간, 월급에 대한 

불만족, 3교대 근무의 순으로 예측변수인 것으로 나타나 간호인력 

배치수준과 3교대 근무, 시간 외 근무 등의 직무요구와 월급과 같은 

보상, 즉 직무자원이 간호사의 건강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이영미와 정문희, 2008). 간호사의 소진과 관련된 질적 연구

에서는 간호사들이 식사시간과 화장실 이용 시간도 갖기 어려울 정

도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충분한 훈련기간을 갖지 못한 채 근

무를 하는 것이 업무와 스트레스를 과중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김증임 등, 2015). 직무요구-직무자원 개념을 기반

으로 하여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소진과 열의에 대하여 질

적자료 분석을 한 연구에서는 소진과 관련된 영역과 범주를 설명하

면서 간호사들이 인력부족과 비합리적인 근무 배정,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소진이 되며 충분한 휴식과 식사시간을 갖기 어렵다고 하였

다(김희정, 2015).

간호사의 건강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들이 간호사의 건강과 교대

근무와의 관계를 분석한 것을 볼 수 있었다(Labyak et al., 2002; 

Skipper et al., 1990). 불규칙한 일정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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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심혈관계 질환, 소화기계 장애, 저혈당 및 지

방대사 장애 등 여러 가지 건강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Boivin, 

Tremblay, & James, 2007),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암, 생리

주기 변화와 우울 등의 사회심리적 증상(Labyak et al., 2002)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대근무는 개인의 건강문제뿐

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 사회 참여도 및 활동, 직무성과와 스트레

스에도 영향을 미치며(Skipper et al., 1990), 간호사들의 경우에는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hao, Chou, Yeh, & Tzeng, 

2010). 교대근무가 이러한 여러 가지 영향을 나타내는 것은 결국 

불규칙한 수면과 생활 주기가 개인의 생활과 업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정하지 않은 시간에 수면을 취해야 하며, 

특히 밤에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될 때에는 수면장애, 

피로누적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밤번 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의 

경우에 수면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주관

적으로 느끼는 신체적 졸음과 사고의 위험, 부정적 건강결과가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Åkerstedt & Wright, 2009). 밤번 근무를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한국 간호사들의 경우, 수면장애를 나타내는 

수면시간, 입면시간, 재입면시간이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간호사들

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이정탁, 이경종, 박재범, 이규원과 장규엽, 

2007; 황승식 등, 1998). 그러나, 밤번 근무를 하는 것이 모두 부

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기 보다는, 더 많은 수가 밤번 근무에 비해 

낮번 근무를 선호하기는 하지만(박영우 등, 2013), 밤번 근무의 선

호도에 따라 수면의 질에 차이가 있어 개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밤번 근무 적응도를 높임으로써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김수진과 구미옥,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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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와 하지 않는 간호사의 건강상태를 비교 

분석한 연구에서는 교대근무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비교대자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모두 정신적 영역의 건

강상태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성미혜 등, 2007). 윤지영 

등(2012)의 연구를 통해서도 교대근무 간호사와 비교대근무 간호

사 간에 정신건강 상태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장 연구 방법

1. 연구의 개념적 틀

본 연구의 개념적 틀은 아래 Figure 2에서 제시하고 있다. 개념

적 틀을 바탕으로 간호사의 직무요구, 직무자원과 간호사의 건강 및 

안녕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간호사가 근무하는 병동의 특성과 간

호사 개인의 특성은 통제변수로서 분석에 포함하였다. 직무요구는 

근무조별 담당 환자수, 상태변화가 있었던 담당 환자수, 근무시간, 

근무시간 동안의 보행수, 보행거리와 같은 간호사의 교대근무별 직

무요구(shift-specific demands)와 양적 요구, 업무속도, 감정적 

요구, 인지적 요구, 감정은폐의 요구를 포함하는 지각된 전반적인 

직무요구(general perceived demands)를 포함하고 있다. 간호사

의 교대근무별 건강과 안녕(shift-specific health and 

well-being)은 근무시간 동안의 식사와 휴식, 근무 직후의 수면(양

/질)을 포함하였고 전반적인 건강과 안녕(general healt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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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being)은 소진, 스트레스, 우울증상, 수면(장애/질)을 포함하

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이 된 직무요구-직무자원 모형

(the Job Demands-Resources model)에서는 직무요구가 소진으

로 이어져 건강의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직무자원은 참여로 이

어져 긍정적인 업무 성과를 나타내는 과정을 구조방정식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소진을 건강과 안녕 중 하

나의 요인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소진을 건강과 이어지는 과정으로 

분리하여 분석하기보다는 다양하게 발생될 수 있는 건강과 안녕의 

결과 중의 하나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직무자원은 직무요구가 

발생되는 동일한 근무 환경에서의 자원으로서 간호사의 건강과 안

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무

요구와 직무자원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특히 직무요구에서는 간호사

의 교대근무별 요구, 지각된 전반적인 요구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분

석함으로써 간호사의 구체적인 직무요구와 업무환경의 영향을 함께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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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nceptual framework

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연구로 간호사의 직무요구, 직무자원과 간

호사의 건강 및 안녕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상관관계 연구이다.

3.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의 상급종합병원에서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이다. 연구에 참여한 2개 상급종합병원의 각 4개 간호단위

(내과병동, 외과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총 8개 간호단위에서 근무

하는 간호사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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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과 간호단위 선정

본 연구의 표적모집단은 국내 상급종합병원에서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로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중에서 병원

의 규모와 운영의 특성(민간병원, 교육병원, 팀 간호 등)이 비슷한 

병원 2개를 선정함으로써 병원 간의 변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선정된 2개의 병원에서는 3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간호단

위라고 할 수 있는 내과병동, 외과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각 한 단

위씩을 선정하였다. 

2) 연구 참여 간호사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내과병동, 외과병동, 중환자실, 응급실에서 

3교대 근무하는 간호사를 선정하였다. 간호사의 경력 기간 별로 최대한 동일

한 비율로 선정하고자 하였고 경력 기간은 각 병동의 간호사 경력 분포를 확

인하여 결정하였다(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 또한 개인 스마

트폰을 소지하고 있고 연동되는 어플리케이션 사용이 가능하며, 자료 수집 기

간 동안 낮번, 초번, 밤번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가 가능한 간호사를 선

정하였다. 

개인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자, 근무 시간 동안 스마트 밴드 착

용이 불가능한 자, 환자의 직접 간호를 전담하고 있지 않은 간호사는 연구 참

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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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선정된 병원 1의 총 간호사 수는 내과병동 17명, 외

과병동 21명, 혼합 중환자실 59명, 응급실 48명이었으며, 병원 2의 

총 간호사 수는 내과병동 22명, 외과병동 20명, 외과 중환자실 29

명, 응급실 34명이었다. 병원 1의 내과병동의 경우, 장기 휴가자와 

3교대 근무가 불가능한 간호사를 제외하고 총 13명의 간호사에게 

동의서를 받고 설문을 배포하였다. 그 외 각 간호단위에서는 약 15

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총 123부의 설문을 

배포하여 연구 참여 중도탈락자 6명(동의철회 4명, 스크리닝 탈락 

2명)을 제외하고 최종 117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4. 연구 도구

1) 간호사의 직무요구

간호사의 교대근무별 직무요구인 근무조(낮번, 초번, 밤번)별 담

당 환자수, 상태변화(추가 처방, 환자의 상태 악화 등)가 있는 담당 

환자수는 설문을 통하여 조사하였고 근무시간과 근무시간 동안의 

신체적 활동인 보행수, 보행거리는 조사에 참여하는 낮번, 초번, 밤

번 근무(총 3회, 휴일근무는 제외) 별로 스마트 밴드를 착용하여 측

정하였다. 

간호사가 조사에 참여했던 교대근무 동안의 총 근무시간, 보행수, 

보행거리는 손목에 착용하는 스마트 밴드 중 샤오미 미밴드(Xiomi 

Miband 1S)를 통해 측정하였다(Xiomi, 2017). 조사에 사용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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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밴드는 휴대폰의 어플리케이션과 블루투스(bluetooth)를 통해 

연동이 되는 시스템으로 일정거리 이상 휴대폰과 떨어져도 자동으

로 측정값이 어플리케이션에 기록된다. 휴대폰과의 연동을 위해서는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후에 개인정보 입력을 통해 

로그인을 하여야 한다. 로그인 후에는 스마트 밴드와 개인 휴대폰이 

연결되며 초기에 사용자의 신체사이즈(키, 몸무게 등)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신체활동의 경우 보행수, 보행거리, 소모된 칼로리가 시

간대별로 기록이 되는데 이는 스마트 밴드에 내장되어 있는 가속도 

센서(accelerometer)를 통해 움직인 거리와 보행수의 측정이 가능

하기 때문이다. 본 조사에 사용된 샤오미 미밴드의 경우, 지팡이와 

같은 막대를 들고 걸을 때를 제외하고는 보행수 측정의 정확도가 

85% 이상인 것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Lin et al., 

2015).

간호사가 지각하는 전반적인 직무요구(양적 요구, 업무속도, 감정

적 요구)는 Pejtersen 등(2010)이 개발하고 전경자 등(2013)에 

의해 번안된 한국어판 코펜하겐 사회심리적 업무환경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항상’(5점)에서 ‘전혀/거의 없음’(1점)

까지 5개의 응답범주로 측정되는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사용

하였으며, 전경자 등(2013)의 연구에서의 크론바하 알파 계수

(Cronbach’s α)는 양적 요구 0.80, 업무속도 0.75, 감정적 요구 

0.71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크론바하 알파 계수(Cronbach’s α)는 

양적 요구 0.76, 업무속도 0.78, 감정적 요구 0.70이었다.

간호사가 지각하는 전반적인 직무요구 중에서 인지적 요구와 감

정은폐의 요구는 Pejtersen 등(2010)이 개발한 코펜하겐 사회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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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업무환경 측정도구 II의 연구용인 확대형의 항목을 통해 측정하

였다. 이는 개발자의 도구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설문지를 번역-역

번역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의과대학 교

수, 간호대학 교수의 검토와 자문을 거쳐 도구를 완성하였다. 본 연

구에서 크론바하 알파 계수(Cronbach’s α)는 인지적 요구 0.67, 

감정은폐의 요구 0.63이었다.

2) 간호사의 직무자원

간호사의 직무자원은 Pejtersen 등(2010)이 개발하고 전경자 

등(2013)에 의해 번안된 한국어판 코펜하겐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동료의 사회적 지지, 상급자의 사회적 지지로 조사하였다. ‘항상’ 

(5점)에서 ‘전혀/거의 없음’(1점)의 5개 응답범주로 측정되며,

전경자 등(2013)의 연구에서의 크론바하 알파 계수(Cronbach’s 

α)는 동료의 사회적 지지 0.83, 상급자의 사회적 지지 0.76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크론바하 알파 계수(Cronbach’s α)는 동료의 사회

적 지지 0.70, 상급자의 사회적 지지 0.74이었다.

3) 건강과 안녕

간호사의 교대근무별 건강과 안녕을 측정하기 위하여 교대근무시

간 동안의 식사, 휴식, 화장실 이용, 수면(양/질) 등을 설문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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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수집하였다. 

간호사의 전반적인 건강과 안녕에 해당되는 소진, 스트레스 그리

고 업무와 관련하여 경험할 수 있는 수면장애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Pejtersen 등(2010)이 개발하고 전경자 등(2013)에 의해 번안된 

한국어판 코펜하겐 사회심리적 업무환경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개의 응답범주로 측정되는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사

용하였으며, 전경자 등(2013)의 연구에서 크론바하 알파 계수

(Cronbach’s α)는 소진 0.80, 스트레스 0.79, 수면장애 0.86이었

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크론바하 알파 계수(Cronbach’s α)는 소

진 0.82, 스트레스 0.80, 수면장애 0.88이었다.

간호사의 전반적인 건강과 안녕 중 우울증상은 Pejtersen 등

(2010)의 코펜하겐 사회심리적 업무환경 측정도구 II의 연구용인 

확대형의 항목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개발자의 도구 사용 승인 후 

설문지의 번역-역번역 과정과 검토와 자문을 거쳐 도구를 완성하였

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크론바하 알파 계수(Cronbach’s α)는 우

울증상 0.78이었다.

간호사의 전반적인 건강과 안녕 중 주관적인 수면의 질은 

Buysse 등(1989)이 개발하고 Sohn 등(2012)이 번안한 한국어판 

피츠버그 수면의 질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자가보고 도구로 주관적 수면의 질, 수면 잠복기, 수면 시간, 평소의 

수면 효율, 수면 방해, 수면제 약물의 사용, 주간 기능장애 등 7개 

영역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 별로 0-3점까지 점수화하여 

총점은 0-21점까지 점수화가 가능하며 21점에 가까울수록 전반적

인 수면의 질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Buysse 등(1989)의 개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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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신뢰도는 크론바하 알파 계수(Cronbach’s α) 0.83이었고, 

Sohn 등(2012)의 한국어판 도구의 신뢰도는 크론바하 알파 계수

(Cronbach’s α)는 0.84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크론바하 알파 계

수(Cronbach’s α)는 0.77이었다.

4) 간호사의 개인적 특성과 병동 특성

간호사의 개인적 특성으로는 성별, 나이, 교육수준, 혼인상태, 근

무경력을 수집하였고, 간호사가 근무하는 병동 특성(진료과, 병상수, 

간호인력 배치수준 등)을 설문지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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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earch variables and measurement

Categories Variables
Measuring point 

and frequency

Nurse 

characteristics
� gender, age, education, marital status, unit experience

Prior to 

measuring 

shift-specific 

demands (1time)

Unit 

characteristics
� unit type, number of beds, unit level nurse staffing

Job demands 

Shift-specific demands

� number of patients

� number of patients with condition change

� work hours

� physical activity(number of steps, distance traveled)

During shift 

(3times)

General perceived demands

� quantitative demands

� work pace 

� cognitive demands 

� emotional demands 

� demands for hiding emotions

Prior to 

measuring 

shift-specific 

demands (1time)

Job resources
� social support from colleagues 

� social support from supervisors 

Health 

and 

well-being

General health and well-being

� burnout

� stress

� depressive symptoms

� sleep (troubles/quality)

Shift-specific health and well-being

� sleep (duration/quality)

� eating time

� resting time

During or after 

shift (3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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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자 모집

본 연구는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 2개를 선정하여 병원 당 각 4개의 간호

단위(내과병동, 외과병동, 중환자실, 응급실)에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간

호사를 대상자로 모집하였다. 병원과 간호부의 협조 하에 대상자를 모집하였

으며 각 병원에서 선정된 4개의 병동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간호사

들 중 경력기간을 고려하여 경력 기간별 최대한 동일한 비율로 각 병동 당 약 

15명을 모집하고자 하였다. 

2) 자료수집기간

자료 수집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이후, 2017

년 1월 3일에 조사를 시작하여 2017년 3월 15일 까지 약 2개월 동안 진행하

였다.

3)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에서는 총 4회에 걸쳐 연구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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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개인적 특성, 병동 특성, 지각된 전반적인 직무요구, 직무자원, 전

반적인 건강과 안녕은 스마트 밴드를 착용하기 전에 설문을 통해 1회 조사하

였다. 설문을 통하여 1회 수집이 된 자료들은 간호사들이 연구를 참여하면서 

근무를 하였던 3교대 근무 동안의 지각된 내용이 아닌, 지난 한달 간의 지각

된 내용을 질문하고 있어 간호사로서 근무하면서의 전반적인 인식을 의미한다.

간호사들은 약 3~4일 간 스마트 밴드(샤오미 미밴드)를 착용하여 낮번, 

초번, 밤번(휴일근무 제외) 근무시간 동안의 신체활동인 보행수, 보행거리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보행수, 보행거리 자료는 휴대폰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기록된 내용을 사진 파일로 받았다. 참여한 간호사들은 대부분 1개월 이내에 

자신의 근무 일정에 따라 낮번, 초번, 밤번 근무를 선택하여 보행수, 보행거리

를 측정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낮번, 초번, 밤번 근무는 낮번-초번-밤번의 순

서대로 측정과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밤번-비번-낮번, 밤번-비번-

초번, 초번-비번-낮번과 같은 파행 근무 또는 급작스럽게 변동이 되는 근무 

일정은 되도록 피하여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간호사의 교대근무별 직무요구 중 근무조별 담당 환자 수, 상태변화가 있

었던 담당 환자수, 근무시간과 교대근무별 건강과 안녕(식사, 휴식, 수면 관련 

문항)은 스마트 밴드를 통해 자료 수집을 하는 근무 당일에 근무가 종료된 후 

매회 설문을 통하여 총 3회에 걸쳐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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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보호를 위하여 2016년 11월 25일에 서

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에 연구 계획

서를 제출하였고 2016년 12월 30일에 최종 승인(승인번호: 

1701/001-002)을 받은 후, 연구대상 병원 간호부의 허락과 협조 하

에 자료 수집을 시작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설문조사 참여에 앞서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동의서

를 작성하지 않은 간호사는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연구동의서에

는 연구의 목적과 비밀보장을 제시하고, 특히 간호부 협조 하에 

설문조사가 진행되기는 하나 간호사 개인의 응답내용은 일체 공개되

지 않고 철저히 비밀보장이 유지됨을 명시하였다. 또한 모든 연구결

과는 집합된 방식으로 조사결과를 제시하여 간호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으며 병동을 식

별할 수 있는 번호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기본정보(나이, 성

별, 경력 등)는 번호를 별도의 파일로 작성하여 접근을 제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는 다른 데이터 파일에 개인 일련번호

만 입력하고 그 이외의 다른 개인정보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개별화

된 자료를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해, 설문지 자료와 자료 분석 문서 

및 파일은 책임연구자에 의해 관리되고 연구실에 있는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서류함에 보관함으로써, 책임연구자만 접근이 가능하

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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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의 개인적 특성과 병원 및 병동 특성은 도수, 분율, 합계,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간호사의 근무조별 담당 환자 수, 상태변화가 있었던 담당 환자  

   수, 근무시간, 보행수(총, 시간당), 보행거리(총, 시간당), 지각된  

   전반적인 직무요구, 상급자의 사회적 지지, 동료의 사회적 지지  

   는 도수와 분율, 합계,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간호사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직무요구, 직무자원, 건강과 안녕  

   의 차이는 t 검정(t-test) 또는 맨-위트니 검정(Mann-Whitney  

   Test), 분산분석(ANOVA) 또는 크루스칼-왈리스 검정          

   (Kruskal-Wallis Test), 교차분석(²Test)을 통해 그룹 간 차  

   이를 비교하고 그룹 간 차이가 있는 경우 다중비교(multiple      

   comparison)를 통하여 사후 검정을 시행하였다. 

4) 직무요구 간의 상관관계와 직무요구, 직무자원과 간호사의 건강   

   및 안녕과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 간호사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요구, 직무자원 관련  

   요인들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과 로지스틱 회귀분  

   석(logistic regression)을 통해 분석하였다. 

6) 각 설문도구의 신뢰도는 크론바하 알파 계수(Cronbach’s α)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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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특성

1) 연구대상 병동 특성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 2개를 선정하여 참

여하도록 하였다. 병원 당 내과병동, 외과병동, 중환자실, 응급실의 

간호단위가 각 1개씩 선정되어 총 8개의 간호단위가 참여하였으며 

병동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2).

병동의 병상 수는 병원 1의 외과 병동이 55개로 가장 많았고, 

병원 2의 외과 중환자실이 18개로 가장 적었다. 평균재원일수는 병

원 1의 혼합 중환자실이 32.9일로 가장 길었고, 병원 2의 외과병동

이 4.3일로 가장 짧았다. 간호단위 당 간호사의 수는 병원 1의 내과

병동이 17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병원 1의 중환자실이 59명으로 가

장 많았다. 본 연구에는 각 간호단위 당 15명의 간호사가 참여하도

록 하였으며 간호사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병원 1의 내과병동

은 3교대 근무가 불가능한 간호사와 중도탈락자를 제외하고 총 12

명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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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pital Unit Beds
Average 

Length of stay

Number of 

nurses

Number of 

participants

1

Medical ward A 38 6.1 17 12

Surgical ward A 55 9.1 21 15

Mixed ICU 36 32.9 59 15

Emergency room A 42 - 48 15

2

Medical ward B 49 11.4 22 15

Surgical ward B 49 4.3 20 15

SICU 18 14.9 29 15

Emergency room B 31 - 34 15

Table 2. Hospital and unit characteristics              (N=8)

2) 간호인력 배치수준(간호단위 수준)

병원의 간호단위에 따른 간호인력 배치수준은 Table 3에서 제시

하고 있다. 하루 평균 환자의 수는 외과병동 A가 52.3명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병동 B가 46.8명, 병원 2의 외과병동 43.3명, 혼합 중

환자실이 35.6명, 내과병동 A 35.4명, 외과중환자실이 18명의 순

으로 많았다. 응급실의 경우에는 일일 방문환자수가 응급실 A 

185.6명, 응급실 B 135명이었다. 

간호단위의 교대 근무 당 간호사 인력은 혼합 중환자실이 14.3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응급실 B 7명, 외과 중환자실 6명, 내과병동 

B 5명, 외과병동 B 5명, 외과병동 A 4.3명, 내과병동 A 3.7명의 

순으로 많았다. 교대 근무 당 간호보조 인력은 혼합 중환자실이 2.3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응급실 A, B, 외과 중환자실에서 각각 1.3명이

었고, 외과병동 A, B, 내과병동 B에서는 각각 0.3명, 내과병동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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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pital Unit

Number 

of 

patients 

at 

midnight

Average number 

(per shift)

Nursing personnel to patient ratio  

(per shift)

Nurses 
Nursing 

assistants

Nursing 

personnel 

Nurse 

: Patient 

Nursing 

assistant 

: Patient

Total 

nursing 

personnel 

: Patient

1

Medical 

ward A
35.4 3.7 0.2 3.9 1: 9.6 1:177 1:9.1

Surgical 

ward A
52.3 4.3 0.3 4.6 1:12.1 1:158.5 1:11.2

Mixed ICU 35.6 14.3 2.3 16.6 1:2.5 1:15.3 1:2.1

Emergency 

room A 
185.6* 11 1.3 12.3 1:16.9 1:139.5 1:15.1

2

Medical 

ward B
46.8 5 0.3 5.3 1:9.4 1:140.3 1:8.8

Surgical 

ward B
43.3 5 0.3 5.3 1:8.7 1:131.2 1:8.1

SICU 18 6 1.3 7.3 1:3.2 1:13.5 1:2.6

Emergency 

room B
135* 7 1.3 8.3 1:19.3 1:135 1:16.9

서는 0.2명으로 가장 적었다.

간호사 수 대 환자 수의 비는 외과병동 A가 1:12.1로 가장 높았

고 내과병동 A 1:9.6, 내과병동 B 1:9.4, 외과병동 B 1:8.7, 외과 

중환자실 1:3.2, 혼합 중환자실 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급실의 

경우에는 방문환자의 수를 기준으로 간호사 대 환자의 비를 구했을 

때 응급실 A가 1:16.9, 응급실 B가 1:19.3으로 산정되었다.

Table 3. Nurse staffing by hospital and unit           (N=8)

Note: * Number of patients visited or stayed per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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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사의 개인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 117명이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4). 연구 대상자 대부

분이 여성(94.0%)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2-24세가 45명(38.5%), 

25-27세가 40명(34.2%), 28세 이상이 32명(27.4%)으로 평균 

연령은 26.2±3.3세이었다. 대부분이 미혼(93.1%)이었고, 교육수준

은 전문학사가 17명(14.5%), 학사학위가 98명(83.8%), 석사학위 

이상이 2명(1.7%)이었다. 근무하고 있는 간호단위는 내과병동이 

27명(23.1%), 외과병동이 30명(25.6%), 중환자실이 30명

(25.6%), 응급실이 30명(25.6%)이었다. 근무하고 있는 간호단위

에서의 경력은 1년 미만이 37명(31.6%), 1년 이상 3년 미만이 43

명(36.8%), 3년 이상이 37명(31.6%)이었으며 간호단위에서의 평

균 경력은 2.9±3.1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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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y n(%) or M±SD

Gender
Female 110(94.0)

Male 7(6.0)

Age (year)

22-24 45(38.5)

25-27 40(34.2)

≥ 28 32(27.4)

26.2±3.3

Marital status
married 8(6.9)

unmarried 108(93.1)

Education

Associate degree 17(14.5)

Bachelor’s degree 98(83.8)

Master’s or higher 2(1.7)

Unit type

Medical ward 27(23.1)

Surgical ward 30(25.6)

Intensive care unit 30(25.6)

Emergency room 30(25.6)

Duration of unit 

experience (year)

<1 37(31.6)

1≤  <3 43(36.8)

≥ 3 37(31.6)

2.9±3.1

Table 4.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nurses     (N=117)

2. 간호사의 직무요구

1) 교대근무별 직무요구

일반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근무조별로 근무를 하고 난 후

에 담당했던 환자수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5에서 제시하고 있다. 

특수 부서인 중환자실과 응급실은 일반 병동에서의 담당 환자 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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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ft

Patients Patients with condition change 

M±SD (a)

(median, IQR)

M±SD (b)

(median, IQR)

Percentage

M±SD (b/a*100)

(median, IQR)

day 
9.6±2.2  

(9, 3)

5.0±4.1

(5, 7)

54.5±46.8

(55.6, 65.3)

evening 
11.7±3.0

(11, 5)

4.3±4.2

(4, 6)

36.3±32.9

(30.0, 62.5)

night 
12.5±2.7

(12, 4)

1.9±2.8

(1, 3)

14.4±19.8

(9.1, 25.0)

는 직접 비교가 어려워 제외하였다. 낮번 근무의 평균 담당 환자 수

는 9.6±2.2명, 초번 근무는 11.7±3.0명, 밤번 근무는 12.5±2.7

명이었다. 근무 중에 환자의 상태악화(사망, 심폐소생, 중환자실 이

동, 응급수술) 또는 추가처방(약물, 검사 등)과 같은 상태변화가 발

생된 담당 환자의 수는 낮번이 5.0±4.1명, 초번이 4.3±4.2명, 밤

번이 1.9±2.8명이었다. 전체 담당 환자에서 상태변화가 있었던 환

자의 비율을 계산한 결과, 담당한 환자의 수는 밤번, 초번, 낮번의 

순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환자 상태변화의 비율은 낮번

(54.5±46.8%), 초번(36.3±32.9%), 밤번(14.4±19.8%)의 순서

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5. Number of patients per nurse by shift      (N=57)

Note: Nurses working in ICUs and emergency rooms were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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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ft M±SD Min Max H p
Multiple 

comparison

day a 9.1±1.1 8.0 12.5

63.53 <.001† a,b<cevening b 9.1±1.1 8.0 12.0

night c 10.1±1.0 9.0 14.0

overall 9.4±0.7 8.0 14.0

간호사들이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측정한 근무시간은 Table 6과 

Figure 3에서 제시하고 있다. 연구에 참여한 117명의 간호사들이 

각각 낮번, 초번, 밤번 근무를 하면서 측정한 결과로 전체 351개의 

근무 자료를 분석하였다. 간호사들의 평균 근무 시간은 낮번이 

9.1±1.1시간, 초번 9.1±1.1시간, 밤번 10.1±1.0시간으로 밤번 

근무시간이 낮번, 초번에 비해 길었으며 전체 3교대 근무의 평균 시

간은 9.4±0.7시간으로 분석되었다. 낮번, 초번, 밤번 근무에 따른 

근무 시간의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

하였다(p<.001).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사후 검정을 시행한 결과, 

근무 시간에서 낮번과 밤번(p<.001), 초번과 밤번(p<.001)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6. Total work hours by shift 

                                (351 shifts from 117 nurses)

† Kruskal-Walli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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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otal work hours of nurses by 3 shifts

간호사들의 교대 근무 동안의 근무시간을 일반적 특성에 따라 비

교한 결과는 Table 7에서 제시하고 있다. 간호단위의 특성에 따라 

4개의 단위로 구분하여 비교하였을 때 낮번(p=.006), 초번

(p=.002), 밤번(p<.001) 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낮번은 중

환자실(9.6±1.0), 내과병동(9.1±1.1), 응급실(9.1±1.0), 외과병

동(8.8±1.1)의 순으로 근무시간이 길었다. 초번의 경우 응급실

(9.5±0.8), 중환자실(9.3±0.9), 외과병동(8.8±1.0), 내과병동

(8.7±0.9)의 순으로 근무시간이 길었고, 밤번은 내과병동

(10.5±1.2), 증환자실(10.4±0.9), 응급실(10.0±0.8), 외과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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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7)의 순으로 근무시간이 길었다. 전체 교대근무의 평균 시

간에 따른 비교에서는 중환자실(9.8±0.7), 응급실(9.5±0.6), 내과

병동(9.4±0.7) 외과병동(9.0±0.8)의 순으로 근무시간이 긴 것으

로 나타났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나이에 따

라 근무시간을 비교하였을 때, 대부분 나이가 많을수록 근무시간이 

적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차이는 낮번(p=.037), 초번

(p=.003), 밤번(p=.019)과 전체 근무시간의 평균(p=.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간호사의 교육수준에 따른 근무시간을 비교했을 

때, 대체로 학사학위 이상에서 전문학사에 비해 근무시간이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간호

사의 병동경력에 따른 근무시간은 낮번, 초번, 밤번 근무 모두에서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근무시간이 짧았으며 낮번(p<.001), 초번

(p=.001), 밤번(p<.001), 3교대 전체(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사후 검정을 통해 개별 그룹 간의 다중 비교를 시행한 결과, 4개 

간호단위의 낮번에서는 외과병동과 중환자실(p=.009)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초번에서는 내과병동과 응급실(p=.008), 외과병동과 

응급실(p=.023), 밤번에서는 내과병동과 외과병동(p<.001), 외과

병동과 중환자실(p=.004)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나이의 낮번

과 밤번에서는 개별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초번에서는 

22-24세와 28세 이상(p=.009)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병동

경력 간 비교에서는 낮번에서 1년 미만과 3년 이상(p=.002),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p<.001), 초번에서 1년 미만과 3년 이상

(p=.003), 밤번에서는 1년 미만과 3년 이상(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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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Day shift 

(n=117)

Evening shift 

(n=117)

Night shift

(n=117)

3 shifts 

(n=351)

M±SD M±SD M±SD M±SD

Unit type

  Medical ward a 9.1±1.1 8.7±0.9 10.5±1.2 9.4±0.7

  Surgical ward b 8.8±1.1 8.8±1.0 9.6±0.7 9.0±0.8

  Intensive care unit c 9.6±1.0 9.3±0.9 10.4±0.9 9.8±0.7

  Emergency room d 9.1±1.0 9.5±0.8 10.0±0.8 9.5±0.6

  H/U(p) 12.4(.006)† 15.0(.002)† 20.1(<.001)† 15.9(.001)†

Multiple comparison b<c a,b<d a,c>b

Age (year)

  22-24 a 9.3±1.2 9.4±0.9 10.4±1.0 9.7±0.7

  25-27 b 9.3±1.0 9.0±0.9 10.0±0.8 9.4±0.6

  ≥ 28 c 8.7±0.9 8.8±1.1 10.0±1.0 9.1±0.8

  H/U(p) 6.6(.037)† 11.7(.003)† 7.9(.019)† 13.2(.001)†

  Multiple comparison a>c

Education

  Associate degree 9.0±1.1 9.1±1.1 9.8±0.6 9.3±0.7

  Bachelor’s degree   

  or higher 
9.2±1.1 9.1±0.9 10.2±1.0 9.5±0.7

  H/U(p) 917.0(.501)†† 978.0(.846)†† 833.0(.181)†† 862.5(.280)††

Duration of unit 

experience (year)

  <1 a 9.4±1.2 9.4±0.8 10.5±1.0 9.8±0.7

  1≤  <3 b 9.4±1.1 9.1±0.8 10.2±1.0 9.6±0.7

  ≥ 3 c 8.6±0.7 8.7±1.0 9.6±0.7 9.0±0.6

  H/U(p) 15.2(<.001)† 13.9(.001)† 19.6(<.001)† 27.9(<.001)†

  Multiple comparison a,b>c a>c a>c

Table 7. Work hour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 Kruskal-Wallis Test †† Mann-Whitne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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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의 근무시간 동안의 전체 보행수는 낮번이 

9,784±3,716보, 초번이 9,720±4,072보, 밤번이 8,576±4,009보

로 낮번, 초번, 밤번의 순서로 보행수가 많았으며 3교대 근무의 평

균 보행수는 9,360±3,545보이었다(Table 8). 간호사들의 근무시

간과 근무시간 동안의 보행수를 통해 시간당 보행수를 계산할 수 

있었다. 낮번 근무의 시간당 보행수는 1,060±354보, 초번이 

1,057±399보, 밤번이 836±351보로 분석되어, 낮번과 초번의 시

간당 보행수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밤번의 시간당 보행수와는 차

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간당 보행수는 근무시간 동안의 보행

의 강도 또는 신체활동의 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밤번 근무는 근

무시간이 긴 것에 비해 보행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 시간당 

보행수는 낮번과 초번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있다. 낮번, 초번, 밤번

의 3교대 근무에 따른 전체 간호사들의 보행수는 Figure 4에서 제

시하고 있으며 시간당 보행수는 Figure 5에서 제시하고 있다.

낮번, 초번, 밤번 근무에 따른 전체 보행수, 시간당 보행수의 차

이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 보행수(p=.006)와 시간당 보행수

(p<.001)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사후 검정을 시행한 결과, 전체 보행수의 

다중 비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시간당 보행수

에서는 낮번과 밤번(p<.001), 초번과 밤번(p<.001)에서 차이가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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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hift M±SD Min Max H p
Multiple 

comparison

Total 

number 

of steps

day a 9,784±3,716 3,255 20,488

10.33 .006†evening b 9,720±4,072 2,905 22,222

night c 8,576±4,009 2,642 19,664

overall 9,360±3,545  2,642 22,222

Number 

of steps 

per hour

day a 1,060±354 362 2,103

31.01 <.001† a,b>cevening b 1,057±399 363 2,378

night c 836±351 281 1,846

overall 987±328  457 2,072

Table 8. Total number of steps and number of steps per     

           hour during work by shift

                                (351 shifts from 117 nurses)

† Kruskal-Walli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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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otal number of steps during work by 3 shi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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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Number of steps per hour during work by 3 shifts



- 64 -

간호사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낮번, 초번, 밤번 보행수를 비교

한 결과는 Table 9에서 보여주고 있다. 간호단위의 특성에 따른 4

개의 단위로 낮번, 초번, 밤번, 전체의 보행수를 비교한 결과, 3개의 

근무 모두에서 응급실(11,801±4,216),중환자실(10,277±2,872), 

내과병동(8,081±2,097), 외과병동(7,153±2,587)의 순서로 보행

수가 많았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p<.001)하였다. 간호사의 

나이에 따라 보행수를 비교하였을 때, 낮번, 초번, 밤번 근무 모두에

서 나이가 적을수록 보행수가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p<.001)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보행수는 낮번, 초번, 밤

번 모두에서 학사학위 이상이 보행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밤

번(p=.015)과 3교대 전체 근무(p=.049)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간호사의 병동경력에 따른 보행수는 낮번, 초번, 밤번 근무 모

두에서 근무경력이 적을수록 보행수가 많았으며 낮번(p<.001), 초

번(p<.001), 밤번(p<.001), 3교대 전체(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사후 검정을 통해 개별 그룹 간의 다중 비교를 시행한 결과, 간

호단위 4개의 낮번에서 내과병동과 응급실(p=.018), 외과병동과 

중환자실(p=.007), 외과병동과 응급실(p=.001)에서 차이가 있었

고 초번에서는 내과병동과 응급실(p<.001), 외과병동과 중환자실

(p=.004), 외과병동과 응급실(p<.001), 중환자실과 응급실

(p=.016), 밤번에서는 내과병동과 중환자실(p=.035), 내과병동과 

응급실(p<.001), 외과병동과 중환자실(p=.002), 외과병동과 응급

실(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나이에 따른 비교에서는 낮

번에서 22-24세와 28세 이상(p<.001), 25-27세와 28세 이상

(p=.044), 초번에서 22-24세와 25-27세(p=.003), 22-24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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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세 이상(p<.001), 밤번에서 22-24세와 28세 이상(p=.002)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병동경력에 따라서는 낮번에서 1년 미만

과 3년 이상(p<.001), 1년 이상 3년 미만과 3년 이상(p=.002), 

초번에서는 1년 미만과 3년 이상(p<.001), 1년 이상 3년 미만과 3

년 이상(p=.010), 밤번에서는 1년 미만과 1년 이상 3년 미만

(p=.030), 1년 미만과 3년 이상(p<.001), 1년 이상 3년 미만과 3

년 이상(p=.002)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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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Categories

Day shift 

(n=117)

Evening shift 

(n=117)

Night shift 

(n=117)

3 shifts 

(n=351)

M±SD M±SD M±SD M±SD

Unit type

  Medical ward a 8,658±2,533 8,513±2,579 7,070±2,678 8,081±2,097

  Surgical ward b 7,997±3,080 7,144±2,861 6,318±2,914 7,153±2,587

  Intensive care unit c 10,969±3,271 10,198±2,935 9,664±3,482 10,277±2,872

  Emergency room d 11,397±4,545 12,905±4,961 11,100±4,696 11,801±4,216

  F/H/U(p) 16.8(<.001)† 33.0(<.001)† 28.4(<.001)† 33.0(<.001)†

  Multiple comparison a,b<d, b<c a,b,c<d, b<c a,b<c, a,b<d

Age (year)

  22-24 a 10,974±3,797 11,598±4,258 10,011±3,771 10,861±3,502

  25-27 b 9,942±3,074 8,722±3,343 8,314±3,651 8,993±2,874

  ≥ 28 c 7,912±3,689 8,329±3,721 6,884±4,143 7,708±3,599

  F/H/U(p) 14.7(<.001)† 17.7(<.001)† 16.8(<.001)† 19.2(<.001)†

  Multiple comparison a,b>c a>b,c a>c

Education

  Associate degree a 9,099±3,497 8,551±3,972 6,726±3,605 8,126±3,350

  Bachelor’s degree or higher b 9,900±3,756 9,919±4,075 8,890±4,006 9,570±3,550

  F/H/U(p) 886.0(.369)†† 811.0(.141)†† 684.0(.015)†† 745.0(.049)††

  Multiple comparison a<b

Duration of unit experience 

(year)

  <1 a 11,579±3,781 11,739±4,118 10,856±3,927 11,391±3,425

  1≤  <3 b 10,189±3,463 9,941±4,154 8,813±4,026 9,648±3,457

  ≥ 3 c 7,517±2,723 7,445±2,603 6,020±2,310 6,994±2,172

  F/H/U(p) 24.0(<.001)† 21.8(<.001)† 29.8(<.001)† 32.1(<.001)†

  Multiple comparison a,b>c a,b>c a>b,c, b>c

Table 9. Number of step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 Kruskal-Wallis Test †† Mann-Whitne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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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이 근무시간 동안 보행한 거리를 측정한 결과, 낮번 

5,971±2,323m, 초번 6,065±2,726m, 밤번 5,321±2,512m이었

다. 이를 통해 근무 보행수는 낮번이 초번에 비해 많았으나 근무 보

행거리는 초번이 낮번보다 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삼교대 

근무의 평균 보행거리는 5,786±2,197m이었다(Table 10). 근무시

간 동안의 보행거리를 간호사들의 근무시간을 통해 시간당 보행거

리로 계산하였을 때, 낮번의 시간당 보행거리는 낮번 648±226m, 

초번 659±270m, 밤번 519±222m이었다. 삼교대 근무의 평균 시

간당 보행거리는 608±205이었다. 낮번, 초번, 밤번의 3교대 근무

에 따른 전체 간호사들의 보행거리는 Figure 6에서 제시하고 있으

며 시간당 보행거리는 Figure 7에서 제시하고 있다.

낮번, 초번, 밤번 근무에 따른 전체 보행거리, 시간당 보행거리의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 보행거리(p=.016), 시간당 보행거리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이

에 대하여 사후 검정을 시행한 결과, 전체 보행거리에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시간당 보행거리에서는 낮번과 밤번

(p<.001), 초번과 밤번(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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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hift M±SD Min Max H p
Multiple 

comparison

Total 

distance 

traveled 

(meters)

day a 5,971±2,323 1,300 12,600

8.29 .016†evening b 6,065±2,726 1,700 15,600

night c 5,321±2,512 1,638 13,000

overall 5,786±2,197  1,300 15,600

Distance 

traveled 

(meters) 

per hour

day a 648±226 130 1,329

27.51 <.001† a,b>cevening b 659±270 213 1,733

night c 519±222 163 1,180

overall 608±205 273 1,231

Table 10. Total distance traveled and distance traveled       

            (meters) per hour during work by shift 

                                (351 shifts from 117 nurses)

† Kruskal-Walli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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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otal distance traveled (m) during work by 3 shi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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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Distance traveled per hour (m) during work by 3 shi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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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낮번, 초번, 밤번 보행거리를 비

교한 결과는 Table 11에서 제시하고 있다. 간호단위 4개를 비교하

였을 때, 낮번(p=.001), 초번(p<.001), 밤번(p<.001)에서 차이가 

유의하였고 낮번에서는 중환자실(6,911±2,172), 응급실

(6,667±2,807), 내과병동(5,278±1,557), 외과병동

(4,957±1,97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초번, 밤번에서는 응급

실, 중환자실, 내과병동, 외과병동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간호사

의 나이에 따라서는 낮번(p=.003), 초번(p<.001), 밤번(p<.001)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나이가 적을수록 보행거리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호사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밤번

(p=.016)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낮번, 초

번, 밤번에서 모두 학사학위 이상에서 전문학사에 비해 보행거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병동경력에 따른 비교에서는 낮번

(p<.001), 초번(p<.001), 밤번(p<.001)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병동경력이 적을수록 보행거리가 높았다. 

사후 검정을 통해 개별 그룹 간의 다중 비교를 시행한 결과, 간

호단위 4개의 낮번에서는 내과병동과 중환자실(p=.030), 외과병동

과 중환자실(p=.004), 외과병동과 응급실(p=.017), 초번에서는 내

과병동과 응급실(p<.001), 외과병동과 중환자실(p=.005), 외과병

동과 응급실(p<.001), 중환자실과 응급실 (p=.044), 밤번에는 내

과병동과 중환자실(p=.016), 내과병동과 응급실(p<.001), 외과병

동과 중환자실(p=.002), 외과병동과 응급실(p<.001)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나이에 따라서는 낮번에 22-24세와 28세 이상

(p=.008), 초번에는 22-24세와 25-27세(p=.003), 22-24세와 

28세 이상(p=.001), 밤번에는 22-24세와 28세 이상(p=.00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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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병동경력에 따라서는 낮번에 1년 미만과 

1년 이상 3년 미만(p=.047), 1년 미만과 3년 이상(p<.001), 1년 

이상 3년 미만과 3년 이상(p=.014), 초번에는 1년 미만과 3년 이

상(p<.001), 1년 이상 3년 미만과 3년 이상(p=.012), 밤번에는 1

년 미만과 3년 이상(p<.001), 1년 이상 3년 미만과 3년 이상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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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Categories

Day shift 

(n=117)

Evening shift 

(n=117)

Night shift 

(n=117)

3 shifts 

(n=351)

M±SD M±SD M±SD M±SD

Unit type

  Medical ward a 5,278±1,557 5,176±1,621 4,305±1,712 4,920±1,327

  Surgical ward b 4,957±1,970 4,420±1,845 3,938±1,843 4,438±1,675

  Intensive care unit c 6,911±2,172 6,480±1,950 6,092±2,152 6,494±1,857

  Emergency room d 6,667±2,807 8,096±3,489 6,848±2,935 7,204±2,511

  F/H/t/U(p) 15.5(.001)† 32.6(<.001)† 28.9(<.001)† 33.4(<.001)†

  Multiple comparison a,b<c, b<d a,b,c<d, b<c a,b<c,d

Age (year)

  22-24 a 6,568±2,392 7,279±3,010 6,192±2,396 6,680±2,127

  25-27 b 6,103±1,883 5,397±2,148 5,178±2,247 5,559±1,793

  ≥ 28 c 4,966±2,454 5,194±2,375 4,276±2,618 4,812±2,323

  F/H/t/U(p) 12.0(.003)† 15.9(<.001)† 16.4(<.001)† 17.9(<.001)†

  Multiple comparison a>c a>b,c a>c

Education

  Associate degree a 5,552±2,086 5,153±2,433 4,117±2,170 4,941±2,015

  Bachelor’s degree or higher b 6,042±2,363 6,220±2,753 5,526±2,518 5,929±2,204

  F/H/t/U(p) -0.8(.424) 783.0(.092)†† 687.5(.016)†† 726.0(.035)††

  Multiple comparison a<b

Duration of unit experience 

(year)

  <1 a 7,177±2,364 7,316±2,784 6,668±2,412 7,054±2,150

  1≤  <3 b 6,043±2,155 6,243±2,850 5,531±2,585 5,939±2,088

  ≥ 3 c 4,680±1,778 4,608±1,697 3,730±1,483 4,339±1,419

  F/H/t/U(p) 22.6(<.001)† 20.3(<.001)† 29.3(<.001)† 31.7(<.001)†

  Multiple comparison a>b,c, b>c a,b>c a,b>c

Table 11. Distance traveled (meter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 Kruskal-Wallis Test †† Mann-Whitne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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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demands M±SD Min Max

Quantitative demands 61.9±16.3 18.8 100.0

  Is your workload unevenly distributed so it piles up? 54.3±22.3 0.0 100.0

  How often do you not have time to complete all your work  

  tasks?
65.0±20.3 25.0 100.0

  Do you get behind with your work? 64.1±20.1 0.0 100.0

  Do you have enough time for your work tasks? 64.3±22.8 0.0 100.0

Work pace 78.9±14.2 41.7 100.0

  Do you have to work very fast? 80.1±17.5 25.0 100.0

  Do you work at a high pace throughout the day? 76.8±17.6 25.0 100.0

  Is it necessary to keep working at a high pace? 79.9±15.8 50.0 100.0

Cognitive demands 67.7±16.5 25.0 100.0

  Do you have to keep your eyes on lots of things while you  

  work?
86.1±15.6 25.0 100.0

  Does your work require that you remember a lot of things? 84.8±15.7 25.0 100.0

  Does your work demand that you are good at coming up     

  with new ideas?
47.0±20.8 0.0 100.0

  Does your work require you to make difficult decisions? 53.0±23.2 0.0 100.0

Emotional demands 62.0±15.5 25.0 100.0

  Does your work put you in emotionally disturbing            62.8±22.7 0.0 100.0

2) 간호사가 지각하는 전반적인 직무요구

간호사들이 지각하고 있는 전반적인 직무요구는 양적 요구, 업무

속도, 인지적 요구, 감정적 요구, 감정은폐의 요구로 5가지 영역에

서 측정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2). 각 영역별로 

0점에서 100점까지 점수화하였을 때, 양적 요구는 61.9±16.3, 업

무속도 78.9±14.2, 인지적 요구 67.7±16.5, 감정적 요구 

62.0±15.5, 감정은폐의 요구 76.3±14.9로 나타났다. 간호사들은 

업무속도, 감정은폐의 요구, 인지적 요구, 감정적 요구, 양적 요구의 

순으로 요구가 높은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12. General perceived job demands at work  (N=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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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uations?

  Do you have to relate to other people’s personal problems  

  as part of your work?
45.3±24.1 0.0 100.0

  Is your work emotionally demanding? 78.0±18.0 50.0 100.0

  Do you get emotionally involved in your work? 61.8±20.4 0.0 100.0

Demands for hiding emotions 76.3±14.9 33.3 100.0

  Are you required to treat everyone equally, even if you do  

  not feel like it?
71.4±20.6 0.0 100.0

  Does your work require that you hide your feelings? 79.5±17.6 50.0 100.0

  Are you required to be kind and open towards               

  everyone-regardless of how they behave towards you?
78.0±20.8 25.0 100.0

간호사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지각된 전반적인 직무요구를 비

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3). 간호사들이 지각하고 있는 양

적 요구는 4개 간호단위 간의 비교(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다. 내과병동(71.5±14.0), 외과병동(64.1±14.2), 응급실

(58.8±18.0), 중환자실(54.2±13.9)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사후 검정 결과, 내과병동과 응급실(p<.001), 내과병동과 중

환자실(p=.012)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나이 대에 따라서는 나

이가 많아질수록 양적 요구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367).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전문학사

(71.0±9.6)가 학사학위 이상(60.4±16.7)에 비해 양적 요구를 높

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13). 경력에 따라서는 1년 미만(60.1±17.1), 1년 이상 3년 

미만(63.5±14.6), 3년 이상(61.8±17.5)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p=.654).

간호사들의 업무속도는 간호단위 4개를 비교하였을 때, 응급실

(83.6±13.0), 내과병동(81.8±11.8), 외과병동(79.2±12.9), 중환

자실(71.4±15.9)의 순으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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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다(p=.007). 사후 검정 결과, 내과병동과 중환자실(p=.022), 중

환자실과 응급실(p=.004)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나이에 따라

서는 업무속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p=.625), 교육

수준에 따라서는  전문학사(85.3±13.3)가 학사학위 이상

(77.8±14.1)에 비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48). 병

동경력에 따라서는 1년 미만(79.5±14.0), 1년 이상 3년 미만

(77.5±15.7), 3년 이상(80.0±12.6)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698). 

간호사들이 지각하고 있는 인지적 요구는 간호단위 4개에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18). 내과병동의 인지적 요구가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고(73.6±11.4), 외과병동(67.9±10.6), 중환자실

(65.2±17.0), 응급실(64.8±13.0)의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사후 

검정 결과, 다중 비교를 통해 개별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간호사의 인지적 요구는 나이(p=.260), 

교육수준(p=.334), 병동경력(p=.176)간 비교에서도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감정적 요구는 간호단위 4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p=.001), 내과병동(69.4±11.8), 외과병동(65.6±16.6), 응급실

(59.5±17.0), 중환자실(54.0±11.4)의 순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후 검정 결과, 내과병동과 중환자실(p<.001), 외과병동과 

중환자실(p=.013)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나이에 따른 비교에

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감정적 요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233).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전문

학사(67.6±17.1)가 학사학위 이상(61.0±15.1)에 비해 높게 나타

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135). 간호사의 병동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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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서는 1년 미만(55.7±15.3), 1년 이상 3년 미만

(62.2±13.4), 3년 이상(67.9±15.9)로 경력이 많아질수록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3). 

사후 검정 결과, 1년 미만과 3년 이상(p=.002)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사들이 지각하고 있는 감정은폐의 요구는 간호단위 4개를 

비교했을 때 외과병동(81.7±13.9), 내과병동(80.2±13.5), 응급실

(74.7±15.4), 중환자실(68.9±13.9)의 순으로 높게 나왔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했다(p=.005). 사후 검정 결과, 내과병동과 중환자실

(p=.017), 외과병동과 중환자실(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나이에 따른 비교에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감정은폐 요구가 높

아졌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178). 교육

수준에 따라서는 전문학사(75.5±17.3)가 학사학위(76.4±14.6)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812). 병

동경력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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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Quantitative 

demands
Work pace

Cognitive 

demands

Emotional 

demands

Demands for 

hiding 

emotions

M±SD M±SD M±SD M±SD M±SD

Unit type

  Medical ward a 71.5±14.0 81.8±11.8 73.6±11.4 69.4±11.8 80.2±13.5

  Surgical ward b 64.1±14.2 79.2±12.9 67.9±10.6 65.6±16.6 81.7±13.9

  Intensive care unit c 54.2±13.9 71.4±15.9 65.2±17.0 54.0±11.4 68.9±13.8

  Emergency room d 58.8±18.0 83.6±13.0 64.8±13.0 59.5±17.0 74.7±15.4

  F/H/t/U(p) 6.9(<.001) 12.0(.007)† 10.0(.018)† 16.4(.001)† 12.9(.005)†

  Multiple comparison a>c,d a,d>c a,b>c a,b>c

Age (year)

  22-24 a 63.9±15.7 78.9±13.7 67.9±12.3 59.7±13.0 73.9±14.6

  25-27 b 62.3±18.3 80.2±15.3 65.3±15.7 61.3±18.7 76.5±14.8

  ≥ 28 c 58.6±14.2 77.3±13.6 70.5±12.1 66.0±13.8 79.4±15.3

  F/H/t/U(p) 1.0(.367) 0.9(.625)† 2.7(.260)† 2.9(.233)† 3.5(.178)†

Education

  Associate degree a 71.0±9.6 85.3±13.3 69.9±11.9 67.6±17.1 75.5±17.3

  Bachelor’s degree  

  or    higher b
60.4±16.7 77.8±14.1 67.4±13.8 61.0±15.1 76.4±14.6

  F/H/t/U(p) 2.5(.013) 1255.5(.048)
††

1127.0(.334)
††

1196.5(.135)
††

972.0(.812)

††

  Multiple comparison a>b a>b

Duration of unit 

experience (year)

  <1 a 60.1±17.1 79.5±14.0 65.5±15.6 55.7±15.3 75.2±14.8

  1≤  <3 b 63.5±14.6 77.5±15.7 66.7±12.8 62.2±13.4 73.1±16.7

  ≥ 3 c 61.8±17.5 80.0±12.6 71.1±11.8 67.9±15.9 81.1±11.6

  F/H/t/U(p) 0.4(.654) 0.7(.698)† 3.5(.176)† 6.2(.003) 5.6(.060)†

  Multiple comparison a<c

Table 13. General perceived job demand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17)

† Kruskal-Wallis Test †† Mann-Whitne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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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사의 직무요구 간의 관계

간호사들의 직무요구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

계(Pearson correlation) 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14, 15). 

Table 14에서는 간호사의 교대근무별 직무요구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낮번, 초번, 밤번 근무 각각의 담당 환자수, 상태변

화가 있었던 담당 환자수, 근무시간, 보행수, 보행거리가 포함되었

다. 

낮번 담당 환자수와는 낮번 상태변화가 있는 담당 환자수

(r=.235, p<.05), 초번 담당 환자수(r=.776, p<.001), 밤번 담당 

환자수(r=.423, p<.001)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낮번 상태변화

가 있는 담당 환자수와는 초번 담당 환자수(r=.278, p<.01), 초번 

상태변화가 있는 담당 환자수(r=.739, p<.001), 밤번 상태변화가 

있는 담당 환자수(r=.586, p<.001)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초번 담당 환자수는 초번 상태변화가 있는 담당 환자수(r=.216, 

p<.05), 밤번 담당 환자수(r=.721, p<.001)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

었고, 낮번 근무시간(r=-.210, p<.05), 낮번 보행거리(r=-.198, 

p<.05), 초번 근무시간(r=-.194, p<.05), 밤번 근무시간

(r=-.234, p<.05), 밤번 보행수(r=-.210, p<.05), 밤번 보행거리

(r=-.205, p<.05)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초번 상태변화가 있

는 담당 환자수는 밤번 상태변화가 있는 담당 환자수(r=.581, 

p<.001), 초번 근무시간(r=.230, p<.05), 초번 보행수(r=.271, 

p<.01), 초번 보행거리(r=.240, p<.05), 밤번 보행수(r=.192, 

p<.05)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밤번 담당 환자수는 낮번 근무

시간(r=-.254, p<.01), 낮번 보행수(r=-.409, p<.001), 낮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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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거리(r=-.391, p<.001), 초번 근무시간(r=-.286, p<.01), 초번 

보행수(r=-.402, p<.001), 초번 보행거리(r=-.404, p<.001), 밤

번 보행수(r=-.439, p<.001), 밤번 보행거리(r=-.446, p<.001)

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밤번 상태변화가 있는 담당 환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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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d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Day number of    

   patients
1

2. Day number of 

   patients with 

   condition change

0.235* 1

3. Evening number of 

   patients
0.776*** 0.278** 1

4. Evening number of 

   patients with 

   condition change

0.144 0.739*** 0.216* 1

5. Night number of 

   patients
0.423*** 0.084 0.721*** 0.116 1

6. Night number of 

   patients with 

   condition change

0.088 0.586*** 0.134 0.581*** 0.081 1

7. Day shift work        

   hours
-0.066 -0.043 -0.210* -0.07 -0.254** -0.100 1

8. Day shift number      

   of steps
0.027 0.060 -0.146 0.011 -0.409*** -0.046 0.546*** 1

9. Day shift              

   distance traveled
-0.075 0.049 -0.198* 0.006 -0.391*** -0.042 0.505*** 0.888*** 1

10. Evening shift         

    work hours
0.0003 0.091 -0.194* 0.230* -0.286** 0.095 0.256** 0.376*** 0.363*** 1

11. Evening shift         

    number of steps
-0.013 0.120 -0.184 0.271** -0.402*** 0.056 0.259** 0.650*** 0.543*** 0.506*** 1

12. Evening shift         

    distance traveled
-0.014 0.112 -0.181 0.240* -0.404*** 0.051 0.255** 0.649*** 0.553*** 0.489*** 0.989*** 1

13. Night shift work      

    hours
-0.134 -0.021 -0.234* 0.021 -0.163 0.016 0.361*** 0.320*** 0.308*** 0.305*** 0.343*** 0.323*** 1

14. Night shift            

    number of steps
-0.071 0.089 -0.210* 0.192* -0.439*** 0.126 0.374*** 0.736*** 0.642*** 0.484*** 0.766*** 0.747*** 0.547*** 1

15. Night shift            

    distance traveled
-0.079 0.089 -0.205* 0.176 -0.446*** 0.122 0.373*** 0.725*** 0.634*** 0.461*** 0.741*** 0.725*** 0.533*** 0.990*** 1

Table 14. Correlation between shift-specific job demands                                 (N=117)

Note: *p< .05,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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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에서는 지각하는 전반적인 직무요구들 간의 관계를 분

석하였으며, 3교대 근무 평균 근무시간, 3교대 근무 평균 보행수, 3

교대 근무 평균 보행거리, 양적 요구, 업무속도, 인지적 요구, 감정

적 요구, 감정은폐의 요구가 포함되었다. 

삼교대 근무 평균 근무시간은 3교대 근무 평균 보행수(r=.628, 

p<.001)와 평균 보행거리(r=.623, p<.001)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

타냈고, 3교대 근무 평균 보행수와 평균 보행거리 간(r=.982, 

p<.001)에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양적 요구는 3교대 근무 평

균 보행거리(r=-.205, p<.05)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업무속

도(r=.357, p<.001), 인지적 요구(r=.407, p<.001), 감정적 요구

(r=.504, p<.001)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업무속도, 인지

적 요구, 감정적 요구, 감정은폐의 요구들 간에는 모두 양의 상관관

계가 있었다. 감정적 요구는 3교대 평균 보행거리(r=.212, p<.05)

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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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d Variables 1 2 3 4 5 6 7 8

1. 3 shift average work hours 1

2 3 shift average number of steps 0.628*** 1

3. 3 shift average distance traveled 0.623*** 0.982*** 1

4. Quantitative demands -0.026 -0.166 -0.205* 1

5. Work pace 0.027 -0.039 -0.058 0.357*** 1

6. Cognitive demands 0.007 -0.072 -0.082 0.407*** 0.447*** 1

7. Emotional demands -0.142 -0.178 -0.212* 0.504*** 0.413*** 0.549*** 1

8. Demands for hiding emotions -0.127 -0.139 -0.170 0.131 0.430*** 0.394*** 0.468*** 1

Table 15. Correlation between general perceived job demands                             (N=117)

Note: *p< .05,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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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M±SD Min Max

Social support from colleagues 66.2±14.2 25.0 100.0

  How often do you get help and support from your  

  colleagues?
72.9±16.9 25.0 100.0

  How often are your colleagues willing to listen to  

  your problems at work?
69.2±16.9 25.0 100.0

  How often do your colleagues talk with you about  

  how well you carry out your work?
56.4±20.0 0.0 100.0

Social support from supervisors 60.7±16.3 8.3 100.0

  How often is your nearest superior willing to      

  listen to your problems at work?
63.5±20.1 0.0 100.0

  How often do you get help and support from your  

  nearest superior?
67.5±18.9 25.0 100.0

  How often does your nearest superior talk with    

  you about how well you carry out your work?
51.1±21.1 0.0 100.0

3. 간호사의 직무자원

간호사의 직무자원은 근무지에서의 동료의 사회적 지지, 상급자

의 사회적 지지로 측정하였다(Table 16). 동료의 사회적 지지는 

66.2±14.2점, 상급자의 사회적 지지는 60.7±16.3점으로 동료의 

사회적 지지가 더 높았다.

Table 16. Perceived job resources at work          (N=117)



- 85 -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자원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17에서 제시하고 있다. 간호단위 4개의 사회적 지지를 비교하였을 

때, 동료의 사회적 지지(p=.239), 상급자의 사회적 지지(p=.364)

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나이

(p=.185), 교육수준(p=.060), 병동 경력(p=.084)에 따른 동료의 

사회적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상급자의 사회적 지지는 나이가 적을수록 높았고(p=.005), 병동

경력이 낮을수록 높았으며(p=.001)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사후 검정 결과, 22-24세와 28세 이상(p=.002)에서 유의하

였고, 1년 미만과 3년 이상(p<.001), 1년 이상 3년 미만과 3년 이

상(p=.013)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육수준에 따른 상급자의 

사회적 지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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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Categories

Social support from 

colleagues

Social support from 

supervisors

M±SD M±SD

Unit type

  Medical ward 63.9±15.2 60.8±18.6

  Surgical ward 64.7±15.6 64.2±14.7

  Intensive care unit 70.0±12.5 60.8±15.5

  Emergency room 65.8±13.2 56.9±15.2

  H/U(p) 4.2(.239)† 3.2(.364)†

Age (year)

  22-24 a 67.4±12.8 65.6±13.7

  25-27 b 68.3±13.6 61.5±16.7

  ≥ 28 c 61.7±16.0 52.9±16.5

  H/U(p) 3.4(.185)† 10.6(.005)†

  Multiple comparison a>c

Education

  Associate degree 61.8±13.8 63.2±15.3

  Bachelor’s degree or higher 66.9±14.1 60.3±16.4

  H/U(p) 762.0(.060)†† 1061.0(.653)††

Duration of unit experience (year)

  <1 a 67.8±13.3 66.4±15.4

  1≤  <3 b 68.6±13.5 62.6±14.6

  ≥ 3 c 61.7±15.0 52.7±16.2

  H/U(p) 5.0(.084)† 13.8(.001)†

  Multiple comparison a>b,c

Table 17. Perceived job resourc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17)

† Kruskal-Wallis Test †† Mann-Whitne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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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ft
n(%)

² p
Yes No

Day (n=117) 79(67.5) 38(32.5) 4.1 .130†

Evening (n=117) 64(54.7) 53(45.3)

Night (n=117) 70(59.8) 47(40.2)

4. 간호사의 건강과 안녕

1) 간호사의 식사, 휴식과 수면

(1) 간호사의 근무 중 식사

간호사들이 조사에 참여하면서 근무 중에 식사를 했는지 여부와 

근무 중 식사시간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18, 19에서 제시하고 있

다. 간호사들은 초번 근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식사를 하지 못했고

(n=53, 45.3%), 낮번 근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n=79, 67.5%). 낮번, 초번, 밤번의 식사 여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130).

Table 18. Whether or not having meal during work  

                                (351 shifts from 117 nurses)

† ² Test 

간호사들이 근무 중에 식사에 사용한 시간은 밤번(16.3±17.3)

이 가장 길었고, 초번(9.7±9.5)이 가장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식사를 했다고 답을 한 간호사들의 식사 시간은 낮번이 

15.9±7.7분, 초번이 17.5±5.0분, 밤번이 27.6±13.9분으로 밤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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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ft M±SD Min Max H p
Multiple 

comparison

day (n=117) 10.7±9.8  

  when yes (n=79) a 15.9±7.7  5.0 60.0 47.3 <.001† a,b<c

evening (n=117) 9.7±9.5

  when yes (n=64) b 17.5±5.0 10.0 30.0

night (n=117) 16.3±17.3

  when yes (n=70) c 27.6±13.9 10.0 60.0

초번, 낮번의 순으로 긴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냈다(p<.001). 사후 검정 결과, 이러한 차이는 낮번과 밤

번(p<.001), 초번과 밤번(p<.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9. Time for eating (minutes) during work 

                                (351 shifts from 117 nurses)

† Kruskal-Wallis Test 

간호사들이 근무 중 식사를 하지 못한 이유는 Table 20에서 보

여주고 있다. 식사를 하지 못한 이유로 ‘시간이 없고 바빠서’가 

낮번(n=32, 84.2%), 초번(n=50, 96.2%), 밤번(n=27, 57.5%)에

서 모두 가장 많았고 밤번의 경우 ‘입맛이 없고 먹고 싶지 않아

서’(n=10, 21.3%)가 다른 근무에 비해 높은 이유 중 하나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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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s

n(%)

Day 

shift

(n=38)

Evening 

shift

(n=52)

Night 

shift

(n=47)

Time constraints (too busy) 32(84.2) 50(96.2) 27(57.5)

Didn’t feel like eating 2(5.3) 0(0) 1(2.1)

Poor appetite 1(2.6) 1(1.9) 10(21.3)

Irregular eating habit 1(2.6) 1(1.9) 3(6.4)

Unit atmosphere not conducive to taking 

time for meals
1(2.6) 0(0) 3(6.4)

Having snacks instead of meal 0(0) 0(0) 2(4.3)

Others 1(2.6) 0(0) 1(2.1)

Table 20. Reasons for skipping meal during work 

(2) 간호사의 근무 중 휴식과 화장실 이용

간호사들이 조사에 참여하면서 근무 중 가졌던 휴식시간은 다음

과 같다(Table 21). 밤번(24.9±26.4)이 가장 휴식시간이 길었으

며, 초번(7.8±11.8), 낮번(7.6±10.9)의 순서로 비슷하게 8분미만

의 휴식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길게 휴식을 취하는 근무

도 평균 30분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휴식을 

취했다고 답을 한 간호사들의 휴식시간은 낮번(30.8%)과 초번

(29.9%)에서 10분 이상 30분미만이 가장 많았고, 밤번은 30분 이

상 60분미만이 가장 많았다(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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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utes
Day Evening Night

n(%) n(%) n(%)

0 64(54.7) 65(55.6) 34(29.1)

<10 8(6.8) 6(5.1) 5(4.3)

<30 36(30.8) 35(29.9) 26(22.2)

<60 8(6.8) 9(7.7) 32(27.4)

≤120 1(0.9) 2(1.7) 20(17.1)

M±SD 7.6±10.9 7.8±11.8 24.9±26.4

Table 21. Time for resting (minutes) during work            

                                                      (N=117)

간호사들이 근무 중에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어도 바빠서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를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

다(Table 22). 낮번의 경우 ‘가끔’이라고 답을 한 간호사가 35

명(29.9%)으로 가장 많았고 초번의 경우 ‘자주’라고 답을 한 간

호사가 30명(25.6%), 밤번에는 ‘드물게’라고 답을 한 간호사가 

36명(31.0%)으로 가장 많았다. 리커트 5점 척도에서 ‘항상’, 

‘자주’, ‘가끔’의 답변을 화장실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

로 보아 하나로 묶었을 때, 낮번에는 86명(73.5%), 초번에는 80명

(68.4%), 밤번에는 51명(44.0%)이 근무 중 바빠서 화장실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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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s

n(%)

Day shift

(n=117)

Evening shift

(n=117)

Night shift

(n=116)

Always 21(18.0) 21(18.0) 6(5.2)

Often 30(25.6) 30(25.6) 12(10.3)

Sometimes 35(29.9) 29(24.8) 33(28.5)

Seldom 23(19.7) 25(21.4) 36(31.0)

Never/hardly ever 8(6.8) 12(10.3) 29(25.0)

Table 22. How often not able to use toilet for busy work

(3) 간호사의 수면

간호사들이 연구에 참여하여 3교대 근무를 하면서 낮번, 초번, 

밤번 각 1회씩 근무 후 측정한 수면 시간과 수면의 질은 다음과 같

다(Table 23). 낮번 근무 후에는 7.5±3.1시간, 초번 8.6±2.1시

간, 밤번 6.5±2.0시간 평균적으로 수면을 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초

번, 낮번, 밤번의 순으로 수면 시간이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

면의 질은 한국어판 피츠버그 수면의 질 평가 도구(Sohn et al., 

2012)에서 주관적 수면의 질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간호사

들이 근무 후 지각한 수면의 질은 낮번 1.7±0.6점, 초번 1.5±0.6

점, 밤번 1.9±0.6점으로 밤번, 낮번, 초번의 순으로 수면의 질이 낮

았다. 

낮번, 초번, 밤번 수면 시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사후 검정을 통해 다중 비교를 시행한 결과, 낮번

과 초번(p=.001), 낮번과 밤번(p<.001), 초번과 밤번(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낮번, 초번, 밤번 수면의 질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p<.001), 사후 검정을 통해 초번과 밤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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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Shift M±SD Min Max Range H p
Multiple 

comparison

Sleep hours 

day a 7.5±3.1  2.0 17.0

56.2 <.001† a<b, a,b>cevening b 8.6±2.1 2.5 18.5

night c 6.5±2.0 2.3 17.0

Subjective 

sleep quality

day a 1.7±0.6 0.0 3.0

0-3 15.6 <.001† b>cevening b 1.5±0.6 0.0 3.0

night c 1.9±0.6 1.0 3.0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23. Sleep hours and subjective sleep quality after shift  

                                (351 shifts from 117 nurses)

† Kruskal-Wallis Test 

간호사들은 3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교대근무의 패턴에 따라

서 수면의 양과 질에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들이 조

사에 참여한 3번의 근무 동안 그 다음 날의 근무가 무엇인지를 함

께 조사하여 수면의 양과 질을 Table 24에 함께 제시하였다.

낮번 근무를 하고 난 후, 다음 날에 연속으로 낮번 근무를 하는 

경우 수면의 시간이 6.5±2.2시간, 다음 날이 초번인 경우 

9.6±4.0시간, 밤번인 경우 9.0±3.6시간, 비번의 경우 7.9±3.8시

간으로 나타나 연속으로 낮번 근무를 하는 경우에 수면 시간이 가

장 짧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2). 사후 검정 결과, 그 차이는 낮-낮번 근무와 낮-초번 근

무(p=.005), 낮-낮번 근무와 낮-밤번 근무(p=.008)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번 근무 후에는 밤번(9.0±2.0), 비번

(8.9±2.3), 초번(8.5±2.0)의 순으로 수면 시간이 길었고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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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없었다(p=.535). 밤번 근무 다음으로는 비번(6.7±2.2), 밤

번(6.4±1.9) 근무의 순으로 수면 시간이 길었고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p=.738).

수면의 질은 낮번 근무 후에 낮번 근무를 연속으로 할 때 

1.7±0.6, 낮번 근무 후 초번 근무를 할 때 1.8±0.6, 낮번 근무 후 

밤번 근무가 1.5±0.6, 낮번 근무 후 비번이 1.6±0.7로 낮-밤번, 

낮-비번, 낮-낮번, 낮-초번의 순으로 수면의 질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97). 초번

의 경우에는 초번 후 초번 근무가 1.5±0.6, 초번 후 밤번 근무가 

1.5±0.5, 초번 후 비번이 1.5±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710). 밤번의 수면의 질은 밤번 후 밤번 근무가 

1.9±0.6, 밤번 후 비번이 1.8±0.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p=.688) 낮번, 초번 근무에 비해 전반적으로 수면의 질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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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Shift-Next shift M±SD H/U p
Multiple 

comparison
Range

Sleep 

hours 

day-day (n=68) a 6.5±2.2 

14.6
.002

†
a<b,c

day-evening (n=13) b 9.6±4.0

day-night (n=20) c 9.0±3.6

day-off (n=16) d 7.9±3.8

evening-evening (n=66) 8.5±2.0

2.2
.535

†
evening-night (n=17) 9.0±2.0

evening-off (n=35) 8.9±2.3

night-night (n=91) 6.4±1.9

1585.5
.738

††night-off (n=26) 6.7±2.2

Subjective 

sleep 

quality

day-day (n=68) 1.7±0.6

6.3
.097

†

0-3

day-evening (n=13) 1.8±0.6

day-night (n=20) 1.5±0.6

day-off (n=16) 1.6±0.7

evening-evening (n=65) 1.5±0.6

1.4
.710

†
evening-night (n=17) 1.5±0.5

evening-off (n=35) 1.5±0.5

night-night (n=91) 1.9±0.6

1480.5
.688

††
night-off (n=26) 1.8±0.6

Table 24. Sleep hours and subjective sleep quality by shift   

           and next shift       (351 shifts from 117 nurses)

† Kruskal-Wallis Test †† Mann-Whitney Test 

2) 간호사가 지각하는 전반적인 건강과 안녕

(1) 간호사의 소진, 스트레스, 우울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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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and Items M±SD Min Max

Burnout 68.3±14.6 25.0 100.0

  How often have you felt worn out? 72.2±16.3 25.0 100.0

  How often have you been physically exhausted? 64.7±18.0 0.0 100.0

  How often have you been emotionally exhausted? 59.6±21.5 0.0 100.0

  How often have you felt tired? 76.7±17.0 25.0 100.0

Stress 65.4±15.7 6.3 100.0

  How often have you had problems relaxing? 53.8±20.0 0.0 100.0

  How often have you been irritable? 65.6±20.2 0.0 100.0

  How often have you been tense? 67.3±20.6 0.0 100.0

  How often have you been stressed? 74.8±18.7 25.0 100.0

Depressive symptoms 51.8±17.7 0.0 100.0

  How often have you felt sad? 53.2±22.9 0.0 100.0

  How often have you lacked   self-confidence? 58.8±23.1 0.0 100.0

  How often have you had a bad conscience or felt  

  guilty?
41.0±21.6 0.0 100.0

  How often have you lacked interest in everyday  

  things?
54.1±23.2 0.0 100.0

간호사들이 지각하는 전반적인 건강과 안녕 중에서 소진, 스트레

스, 우울증상의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5). 간호사들이 

지각하고 있는 소진은 68.3±14.6점, 스트레스가 65.4±15.7점, 우

울증상이 51.8±17.7점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간호사들이 지각하

고 있는 건강과 안녕과 관련된 문제는 소진, 스트레스, 우울증상의 

순으로 높았다.

Table 25. General perceived burnout,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N=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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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M±SD Min Max

Sleeping troubles 53.5±20.0 0.0 100.0

  How often have you slept badly and restlessly? 56.0±20.1 0.0 100.0

  How often have you found it hard to go to       

  sleep?
54.3±22.3 0.0 100.0

  How often have you woken up too early and not  

  been able to get back to sleep?
51.3±25.6 0.0 100.0

  How often have you woken up several times and  

  found it difficult to get back to sleep?
52.6±24.6 0.0 100.0

(2) 간호사가 지각하는 전반적인 수면장애, 수면의 질

간호사들이 지각하는 전반적인 수면장애는 53.5±20.0점으로 측

정되었다(Table 26).

Table 26. General perceived sleeping troubles       (N=117)

간호사들의 전반적인 수면의 질은 한국어판 피츠버그 수면의 질 

평가 도구로 측정을 하였다(Table 27). 간호사들의 수면의 질은 총

점의 평균이 10.4±3.1점이었으며, 수면 방해가 2.6±0.5점으로 가

장 높았다. 수면 잠복기가 2.0±0.9점, 주간 기능 장애가 1.8±1.8

점,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수면의 질이 1.7±0.5점으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수면제 약물의 사용이 0.1±0.5점으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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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M±SD Min Max Range

Sleep quality 1.7±0.5 0.0 3.0 0-3

Sleep latency 2.0±0.9 0.0 3.0 0-3

Sleep duration 1.2±1.0 0.0 3.0 0-3

Habitual sleep efficiency 0.9±1.2 0.0 3.0 0-3

Sleep disturbance 2.6±0.5 1.0 3.0 0-3

Use of sleeping medication 0.1±0.5 0.0 3.0 0-3

Daytime dysfunction 1.8±1.8 0.0 3.0 0-3

Total score 10.4±3.1 2.0 19.0 0-21

Table 27. Korean version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K) score of nurses              (N=117)

간호사들이 자신의 3교대 근무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수면시간과 수면의 질을 측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Table 

28). 설문조사를 시행한 시점에서 1개월 이내에 근무를 하고 난 후

의 수면의 양과 질을 질문하였다. 간호사들의 수면 시간은 비번

(9.4±2.3), 초번(7.6±1.6), 밤번(6.4±1.7), 낮번(5.8±1.7)의 순

으로 길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사후 검

정 결과, 낮번과 초번(p<.001), 낮번과 밤번(p=.048), 낮번과 비번

(p<.001), 초번과 밤번(p<.001), 초번과 비번(p<.001), 밤번과 비

번(p<.001)의 모든 개별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수면의 질은 밤번(2.0±0.6), 낮번(1.8±0.6), 초번(1.4±0.5), 

비번(1.0±0.6)의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하였다(p<.001). 사후 검정 결과, 낮번과 초번(p<.001), 낮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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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Shift M±SD Min Max H p
Multiple 

comparison
Range

Sleep 

hours 

day a 5.8±1.7  2.0 12.0

182.6 <.001†
a<b,c,d, 

b,c<d, b>c

evening b 7.9±1.6 3.0 12.0

night c 6.4±1.7 3.0 10.0

off d 9.4±2.3 4.0 20.0

Subjective 

sleep 

quality

day a 1.8±0.6 0.0 3.0

156.4 <.001†
a<b,d, 

b,c<d, b>c
0-3

evening b 1.4±0.5 0.0 3.0

night c 2.0±0.6 1.0 3.0

off d 1.0±0.6 0.0 3.0

과 비번(p<.001), 초번과 밤번(p<.001), 초번과 비번(p<.001), 밤

번과 비번(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28. Sleep hours and subjective sleep quality within 1   

           month by shift                            (N=117)

† Kruskal-Wallis Test 

(3)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반적인 건강과 안녕

간호사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반적인 건강과 안녕은 Table 

29에서 제시하고 있다. 간호사들이 지각하는 소진은 내과병동

(74.5±12.8), 외과병동(69.6±13.7), 응급실(69.2±11.1), 중환자

실(60.6±17.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6). 사후 검정 결과, 내과병동과 중환자실(p=.001)에서 유

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나이에 따라서는 소진에 유의한 차이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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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p=.257).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전문학사(71.7±10.4)가 학사

학위(67.8±15.2)에 비해 소진이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는 아니었다(p=.279). 병동경력에 따라서는 경력이 높아질수록 소

진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577).

간호사들의 스트레스는 간호단위 4개 중에서는 내과병동

(70.1±12.7), 외과병동 (67.1±16.7), 응급실(66.0±15.5), 중환

자실(58.8±16.0)의 순으로 높았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p=.015). 사후 검정 결과, 내과병동과 중환자실(p=.029)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나이(p=.336)와 병동경력(p=.751)에 따라

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교육수준(p=.042)에 따라서는 유의

한 차이가 있었고 전문학사(72.4±12.5)의 스트레스가 학사학위 이

상(64.2±15.9)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울증상은 간호단위 4개 중에서는 내과병동(59.5±11.9), 외과

병동(53.5,±20.3) 응급실(50.4,±16.2) 중환자실(44.4±18.1)의 

순으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p=.013). 사후 검정 결

과, 내과병동과 중환자실(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나이

(p=.574)와 교육수준(p=.074), 병동경력(p=.734)에 따라서는 우

울증상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간호사들이 지각하는 수면장애는 4개의 간호단위(p=.092), 나이

(p=.429), 교육수준(p=.319), 병동경력(p=.332)에 따른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간호사들의 주관적 수면의 질은 4개

의 간호단위(p=.166), 나이(p=.125), 교육수준(p=.132), 병동경

력(p=.111)에 따른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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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Burnout Stress
Depressive 

symptoms

Sleep

troubles quality

M±SD M±SD M±SD M±SD

Unit type

  Medical ward a 74.5±12.8 70.1±12.7 59.5±11.9 55.3±18.4 10.8±3.2

  Surgical ward b 69.6±13.7 67.1±16.7 53.5±20.3 57.9±23.8 11.4±3.4

  Intensive care unit c 60.6±17.0 58.8±16.0 44.4±18.1 47.3±19.5 9.6±3.2

  Emergency room d 69.2±11.1 66.0±15.5 50.4±16.2 53.8±17.0 9.8±2.4

  F/H/U(p) 12.3(.006)† 10.5(.015)† 10.8(.013)
†

6.5(.092)† 5.1(.166)†

  Multiple comparison a>c a>c a>c

Age (year)

  22-24 71.3±12.1 67.8±13.8 53.2±16.5 51.0±21.2 10.3±2.8

  25-27 66.4±15.5 62.7±19.1 49.4±21.2 53.6±19.5 9.8±3.5

  ≥ 28 66.6±16.4 65.4±13.3 52.7±14.4 57.0±19.0 11.3±3.1

  F/H/U(p) 2.7(.257)† 2.2(.336)† 0.6(.574) 0.9(.429) 2.1(.125)

Education

  Associate degree a 71.7±10.4 72.4±12.5 58.8±15.8 57.4±19.7 11.3±2.8

  Bachelor’s degree  

  or higher b
67.8±15.2 64.2±15.9 50.6±17.7 52.9±20.1 10.2±3.2

  F/H/U(p)
1142.5(.279)

††
1267.0(.042)

††
1.8(.074) 1132.0(.319)

††
1196.5(.132)

††

  Multiple comparison a>b

Duration of unit 

experience (year)

  <1 70.9±13.7 67.2±14.5 53.5±17.6 50.8±21.2 9.9±3.0

  1≤  <3 67.6±13.2 64.4±15.7 50.4±17.6 53.5±18.9 10.1±3.0

  ≥ 3 66.6±16.9 64.7±17.1 51.5±18.1 56.3±20.3 11.3±3.4

  F/H/U(p) 1.1(.577)† 0.6(.751)† 0.3(.734) 2.2(.332)† 2.2(.111)

Table 29. General perceived health and well-be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17)

† Kruskal-Wallis Test †† Mann-Whitne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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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이 건강과 안녕에 미치는 영  

   향

1) 직무요구-직무자원과 건강 및 안녕의 상관관계

각 변수들의 전반적인 상호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

관계수를 구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Table 30). 본 연구에서 

활용된‘직무요구’, ‘직무자원’, 그리고 ‘건강과 안녕’과 관련

된 주요 변수들 중에서 전반적으로 지각된 변수들을 분석에 포함하

였고 근무시간, 보행수, 보행거리와 같은 교대근무별 변수들은 3교

대의 평균을 이용하였다. 간호사의 직무요구 중에서 3개 교대 근무

에서의 평균 근무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건강과 안녕 변수가 없었다. ‘3교대 근무 평균 보행

수’(r=-.193, p<.05)와 ‘3교대 평균 보행거리’(r=-.189, 

p<.05)는 주관적 수면의 질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간호사들

이 지각하고 있는‘양적 요구’는 소진(r=.514, p<.001), 스트레스

(r=.408, p<.001), 우울증상(r=.398, p<.001)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업무속도’는 소진(r=.403, p<.001), 스트레

스(r=.341, p<.001), 우울증상(r=.274, p<.01), 수면장애(r=.210, 

p<.05)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수면의 질(r=.264, 

p<.01)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인지적 요구’도 소진

(r=.273, p<.01), 스트레스(r=.347, p<.001), 우울증상(r=.318, 

p<.001), 수면장애(r=.200, p<.05)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수면의 질(r=.198, p<.05)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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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 요구’도 소진(r=.404, p<.001), 스트레스(r=.494, 

p<.001), 우울증상(r=.516, p<.001), 수면장애(r=.409, p<.001)

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수면의 질(r=.406, p<.001)

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감정은폐의 요구’도 소진

(r=.272, p<.01), 스트레스(r=.243, p<.01), 우울증상(r=.237, 

p<.05), 수면장애(r=.203, p<.05)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

었고 수면의 질(r=.219, p<.05)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동

료의 사회적 지지’는 수면의 질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r=-.220, p<.05)‘상급자의 사회적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건강과 안녕 변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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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d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3 shift average work 

hours
1

2. 3 shift average       

   number of steps
0.628*** 1

3. 3 shift average 

   distance traveled
0.625*** 0.981*** 1

4. Quantitative demands -0.026 -1.66 -0.205* 1

5. Work pace 0.027 -0.039 -0.058 0.357*** 1

6. Cognitive demands 0.007 -0.072 -0.082 0.407*** 0.447*** 1

7. Emotional demands -0.142 -0.178 -0.212* 0.504*** 0.413*** 0.549*** 1

8. Demands for hiding       

   emotions
-0.127 -0.139 -0.170 0.131 0.430*** 0.394*** 0.468*** 1

9. Social support from       

   colleagues
0.170 0.095 0.104 -0.044 -0.023 0.072 -0.046 -0.091 1

10. Social support from      

    supervisors
0.166 -0.008 -0.003 0.083 -0.004 0.007 -0.073 0.007 0.559*** 1

11. Burnout -0.108 -0.065 -0.098 0.514*** 0.403*** 0.273** 0.404*** 0.272** -0.159 0.038 1

12. Stress -0.031 0.022 -0.018 0.408*** 0.341*** 0.347*** 0.494*** 0.243** -0.004 0.042 0.683*** 1

13. Depressive symptoms -0.080 -0.095 -0.121 0.398*** 0.274** 0.318*** 0.516*** 0.237* -0.088 0.004 0.625*** 0.751*** 1

14. Sleeping troubles -0.039 -0.107 -0.083 0.165 0.210* 0.200* 0.409*** 0.203* -0.074 -0.077 0.400*** 0.421*** 0.373*** 1

15. Sleep quality -0.143 -0.193* -0.189* 0.155 0.264** 0.198* 0.406*** 0.219* -0.220* -0.007 0.428*** 0.374*** 0.358*** 0.628*** 1

Table 30. Correlation between general job demands, job resources and general health and          

            well-being                                                                     (N=117)

Note: *p< .05,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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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사의 교대근무별 직무요구가 교대근무별 건강과 안녕에 미  

   치는 영향

간호사의 교대근무별 직무요구와 교대근무별 건강 및 안녕과의 

관계는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통해 분석하였다

(Table 31). 낮번 근무 식사여부(LR=.014)와 밤번 수면의 질

(LR=.012)을 예측하는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모형들은 통계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상

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낮번 식사 여부에서 학사학위 이상이 식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전문학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OR=0.226, p=.013). 초번 휴식 여부에서는 학사학위 이상이 휴

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전문학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OR=0.258, p=.035). 초번 수면의 질은 근

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좋아질 가능성이 높았다(OR=1.661, 

p=.037). 밤번 식사 여부는 나이가 많을수록 식사를 할 가능성이 

낮았고(OR=0.728, p=.015), 병동경력이 많을수록 식사를 할 가능

성이 높았다(OR=1.024, p=.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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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d variables

Day 

Odds Ratio(p)

Evening 

Odds Ratio(p)

Night 

Odds Ratio(p)

eating 
‡

resting 
‡

sleep quality
‡‡

eating 
‡

resting 
‡

sleep quality
‡‡

eating 
‡

resting 
‡

sleep quality
‡‡

Day

/Evening

/Night 

shift

  

work hours 0.748(.201) 0.817(.348) 0.883(.565) 1.088(.728) 0.873(.574) 1.661(.037) 0.723(197) 0.684(.124) 0.995(.984)

number of steps 1.000(.295) 1.000(.493) 1.000(.483) 1.000(.947) 1.000(.430) 1.000(.664) 1.001(.123) 1.000(.869) 1.000(.320)

distance traveled 
1.000(.536)

1.000(.482) 1.000(.471) 1.000(.830) 1.000(.425) 1.000(.634) 0.999(.214) 1.000(.803) 1.001(.282)

Age 1.196(.213) 1.026(.828) 1.008(.947) 1.038(.758) 0.909(.447) 0.980(.868) 0.728(.015) 0.862(.243) 0.733(.079)

Education

(Associate degree vs.  

Bachelor’s degree)

0.226(.013) 0.409(.128) 0.937(.907) 0.541(.273) 0.258(.035) 1.465(.499) 1.294(.670) 0.444(.156) 0.148(.080)

Unit experience 0.989(.411) 1.002(.831) 0.992(.505) 1.005(.677) 1.014(.208) 0.999(.917) 1.024(.048) 1.010(.406) 1.006(.743)

likelihood ratio 0.014 0.426 0.817 0.284 0.294 0.261 0.063 0.469 0.012

Table 31. Relationship between shift-specific job demands and shift-specific health and            

             well-being                                                                    (N=117)

Note: ‡Yes vs. No(ref) ‡‡Good vs. Bad(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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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사가 지각하는 전반적인 직무요구가 전반적인 건강과 안녕  

   에 미치는 영향

간호사의 전반적인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지각된 전반적

인 직무요구, 직무자원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32). 회귀모형의 설명력(R²)은 소진(44.4%), 스트레스

(34.4%), 우울증상(36.4%), 수면장애(23.3%), 주관적 수면의 질

(29.3%)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나타났다. 각 회귀모형들은 소진

(F=6.33, p<.001), 스트레스(F=4.15, p<.001), 우울증상

(F=4.53, p<.001), 수면장애(F=2.40, p=.007), 주관적 수면의 질

(F=3.29, p<.001)을 예측하는 회귀모형으로서 적합하였다. 평균 

보행수(VIF=29.962)와 평균 보행거리(VIF=30.689)의 경우 다중

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외의 다른 변수들은 모두 

분산확대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0보다 낮아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평균 보행수와 평균 보행거리 

중 하나를 제거하고 분석해보았을 때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어지

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나 다른 결과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두 변수 모두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변수들이

기 때문에 분석에 포함하였다.

간호사들이 지각하고 있는 소진에는 양적 요구(β=0.276, 

p=.003), 업무속도(β=0.215, p=.025), 동료의 사회적 지지(β

=-0.228, p=.021)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요구

가 많고 업무속도가 빠를수록 소진이 높아지고 동료의 사회적 지지

가 높을수록 소진은 낮아지는 것이다. 스트레스는 감정적 요구(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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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4, p=.004)가 높을수록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

울증상은 감정적 요구(β=0.497, p<.001)가 높을수록, 그리고 병

동경력(β=-0.221, p=.009)이 낮을수록 높아졌다. 수면장애에는 

3교대 평균 보행수(β=-0.007, p=.016), 3교대 평균 보행거리(β

=0.010, p=.030), 감정적 요구(β=0.600, p<.001)가 영향을 미

쳤다. 즉 보행거리가 많고 감정적 요구가 많을수록 수면장애를 많이 

경험하고 보행수가 많을수록 수면장애를 적게 경험하였다. 주관적인 

수면의 질은 감정적 요구(β=0.095, p<.001)가 높을수록 낮아지고 

동료의 사회적 지지(β= -0.074, p=.002)가 높아질수록 높아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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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d variables

Burnout

Coefficient(p)

Stress

Coefficient(p)

Depressive 

symptoms

Coefficient(p)

Sleeping 

troubles

Coefficient(p)

Subjective 

sleep quality

Coefficient(p)

Tolerance VIF

3 shift average work hours -3.405(.085) -2.297(.316) -1.126(.657) 2.265(.474) -0.101(.832) 0.558 1.792

3 shift average number of steps 0.001(.563) 0.003(.166) 0.001(.703) -0.007(.016) -0.0004(.308) 0.033 29.962

3 shift average distance traveled -0.001(.627) -0.004(.268) -0.002(.569) 0.010(.030) 0.0004(.507) 0.033 30.689

Quantitative demands 0.276(.003) 0.118(.258) 0.075(.514) -0.085(.553) -0.036(.095) 0.551 1.815

Work pace 0.215(.025) 0.108(.327) 0.020(.872) 0.076(.618) 0.036(.123) 0.650 1.589

Cognitive demands 0.016(.881) 0.098(.429) 0.093(.499) -0.062(.716) 0.001(.967) 0.561 1.781

Emotional demands 0.135(.177) 0.344(.004) 0.497(<.001) 0.600(<.001) 0.095(<.001) 0.492 2.032

Demands for hiding emotion 0.070(.450) 0.010(.928) 0.008(.950) 0.047(.756) -0.014(.543) 0.604 1.656

Social support from colleagues -0.228(.021) -0.018(.872) -0.148(.239) -0.064(.683) -0.074(.002) 0.613 1.632

Social support from supervisor 0.086(.331) 0.038(.715) 0.036(.755) -0.085(.547) 0.039(.073) 0.566 1.767

Age -0.351(.612) 0.304(.706) 1.192(.183) 0.047(.967) 0.131(.434) 0.228 4.378

Education
(Associate degree vs. 
Bachelor’s degree)

-2.204(.509) 4.468(.251) 4.292(.319) 2.319(.665) 0.089(.912) 0.836 1.197

Unit experience -0.083(.200) -0.089(.238) -0.221(.009) -0.072(.488) -0.022(.164) 0.200 4.989

F 6.33(<.001) 4.15(<.001) 4.53(<.001) 2.40(.007) 3.29(<.001)

R² 0.444 0.344 0.364 0.233 0.293

ΔR² 0.374 0.261 0.283 0.136 0.204

Table 32.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perceived job demands, job resources and general health   

           and well-being                                                                  (N=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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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무요구와 건강 및 안녕과의 관계에서의 직무자  

   원의 효과

간호사들의 직무요구와 건강 및 안녕과의 관계에서의 직무자원의 

효과와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간호사들을 직무요

구, 직무자원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직무요구 중에서

는 건강과 안녕 변수들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 감정적 요

구를 선택하였고 직무자원은 동료의 사회적 지지와 상급자의 사회

적 지지를 각각 분석에 포함하였다. 직무요구-직무자원에 따른 4개

의 그룹은 직무요구는 낮고 직무자원은 높은 그룹(low-high), 직무

요구는 낮고 직무자원도 낮은 그룹(low-low), 직무요구는 높고 직

무자원도 높은 그룹(high-high), 직무요구는 높고 직무자원은 낮은 

그룹(high-low)로 분류(이하 그룹 LH, LL, HH, HL)하였다. 이론

적으로는 LH, LL, HH, HL의 순으로 바람직한 직무요구-직무자원

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라고 볼 수 있다.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의 높

고 낮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요구(75.0), 동료의 사회적 

지지(66.7), 상급자의 사회적 지지(66.7) 각 변수의 중위수를 기준

으로 하였다. 

1) 감정적 요구-동료의 사회적 지지와 간호사의 전반적인 건강 및  

   안녕과의 관계

직무요구(감정적 요구)-직무자원(동료의 사회적 지지)에 따라 

분류된 4개의 그룹을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별로 Table 33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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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다. 그룹 LH는 18명, 그룹 LL은 32명, 그룹 HH는 28명, 

그룹 HL은 39명으로 분류되었다. 간호단위 4개에 따라서 그룹 LH

에 중환자실(n=10, 55.6%)이 가장 많았고 응급실(n=4, 22.2%), 

외과병동(n=3, 16.7%), 내과병동(n=1, 5.6%)의 순으로 포함되었

다. 그룹 LL에는 외과병동(n=10, 31.3%), 중환자실(n=9, 

28.1%), 응급실(n=9, 28.1%), 내과병동(n=4, 12.5%)의 순으로 

많이 포함되었다. 그룹 HH에는 응급실(n=9, 32.1%), 내과병동

(n=7, 25.0%), 외과병동,(n=7, 25.0%) 중환자실(n=5, 17.9%)의 

순으로 많이 포함되었다. 그룹 HL에는 내과병동(n=15, 38.5%), 

외과병동(n=10, 25.6%), 응급실(n=8, 20.5%), 중환자실(n=6, 

15.4%)의 순으로 많이 포함되었다. 내과병동 간호사들은 주로 직무

요구가 높은 그룹으로 분류가 되었고, 외과병동 간호사들은 대체로 

직무자원이 낮은 그룹에 포함되었다.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직무요구

가 낮은 그룹에 많이 포함되었고 응급실 간호사들은 대체로 직무요

구는 높고 직무자원은 낮은 그룹에 많이 포함되었다.

나이에 따른 분포를 보면, 그룹 LH에는 22-24세(n=10, 

55.6%), 25-27세(n=6, 33.3%), 28세 이상(n=2, 11.1%)의 순

으로 많이 포함되었다. 그룹 LL는 22-24세(n=11, 34.4%), 

25-27세(n=11, 34.4%), 28세 이상(n=10, 31.3%)에서 고르게 

포함되었다. 그룹 HH는 22-24세(n=10, 35.7%), 25-27세

(n=10, 35.7%), 28세 이상(n=8, 28.6%)에서 고르게 포함되었다. 

그룹 HL는 22-24세(n=14, 35.9%), 25-27세(n=13, 33.3%), 

28세 이상(n=12, 30.8%)의 순으로 포함되었다. 대체로 나이가 적

은 간호사들이 직무요구가 높고 직무자원이 낮은 그룹에 포함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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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그룹 LH에는 모두 학사학위 이상이 포함되

었다. 그룹 LL, HH, HL에는 모두 학사학위 이상이 80% 이상이고 

전문학사는 그룹 HL (n=7, 18.0%)에 가장 많고 그룹 HH (n=4, 

14.3%)에서 가장 적었다.

병동경력에 따라서는 그룹 LH에는 1년 미만(n=11, 61.1%), 1

년 이상 3년 미만(n=5, 27.8%), 3년 이상(n=2, 11.1%)의 순으로 

포함되었다. 그룹 LL에는 1년 미만(n=12, 37.5%), 1년 이상 3년 

미만(n=11, 34.4%), 3년 이상(n=9, 28.1%)의 순으로 포함되었고 

그룹 HH에는 1년 이상 3년 미만(n=14, 50.0%), 3년 이상(n=9, 

32.1%), 1년 미만(n=5, 17.9%)의 순으로 포함되었다. 그룹 HL에

서는 3년 이상(n=17, 43.6%), 1년 이상 3년 미만(n=13, 

33.3%), 1년 미만(n=9, 23.1%)의 순으로 포함되었다. 대체로 병

동경력이 많을수록 직무요구가 높은 그룹에 포함이 되었다. 감정적 

요구를 직무요구의 대표 변수로 선정하여 분석한 점을 감안하였을 

때, 병동경력이 많을수록 감정적 요구가 많은 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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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Categories

n(%)

LH

(n=18)

LL

(n=32)

HH

(n=28)

HL

(n=39)
Total

Unit type

  Medical ward 1(5.6) 4(12.5) 7(25.0) 15(38.5) 27(23.1)

  Surgical ward 3(16.7) 10(31.3) 7(25.0) 10(25.6) 30(25.6)

  Intensive care unit 10(55.6) 9(28.1) 5(17.9) 6(15.4) 30(25.6)

  Emergency room 4(22.2) 9(28.1) 9(32.1) 8(20.5) 30(25.6)

Age (year)

  22-24 10(55.6) 11(34.4) 10(35.7) 14(35.9) 45(38.5)

  25-27 6(33.3) 11(34.4) 10(35.7) 13(33.3) 40(34.2)

  ≥ 28 2(11.1) 10(31.3) 8(28.6) 12(30.8) 32(27.4)

Education

  Associate degree 0(0) 6(18.8) 4(14.3) 7(18.0) 17(14.5)

  Bachelor’s degree or higher 18(100.0) 26(81.3) 24(85.7) 32(82.1) 100(85.5)

Duration of unit experience 

(year)

  <1 11(61.1) 12(37.5) 5(17.9) 9(23.1) 37(31.6)

  1≤  <3 5(27.8) 11(34.4) 14(50.0) 13(33.3) 43(36.8)

  ≥ 3 2(11.1) 9(28.1) 9(32.1) 17(43.6) 37(31.6)

Table 33. Comparison of four groups (emotional              

              demands-social support from colleagu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17)

Note: Group LH, LL, HH, HL were categorized by the level (high vs. low)  

      of job demands and job resources (example, LH=low emotional       

      demands and high social support from colleagues)

직무요구(감정적 요구)-직무자원(동료의 사회적 지지)에 따라 

분류된 4개 그룹의 건강과 안녕 결과의 그룹 간 차이 비교는 Table 

34와 Figure 8에서 제시하고 있다. 소진은 그룹 HL (73.6±13.9), 

HH (69.4±13.9), LL (64.8±13.1), LH (61.5±16.6)의 순으로 

높게 인식되고 있었고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하였다(p=.009). 사

후 검정에서는 그룹 LH와 HL (p=.017)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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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는 그룹 HL (70.8±14.4), HH (68.8±14.5), LL 

(60.0±16.2), LH (58.0±14.3)의 순으로 높게 인식되고 있었고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하였다(p=.002). 사후 검정을 통해서는 그

룹 LH와 HL (p=.016), 그룹 LL과 HL (p=.015)에서 유의한 차

이가 확인되었다.

우울증상은 그룹 HL (59.3±15.2), HH (54.5±16.4), LL 

(46.9±17.5), LH (39.9±16.9)의 순으로 높게 인식되고 있었고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하였다(p<.001). 사후 검정 결과, 그룹 LH

와 HH (p=.025), 그룹 LH와 HL (p<.001), 그룹 LL과 HL 

(p=.012)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수면장애는 그룹 HL (60.9±20.3), HH (56.0±20.5), LL 

(47.5±18.0), LH (44.4±16.5)의 순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3). 사후 검정을 

통해 그룹 LH와 HL (p=.016), 그룹 LL와 HL (p=.020)에서 유

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직무요구(감정적 요구)-직무자원(동료의 사회적 지

지)을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건강과 안녕의 결과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이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그룹에서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건강과 안녕의 결과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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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Burnout Stress
Depressive 

symptoms

Sleeping 

troubles

M±SD M±SD M±SD M±SD

LH a 61.5±16.6 58.0±14.3 39.9±16.9 44.4±16.5

LL b 64.8±13.1 60.0±16.2 46.9±17.5 47.5±18.0

HH c 69.4±13.9 68.8±14.5 54.5±16.4 56.0±20.5

HL d 73.6±13.9 70.8±14.4 59.3±15.2 60.9±20.3

F/H (p) 11.5(.009)† 14.5(.002)† 7.1(<.001) 14.0(.003)†

Multiple comparison a<d a,b<d a,b<d, a<c a,b<d

Table 34. Perceived health and well-being according to four  

          groups (emotional demands-social support from     

          colleagues)                                (N=117)

† Kruskal-Wallis Test 

Note: Group LH, LL, HH, HL were categorized by the level (high vs. low)  

      of job demands and job resources (example, LH=low emotional       

      demands and high social support from colleag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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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Perceived health and well-being by four groups    

         (emotional demands-social support from colleagues)

2) 감정적 요구-상급자의 사회적 지지와 간호사의 전반적인 건강  

   및 안녕과의 관계

직무요구(감정적 요구)-직무자원(상급자의 사회적 지지)에 따라 

분류된 4개의 그룹을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별로 Table 35에서 제

시하고 있다. 그룹 LH는 17명, 그룹 LL은 33명, 그룹 HH는 18명, 

그룹 HL은 49명으로 분류되었다. 간호단위 4개에 따라서는 그룹 

LH에 중환자실(n=7, 41.2%)이 가장 많았고 외과병동(n=5, 

29.4%), 응급실(n=3, 17.7%), 내과병동(n=2, 11.8%)의 순으로 

포함되었다. 그룹 LL에는 중환자실(n=12, 36.4%), 응급실(n=10, 

30.3%), 외과병동(n=8, 24.2%), 내과병동(n=3, 9.1%)의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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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포함되었다. 그룹 HH에는 외과병동(n=7, 38.9%), 내과병동

(n=4, 22.2%), 중환자실(n=4, 22.2%), 응급실(n=3, 16.7%)의 

순으로 많이 포함되었다. 그룹 HL에는 내과병동(n=18, 36.7%), 

응급실(n=14, 28.6%), 외과병동(n=10, 20.4%), 중환자실(n=7, 

14.3%)의 순으로 많이 포함되었다. 내과병동 간호사들은 주로 직무

요구가 높으면서 직무자원이 낮은 그룹으로 분류가 되었고, 외과병

동 간호사들은 대체로 직무요구가 높은 그룹에 포함되었다. 중환자

실 간호사들은 직무자원이 낮은 그룹에 많이 포함되었고 응급실 간

호사들은 대체로 직무자원이 낮은 그룹에 많이 포함되었다.

나이에 따른 분포를 보면, 그룹 LH에는 22-24세(n=12, 

70.6%), 25-27세(n=4, 23.5%), 28세 이상(n=1, 5.9%)의 순으

로 많이 포함되었다. 그룹 LL는 25-27세(n=13, 39.4%), 28세 

이상(n=11, 33.3%), 22-24세(n=9, 27.3%)의 순으로 많이 포함

되었다. 그룹 HH는 22-24세(n=7, 38.9%), 25-27세(n=7, 

38.9%), 28세 이상(n=4, 22.2%)의 순으로 포함되었다. 그룹 HL

는 22-24세(n=17, 34.7%), 25-27세(n=16, 32.7%), 28세 이

상(n=16, 32.7%)의 순으로 고르게 포함되었다. 대체로 28세 이하 

간호사들이 직무자원이 높은 그룹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그룹 LH, LL, HH, HL에는 모두 학사학위 

이상이 80% 이상이고 전문학사는 그룹 HL (n=8, 16.3%)에 가장 

많고 그룹 LH, LL, HH에서 동일한 수가 포함되었다(n=3).

병동경력에 따라서는 그룹 LH에는 1년 미만(n=12, 70.6%), 1

년 이상 3년 미만(n=4, 23.5%), 3년 이상(n=1, 5.9%)의 순으로 

포함되었다. 그룹 LL에는 1년 이상 3년 미만(n=12, 36.4%),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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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Categories

n(%)

LH

(n=17)

LL

(n=33)

HH

(n=18)

HL

(n=49)
Total

Unit type

  Medical ward 2(11.8) 3(9.1) 4(22.2) 18(36.7) 27(23.1)

  Surgical ward 5(29.4) 8(24.2) 7(38.9) 10(20.4) 30(25.6)

  Intensive care unit 7(41.2) 12(36.4) 4(22.2) 7(14.3) 30(25.6)

  Emergency room 3(17.7) 10(30.3) 3(16.7) 14(28.6) 30(25.6)

Age (year)

  22~24 12(70.6) 9(27.3) 7(38.9) 17(34.7) 45(38.5)

  25~27 4(23.5) 13(39.4) 7(38.9) 16(32.7) 40(34.2)

  ≥ 28 1(5.9) 11(33.3) 4(22.2) 16(32.7) 32(27.4)

Education

  Associate degree 3(17.7) 3(9.1) 3(16.7) 8(16.3) 17(14.5)

  Bachelor’s degree or higher 14(82.4) 30(90.9) 15(83.3) 41(83.7) 100(85.5)

Duration of unit experience 

(year)

  <1 12(70.6) 11(33.3) 6(33.3) 8(16.3) 37(31.6)

  1≤  <3 4(23.5) 12(36.4) 8(44.4) 19(38.8) 43(36.8)

  ≥ 3 1(5.9) 10(30.3) 4(22.2) 22(44.9) 37(31.6)

미만(n=11, 33.3%), 3년 이상(n=10, 30.3%)의 순으로 고르게 

포함되었고 그룹 HH에는 1년 이상 3년 미만(n=8, 44.4%), 1년 

미만(n=6, 33.3%), 3년 이상(n=4, 22.2%)의 순으로 포함되었다. 

그룹 HL에서는 3년 이상(n=22, 44.9%), 1년 이상 3년 미만

(n=19, 38.8%), 1년 미만(n=8, 16.3%)의 순으로 포함되었다. 대

체로 병동경력이 많을수록 직무자원이 낮은 그룹에 포함이 되었다. 

따라서 병동경력이 많을수록 상급자의 사회적 지지가 적은 그룹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35. Comparison of four groups (emotional              

              demands-social support from supervisor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17)

Note: Group LH, LL, HH, HL were categorized by the level (high vs. low)  

      of job demands and job resources (example, LH=low emotional       

      demands and high social support from supervi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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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요구(감정적 요구)-직무자원(상급자의 사회적 지지)에 따라 

분류된 4개 그룹의 건강과 안녕 결과의 그룹 간 차이 비교는 Table 

36과 Figure 9에서 제시하고 있다. 소진은 그룹 HH 

(73.3±14.0), HL (71.3±14.0), LH (67.6±11.9), LL 

(61.6±15.2)의 순으로 높게 인식되고 있었고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하였다(p=.006). 사후 검정에서는 그룹 LL과 HH (p=.024), 

LL과 HL (p=.012)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났다.

스트레스는 그룹 HH (72.6±16.1), HL (69.0±13.7), LH 

(62.1±14.1), LL (57.8±16.1)의 순으로 높게 인식되고 있었고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하였다(p=.002). 사후 검정을 통해서는 그

룹 LL과 HH (p=.005), 그룹 LL과 HL (p=.006)에서 유의한 차

이가 확인되었다.

우울증상은 그룹 HL (57.4±14.1), HH (56.9±20.1), LH 

(44.5±14.3), LL (44.3±19.1)의 순으로 높게 인식되고 있었고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하였다(p=.003). 사후 검정 결과, 그룹 LH

와 HL (p=.035), 그룹 LL과 HH (p=.052), 그룹 LL과 HL 

(p=.004)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수면장애는 그룹 HH (61.8±20.9), HL (57.8±20.3), LL 

(47.0±16.5), LH (45.2±19.3)의 순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4). 사후 검정을 

통해 그룹 LL와 HH (p=.047)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직무요구(감정적 요구)-직무자원(상급자의 사회적 지

지)을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건강과 안녕의 결과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동료의 사회적 지지로 분류된 그룹과는 달리 이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그룹에서 반드시 건강과 안녕의 결과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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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Burnout Stress
Depressive 

symptoms

Sleeping 

troubles

M±SD M±SD M±SD M±SD

LH a 67.6±11.9 62.1±14.1 44.5±14.3 45.2±19.3

LL b 61.6±15.2 57.8±16.1 44.3±19.1 47.0±16.5

HH c 73.3±14.0 72.6±16.1 56.9±20.1 61.8±20.9

HL d 71.3±14.0 69.0±13.7 57.4±14.1 57.8±20.3

H (p) 12.5(.006)† 14.6(.002)† 13.7(.003)† 13.3(.004)†

Multiple comparison b<c,d b<c,d a,b<d, b<c b<c

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특히, 직무요구가 낮으면서 직무자원에만 차

이가 있는 그룹 LH-LL과 직무요구가 높으면서 직무자원에만 차이

가 있는 그룹 HH-HL을 비교해보았을 때, 소진, 스트레스, 우울증

상은 오히려 직무자원이 높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높

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36. Perceived health and well-being according to four  

          groups (emotional demands-social support from     

          supervisors)                               (N=117)

† Kruskal-Wallis Test 

Note: Group LH, LL, HH, HL were categorized by the level (high vs. low)  

      of job demands and job resources (example, LH=low emotional       

      demands and high social support from supervi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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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Perceived health and well-being by four groups    

        (emotional demands-social support from supervi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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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 의

1. 간호사의 직무요구

1) 간호사인력 배치수준과 담당 환자수

본 연구에 참여한 병동들과 간호사들의 간호인력 배치수준을 조

사하였을 때, 근무 당 간호사 대 환자의 비가 일반병동의 경우에는

1:9.4에서 최대 1:12.1까지였고, 중환자실의 경우 1:2.5, 1:3.2, 응

급실은 1:16.9, 1:19.3이었다. 실제로 조사에 참여했던 간호사들이 

낮번, 초번, 밤번 근무를 하면서 자신의 담당 환자수를 기록한 내용

을 분석한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일반 병동의 간호사가 낮

번 근무를 하면서 평균 9.6명, 초번 11.7명, 밤번 12.5명을 담당하

고 있었으며, 그 중 환자의 상태변화가 있는 비율이 낮번의 경우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 참여한 병원들은 간호등

급 차등제에서 2등급에 해당되는 상급종합병원들로 한국 병원들 가

운데 간호등급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들이 실제로 근무를 하면서 담당하는 환자의 수가 평균 10명 이상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운

영하고 있는 의무적 간호사 대 환자 비 최소 규정(mandatory 

minimum nurse-to-patient ratios regulation)에서는 내�외과 단

위에서 간호사가 근무조별로 담당할 수 있는 환자의 최소 기준을 

1:5로 법제화하였는데(Mark, Harless, Spetz, Reiter, & Pink, 

2013) 이러한 기준과 비교했을 때,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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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배 이상 많은 환자들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본격적

으로 제도화하여 작년에 시행하기 시작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

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간호단위보다는 더 많은 간호인력을 

확충함으로써 기본 간호를 포함한 전인간호를 간호사들이 직접 수

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간호·간병 통합서

비스를 시행하기에 앞서,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간호인력 배치수준

에 대한 논란도 있어왔다. 최근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 간호사들이 

환자 간호에 투입하고 있는 간호시간과 보호자, 간병인이 투입하고 

있는 간호시간을 합하여 계산하였을 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수

행하기에 적절한 간호사 대 환자의 비는 대략 1:5이며 1:8 이하의 

기준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조성현 등, 2017). 영국

의 경우, 일반 간호단위에서도 1:8 이하가 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으로 제시하고 있다(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updated July 2014). 이와 같이 간호인력과 관련하여 

각기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배치기준들이나 실제 사례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본 연구에 참여한 병원의 간호사 배치수준이 높지는 

않으며 이에 따라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또한 간호사들이 환자 간호를 하면서 환자의 상태변화를 경험하

고 그에 따라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간호요구와 추가적인 업무들에 

대한 조사는 앞으로도 간호사의 직무요구를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

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지표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 담당 환자수와 함께 그 중에서 상태변화가 있었던 환자의 수를 

병원 간호사들의 교대근무별 직무요구로 조사하여 전체적인 직무요

구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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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간호단위 중 일반병동 4단위를 분석했을 때, 대체로 근무조별 간

호사 1인 당 담당 환자의 수와 그 중 상태변화가 발생된 환자의 수

는 대체로 외과병동에서 내과병동에 비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

다. 그러나 일반병동과 특수병동에서의 환자 특성과 진료 형태 등의 

특성 차이로 인하여 직접적인 비교 분석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는다. 

2) 간호사의 근무시간과 신체활동

본 연구에서는 교대근무별 직무요구로 간호사의 근무시간과 신체

활동인 근무 중 보행수, 보행거리를 측정하였다. 근무시간은 4개의

간호단위 특성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나이와 병동

경력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경력은

적을수록 근무시간이 길었다. 하루 근무시간은 규정 상 8시간이지만

대부분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었고 초과 근무시간은 밤번 근무

에서 낮번과 초번에 비해 길었다. 따라서 간호단위에 따라, 그리고

간호사들의 나이와 경력에 따라 간호사들의 초과 근무시간에 차이

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간호사들이 근무 당 평균 9.4시간을 근무하면서 걸은 평균 보행

수는 9,360보, 보행거리는 5.79km로 나왔는데 이는 외국에서 간호

사들을 대상으로 보행수와 보행거리를 측정한 연구결과(Welton et 

al., 2006)에 비해 보행수는 많으나 보행거리가 짧은 것으로 나와

보폭의 차이와 같은 신체조건의 차이에서 비롯된 차이일 것으로 해

석된다. 또 다른 국외 연구에서는 간호사들의 근무시간 10시간 동

안의 보행거리를 측정하였는데(Hendrich, Chow, Skierczyns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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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 2008)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보행거리 보다 짧은 측정값을 나타

냈다. 간호사들의 낮번 보행거리가 밤번 보행거리에 비해 길다는 것

은 본 연구와 2개의 선행 연구에서 동일한 결과로 확인되었다

(Hendrich et al., 2008; Welton et al., 2006). 일반인을 대상으

로 신체활동을 측정한 국외 연구에서는 여성의 하루 평균 보행수가

8,385보로 나왔으며 20세에서 39세 여성의 하루 평균이 8,875보

로 측정되었다(Colley et al., 2011). 비슷한 연구를 시행한 또 다

른 국외 연구에서는 하루 평균 7,500보에서 9,999보는 다소 활동

적, 10,000보에서 12,499보는 활동적, 12,500보 이상은 매우 활동

적으로 구분을 하였는데 여성의 하루 평균 보행수는 6,486보로 평

균적으로 신체활동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Tudor-Locke, 

Brashear, Johnson, & Katzmarzyk, 2010). 일반 건강인들을 대

상으로 시행된 이러한 연구 결과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간호사들의

하루 평균 보행수는 일반인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

다. 간호사들은 제한된 근무시간 동안, 제한된 공간에서의 평균 보

행수가 9,000보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간호단위 간 보행수를 비교하였을 때, 응급실 다음으로 중환자실의

보행수가 많았다는 점이다. 일반병동들에 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보행수가 많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일반적으로

동선이 길고 더 많은 환자를 담당하는 일반병동 간호사들의 보행수

가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반병동에

비해 짧은 동선 안에 있는 중환자실의 간호사들이 훨씬 더 많은 보

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나이가 적을수록, 병동

경력이 적을수록 보행수가 많게 나온 결과는 일반적으로 예측해볼

수 있는 결과이다. 병동경력이 1년 미만인 간호사의 평균 보행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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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만 1천 보 이상이었고, 3년 이상의 경우 약 7천 보였는데 즉 1

년 미만 경력의 간호사들은 3년 이상 경력의 간호사들이 걷는 양의 

약 40%만큼을 더 많이 걷는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차이는 경력에 

따른 역량의 차이, 역할의 차이에서 비롯될 것이다. 예를 들어, 1년 

미만 경력의 간호사들이 더 긴 경력을 가진 간호사들에 비해 직접 

간호에 투입하는 시간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고, 경험 부족으로 인

해 필요 물품을 빠뜨려 여러 번 준비실과 병실을 오가면서 보행수

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1년 미만 경력 간호사의 평균 근무

시간이 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인수인계 준비, 물

품 준비를 하면서 보행수가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의 시간당 보행수, 보행거리는 근무 중 신체활동의 강도를 

측정하고자 간호사의 근무시간과 총 보행수, 보행거리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들의 3교대 평균 시간당 보행수는 

987보로 국외의 선행연구보다 200보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Welton, Decker, Adam, & Zone-Smith, 2006). 간호사들의 3

교대 평균 시간 당 보행거리도 본 연구에서의 결과가 선행 연구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Welton et al., 2006), 특히 낮번, 밤

번의 평균 시간당 보행거리와 최소, 최대 보행거리를 비교해보았을 

때에도 모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Hendrich, Chow, 

Skierczynski, & Lu, 2008).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한국 간호사들

의 근무 중 전체적인 신체활동뿐만 아니라, 신체활동의 강도 또한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간호사의 업무는 보행수와 보행거

리와 같은 신체활동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들어올리기, 

침상 끌기, 휠체어 밀기, 무거운 기기 또는 물품 들어서 옮기기 등

의 다양한 신체활동이 요구된다. 업무 중 요구되는 신체활동은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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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에서 담당하고 있는 환자들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차이를 나타

내기 때문에 간호단위와 환자의 특수성에 따른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들에게 요구되는 다양하고 특수한 신체활동을 조

사하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신체활동을 조사하여 비교하였

다. 따라서 더 강도 높은 신체활동들에 대한 조사와 응급실, 중환자

실과 같은 특수병동에서 요구되는 신체활동의 종류와 강도 등을 조

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3) 간호사가 지각하는 직무요구

연구에 참여한 병원 간호사들이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직무

에서의 양적 요구, 업무속도, 감정적 요구는 국내 간호사들을 대상

으로 조사한 선행연구(Cho et al., 2014)와 매우 비슷한 결과를 나

타냈다.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의 결과와 비교를 했

을 때, 간호사 직무의 양적 요구, 업무속도, 감정적 요구가 훨씬 높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전경자와 최은숙, 2013). 간호단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직무의 양적 요구와 업무속도, 감정적 요구, 

감정은폐 요구가 일반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에게 상당히 높게

인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응급실에서는 빠른 업무속도를 필

요로 하며 중환자실에서는 다른 간호단위에 비해 감정적 요구가 적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양적 요구의 경우 내과병동, 외과병동, 응

급실, 중환자실의 순서로 높게 인식을 하고 있어 실제로 보행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간호단위와는 일치를 하지 않았고 보행수가 많

은 간호단위에서는 보행수가 적은 단위에 비해 양적 업무를 적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들의 업무 중에서 양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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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높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업무와 신체활동을 높이는 업무가 다르

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호사들의 신체활동을 높이는 업무는 직접 간

호와 관련된 업무들일 것이다. 조성현 등(2017)의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가 제공하는 직접 간호 중에 가장 많은 제공 시간을 차지하

는 간호행위는 활력징후 측정, 정맥 내 투약, 환자교육, 정맥수액 주

입과 관리 등이었는데, 이러한 직접 간호 제공에 투입되는 시간은 

간접 간호에 비해 약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사

들이 양적으로 업무가 많다고 인식을 하는 업무는 많은 시간을 투

입하고 있는 간접 간호 시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예

측이 가능할 것이다. 감정적 요구 또한 양적 요구와 마찬가지로 어

떠한 업무에서 감정적인 부담을 더 많이 느끼는 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신체활동을 요구하는 업무들이 많은 경우 오히려 감정적 

부담은 적어진다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환자에 대한 감정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직접 간호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었다는 해석도 가능

하기 때문이다.

2. 간호사의 직무자원

본 연구에서 간호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동료의 사회적 지지와 상

급자의 사회적 지지는 사무직 근로자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전경

자와 최은숙, 2013). 본 연구에서 조사된 직무 자원의 경우에는 업

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보다는 인간관계 또는 상급자의 리더십

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으로는 예측해볼 수 있겠다. 동료의 사회적

지지는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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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급자의 사회적 지지는 나이가 많을수록, 병동경력이 많을수록

낮은 것으로 인식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나이가 많아지고

병동에서의 경력이 3년 이상으로 높아질수록 상급자의 수가 줄어들

기도 하고 상급자의 지지를 받기보다는 후배 간호사들을 지지해주

는 역할이 더 많아지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직무요구의 

효과와 역할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게 위해 직무요구-직무자원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분류를 하여 분석을 하였을 때, 동료의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경우 모든 건강과 안녕의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급자의 사회적 지지는 오히려 역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소진, 스트레스, 수면장애는 

직무요구가 낮고 적음에 관계없이 상급자의 사회적 지지가 높은 그

룹에서 더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즉 간호사들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상급자의 관심 표현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가 어렵

다. 상급자의 간호사들에 대한 관심과 지지는 직접적인 도움과 스트

레스 해소로 이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동료의 경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즉각적으로 업무의 부담을 해소해주거나 좀 더 

효과적인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간

호사들에게 업무상에 문제는 없는지, 업무 수행을 잘했는지를 질문

했을 때, 동일한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입장에서는 상

급자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와 동료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받아들이

는 태도와 반응이 다를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

이 있더라도 자신을 평가하는 상급자에게는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할 문

제는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중

환자실 간호사들은 대체로 직무자원이 낮은 그룹에 포함이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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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병동 간호사들은 대체로 직무요구가 높은 그룹에 포함이 되는 

등 4개의 그룹에 고르게 포함이 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중환자실

의 경우 다른 간호단위들에 비해 소진, 스트레스, 수면장애가 모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주로 포함

된 직무자원이 낮은 그룹들에서 소진, 스트레스, 수면장애가 상대적

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이는 직무요구-직무자원 선행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개인은 직무자원보다 직

무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

으며(Demerouti et al., 2001) 상급자의 사회적 지지라는 직무자원

이 높은 직무요구로 인한 부정적인 건강과 안녕의 결과를 상쇄시킬 

만큼 충분하게 작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간호사의 건강과 안녕

1) 간호사의 근무와 관련된 식사, 휴식, 수면

간호사들이 근무를 하면서 식사를 하지 못하는 비율이 30%이상

인 것으로 본 연구에서 조사되었고 식사에 활용하는 시간이 평균

약 16분, 휴식시간은 평균 약 25분으로 확인이 되면서 보건의료노

동자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평균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인 29.7분 보

다 짧으며(이종선 등, 2016) 근로기준법 상 갖도록 되어 있는 1시

간 이상의 휴게시간에는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근무 

중에 식사를 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시간이 없고 바빠서’가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간호사들이 바쁜 업무로 인해 식사 또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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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적절한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근무 

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일이 바빠서 갈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한 

간호사가 낮번에는 7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을 지키기 위

한 최소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식사, 휴식, 화장실 이용을 적절

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나타

날 것이며 이러한 근로 환경과 여건 속에서는 간호사들이 건강상에

위협을 강하게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간호사들의 수면의 질은 수면발작 환자의 수

면의 질 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특히 수면방해와 주간

기능장애는 불면증 환자 보다 높았고 수면 잠복기 또한 매우 긴 것

으로 나타났다(Sohn et al., 2012). 특히 밤번 근무를 하면서 수면

시간이 짧고 수면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음에

연속되는 근무에 따라서 수면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이 근무일정에 따라 수면의 양

과 질이 계속 변화하는 것은 개인의 습관에 영향을 받기 보다는 변

화하는 근무일정에 맞추는 반응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정한 시

간에 잠들고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수면의 양과 질도 일정하지 

못한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비번일 때의 평균 수면

시간은 낮번 근무 때보다 약 3.6시간 길었고, 밤번 근무 때의 수면

의 질은 비번일 때보다 점수가 약 2배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사들이 지각하는 수면장애와 수면의 질을 일반적 특성에 

따라 비교했을 때 정확하게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즉 수면장애를 

높게 지각할수록 수면의 질은 낮게 지각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외

과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수면장애는 중환자실 간호사들보다 

10점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병동경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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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을수록 수면장애가 높고 수면의 질은 낮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하지는 못했다. 소진, 스트

레스, 우울증상과 같은 다른 건강과 안녕 변수들의 결과를 봤을 때, 

간호단위 간 비교에서는 대체로 수면장애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

다. 그러나 나이와 병동경력에서는 나이가 적고 병동경력이 적을수

록 소진, 스트레스가 높았기 때문에 수면장애와는 반대의 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우울증상의 경우에는 나이가 가장 적고, 병동경력이 

가장 적은 그룹에서 가장 높았다가 중간그룹에서 낮아지고 다시 높

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수면장애가 간호단위 업무에 따른 소

진, 스트레스, 우울증상에 영향을 받기는 하나 대체로 나이가 많아

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더 따르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러한 현

상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3교대 근무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

하고 그것이 수면장애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간호사들의 수면의 질이 수면발작 또는 불면증 환자와 비슷한 수

준으로 낮으며 특히 주간 기능 장애가 높다는 것은 업무 중 실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적절한 영양 공급과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근로 환경은 간호사 자

신과 환자에게도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2) 간호사의 전반적인 건강과 안녕

본 연구를 통해 간호사들이 지각하고 있는 소진, 스트레스, 우울

증상, 수면장애는 타 직종 근로자의 거의 2배 수준으로 점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전경자와 최은숙, 2013). 소진, 스트레스,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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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모두 병동 특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 또한 모두 내과병동과 중환자실 간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과병동 간호사들이 중환자실 간호사들에 비해 소진, 

스트레스, 우울증상이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또한 대

체로 응급실, 중환자실과 같은 특수병동에 비해 일반병동 간호사들

의 모든 건강과 안녕 결과들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이러한 차이의 원인에 대한 더욱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병동의 

특성에 적합한 대처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특수병동 간

호사들이 일반병동 간호사들에 비해 좀 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간

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일반병동 간호사들의 소

진과 스트레스 등이 더 높다는 것은 덜 전문적이면서 양적으로, 감

정적으로 요구가 많은 환경이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의미로 해

석이 가능할 것이다.

4. 간호사의 직무요구, 직무자원과 건강 및 안녕과의 

  관계

1) 간호사의 직무요구에 따른 건강과 안녕의 관리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간호사의 직무요구가 건강과 안녕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양적 요구, 인지적 요구, 감정적 요

구가 많고 업무속도가 높은 근무 환경은 소진과 스트레스, 우울증상

등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감정적 요구는 소진, 

스트레스, 우울증상을 모두 높이며 수면의 질 또한 낮추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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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다. 즉, 신체적인 활동을 높이는 요구들보다 감정적 요구들

이 건강과 안녕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예측해볼 수 있

겠다.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경우에도 보행수, 보행거리

와 같은 신체활동은 일반병동에 비해 많았지만 감정적 요구는 훨씬

적은 것으로 지각이 되면서 소진, 스트레스, 우울증상, 수면장애 등

이 함께 전반적으로 다른 간호단위 간호사들에 비해 낮게 인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간호단위의 특성에 

따른 요구가 다르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간호사의 건강과 안

녕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단위의 특성, 직무요구의 특성에 맞는 관

리와 정책이 필요하다.

일반병동의 경우 양적 요구, 업무속도, 인지적 요구, 감정적 요

구, 감정은폐의 요구가 모두 상당히 높았고 업무속도를 제외한 다른 

측면에서는 특수병동에 비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선적으

로 양적 요구, 업무속도, 감정적 요구와 같이 지각하는 직무요구들

을 높이는 직무요구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업무내용에 대한 분

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간접 간호행위와 직접 간호행위

의 각 항목들이 직무요구의 어떠한 내용과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간호단위의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내용 분석

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심리적 부담을 

높이는 업무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그 업무의 강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감정적 요구의 경우, 간호사의 소진, 스트레

스, 우울증상, 수면의 질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

문에 감정적 요구를 높이는 업무내용과 근무환경에 대한 연구가 추

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상급 간호사와의 관계 또는 동료 간호사, 

의사, 환자, 보호자 등 여러 대인관계 중에서 감정적 요구를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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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찾고 구체적인 중재를 계획해야할 것이다. 

간호사는 근무 중 다양한 신체활동을 하는 직종으로 이러한 신체

활동들의 특성과 강도에 따른 결과를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심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도구를 이용하

여 건강과 안녕을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신체적인 건강보다는 심리

적, 정신적 건강을 측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무 중 보행

수, 보행거리와 같은 신체활동이 신체적 피로 또는 신체적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러나 선행연구를 통해 간호사들이 특히 근골격계 질환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전경자, 2005; Gershon et al., 

2007) 근무 중 많이 사용되는 신체부위에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직무요구와 건강 및 안녕은 간호사의 나이와 병동경력에 따라서

도 차이를 나타냈는데 나이와 병동경력이 많을수록 인지적 요구, 감

정적 요구, 감정은폐의 요구가 높았고 수면장애도 높았으며 수면의 

질이 낮았다. 나이와 병동경력이 적을수록 신체적 요구와 양적 요구

가 더 높았고 소진이 높았다. 스트레스와 우울증상은 나이와 병동경

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나이와 병동경력이 많아질수록 

간호사들은 업무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업무량으로 인해 느끼는 심

리적 부담보다는 대인관계와 직무에서의 책임으로 인해 느끼는 부

담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간호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한 간호사의 경우 경력이 3년 이상이 될 때 일반적으로 20대 중후

반의 나이가 되는데 여성의 경우 결혼과 출산 등의 변화를 겪기 시

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병동경력이 충분한 숙련된 간호사들의 이

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이에 따른 신체적 조건의 변화, 가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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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 변화 등을 고려한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임신

과 출산과정에 있는 간호사들을 위한 교대근무 지침을 확대 적용하

여 육아 과정에 있는 간호사들의 근무를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

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적성과 성향에 따라 심리적으

로 부담을 더욱 크게 느끼는 직무요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의 적성을 고려한 간호단위 배치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사들이 근무 중 식사와 휴식을 하지 못하는 문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문제이다. 실제로 시간이 부족하여 식사와 휴식을 취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바쁠 것으로 예측되어 식사를 할 수 없

는 경우도 있다. 불안하여 잠시라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것이다. 

식사와 휴식이 최선의 간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

고 조직문화와 조직분위기를 개선하여 바쁘더라도 식사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식사시간에 병원 내 전산망 또는 원내방

송을 통해 직원식당 운영시간을 안내하고 식사를 독려하는 문구를 

전시한다든지,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신청을 받

아 식사를 배달해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간호사의 수면장애와 그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는 간호사 개인만

의 책임으로 볼 수 없으며 3교대 근무를 요구하는 의료기관에도 책

임이 있다. 따라서 간호사의 수면장애와 수면의 질은 주기적으로 조

사를 하여 결과에 따라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를 해야 한다. 수면의 

질뿐만 아니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도 바로 보고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 그리하여 간호사가 건강하지 않은 상

태로 일을 하다가 환자 상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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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사 직무자원의 효과와 관리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동료의 사회적 지지가 간호사 수면의 질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진을 낮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직무요구와 건강 및 안녕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

냈다. 즉 동일한 직무요구가 있는 환경에서 동료의 사회적 지지가 

높아지면 소진, 스트레스, 우울증상, 수면장애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간호사들은 교대근무로 인해 생활이 불규칙해지면서 취미활

동을 하거나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함께 교대

근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이해해줄 수 있는 동료 간호사의 지

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기관에서 동료 간호

사들이 근무시간 이외에도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활동들을 마

련해준다면 더욱 관계가 강화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

된다. 

나이와 병동경력이 많은 간호사들의 경우에는 업무에 숙련이 되

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급자의 사회적 지지가 적게 나타난 것으

로 판단된다. 그러나 인지적 요구, 감정적 요구, 감정은폐의 요구는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역할에 맞는 사회적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감정적, 심리적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추어 주기적으로 상급자와 상

담을 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들을 낮출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거나 대인관계에서의 의사소통 기술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단위 특성에 맞는 

대인관계 의사소통 방법을 표준화하여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것 또

한 개인적 수준에서의 책임과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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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연구의 측면

간호사의 직무요구를 조사한 연구들은 주로 간호사들이 지각하고 

있는 주관적인 직무요구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들이 

지각하고 있는 전반적인 직무요구를 주관적으로 측정하였고 동시에 

교대근무별 직무요구인 담당 환자수와 근무시간, 보행수, 보행거리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이들 간의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각

각의 직무요구가 건강과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

한 낮번, 초번, 밤번의 3교대 근무를 하면서의 직무요구를 측정하고 

그것이 건강과 안녕에 즉각적으로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하고자 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연구방법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직무요구를 조사하고 측정하여 그 영향력을 비교, 분석하였다는 점

에 의의가 있다. 

2) 간호실무의 측면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 밴드

를 활용하여 간호사들의 보행수, 보행거리와 같은 신체활동을 측정

하였다. 스마트 밴드는 기기마다 기능이 다양하지만 최근에는 심박

동수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기능과 수면의 양과 질을 측정하는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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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시판이 되고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간호사 근무 중 심박동수

의 변화와 수면의 양과 질을 기기를 통해 객관적으로 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밝힐 수 있다면 앞으로 스마트 밴드가 간호사의 직무요

구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평가, 대처하는 데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기기들이 객관적 자료들을 수집하는 도구로

서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면 앞으로 연구에도 계속적으로 활용이 될 

것이며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의 신체활동 자료를 장기간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간호인력 배치, 투입을 결정하는 데 근거가 되는 자료

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3) 간호정책의 측면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의 직무요구

를 파악하였으며 간호사들의 근무병동과 개인 특성에 따른 직무요

구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보행수, 보행거리와 같이 신체활동이 많이 

요구되는 간호단위와 양적 요구, 감정적 요구와 같이 업무를 통해 

심리적인 부담이 높아지는 간호단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나이와 병동경력에 따라서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들을 바탕으로 병동 특성에 따라, 또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 간호

사들에게 적절한 중재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간호사들이 근무 중 식사, 휴식, 화장실 이

용 등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에 훨씬 못 미치는 시간을 할애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간호사의 식사, 휴식, 수면과 관련

해서는 낮번, 초번, 밤번에 따라, 그리고 근무병동과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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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책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들의 직무와 관련된 건강과 안녕을 

조사하였으나 일상생활과 관계가 있는 전반적인 건강과 안녕을 조

사하지는 못하였다.

둘째, 조사에 참여한 연구대상 중 남성 7명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관련된 차이를 설명하지 못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조사에 참여한 간호사들의 나이가 젊고 조

사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제한점이 있

다.

넷째,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 2개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시행

한 연구이며 따라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제7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간호사의 직무요구를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하고 이러

한 직무요구가 직무자원과 함께 간호사의 건강과 안녕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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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분석함으로써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의 효과와 영향력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교대근무별 직무요구는 3교대 근무를 하면서 각

각의 근무조별 실제 담당 환자수, 근무시간, 신체활동 측정을 통한 

보행수, 보행거리를 포함하고 있다. 교대근무별 직무요구와 직접적

으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하였던 근무 중 식사, 휴식, 수면의 

양과 질 등의 건강 및 안녕 요인들도 연구 대상자마다 낮번, 초번, 

밤번 근무에 결쳐 3회 반복 측정을 하였다.

보행수, 보행거리와 같은 신체활동은 특수병동에 해당하는 응급

실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들이 지각하는 전반적인 직무요구인 양적 요구, 업무속도, 인지적 

요구, 감정적 요구, 감정은폐의 요구는 일반병동 간호사들이 특수병

동 간호사들에 비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 스트레스, 

우울증상, 수면장애와 같은 건강과 안녕을 측정하였을 때 일반병동 

간호사들이 특수병동 간호사들에 비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직무자원의 경우, 동료의 사회적 지지는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효과

를 나타냈지만, 상급자의 사회적 지지는 일치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간호사의 건강과 안녕에는 교대근무별 직무요구 

보다 지각된 전반적인 직무요구가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

히 감정적 요구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제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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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직무요구, 직무  

   자원과 건강 및 안녕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간호사들의 직무요  

   구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의 규모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상급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여러   

   규모의 병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를 할 필요  

   가 있다.

2) 간호사들의 직무요구를 측정하는 각각의 항목에 선행적으로 관  

   련이 있는 간호사의 업무 내용, 간호활동을 조사하는 연구가 필  

   요하다. 이를 통해 간호사의 직무요구의 영향과 효과, 그리고 관  

   리방안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간호사들이 근무하는 일반병동과 특수병동을 나누어 비교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더 많은 대상을 포함하여 업무내용을 분석  

   하고 동일한 진료 형태의 간호단위 간 비교가 필요하다. 이를 통  

   해 간호사인력 배치수준, 담당 환자수 등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  

   들이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4) 본 연구에서는 교대근무별 직무요구와 교대근무별 건강과 안녕  

   을 각 대상자 당 낮번, 초번, 밤번에 측정하여 총 3회 측정하였  

   으나 전반적으로 지각된 결과와의 관련성을 밝히기는 어려웠다.  

   이는 각각의 근무에서의 특성들과 변이들이 1회의 측정만으로는  

   통제되기 어렵고 또한 전반적인 효과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간호단위 또는 근무의 특성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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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수 있는 변화와 변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반복 측정을 한다  

   면 각각 근무들의 효과와 각각 근무들이 장기적으로 발생시키는  

   효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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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대상자 모집 문건



- 160 -

부록 3. 간호사 설문 조사지



- 161 -



- 162 -



- 163 -



- 164 -



- 165 -



- 166 -



- 167 -



- 168 -



- 169 -



- 170 -



- 171 -

▶ ▶

플레이 스토어 클릭 ▶      미피트 검색 ▶     미피트 다운로드

어플로 들어가 [프로필]을 누른 후, 다

시 [기기추가]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 

반드시 연동이 잘되는지 확인해주세요.

부록 4. 보행수, 보행거리 기록 안내문 (스마트 밴드 사용)

근무시간 동안의 보행수, 보행거리 측정 및 기록 방법 안내

1. 휴대폰 [플레이 스토어]에서 [미밴드 또는 미피트]를 검색하여 [Mi Fit]를 

다운 받으세요.     

2.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후 실행을 시키세요. 제공받은 미밴  

  드를 휴대폰과 가까운데 두신 상태에서 프로필로 들어가 [기기추가]를   

  해주시면 휴대폰과 미밴드가 연동을 하게 됩니다. 

3. 근무시작 직전에 샤오미 미밴드를 착용하고 바로 핸드폰 [Mi Fit] 어플  

  리케이션을 켜고 연동 여부를 확인하세요. 만일 제대로 동기화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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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클릭하신 후, 위 그림이 나

오면 가운데 [걸음] 글씨 부분을 

클릭하세요.

당일의 걸음(보행수), 거리(보행거리)를 

조회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등의 메시지

로 전송 또는 화면 캡쳐 후 전송해주세

요.

--> 연동이 안되는 상태에서는    

    보행수, 보행거리 기록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록이 누락이 되는 경우엔    

   다른 근무에 다시 처음부터 

   기록을 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플로 들어갔는데 동기화가 안되고 계속 “연결중“으로만 뜬다면 [연

결해제]를 하고 프로필로 들어가 [기기추가]를 새로 하신 후에 연동여

부를 확인해주세요.

  않는다면, [연결해제]를 하고 다시 [기기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4. 근무가 끝나고 나서, 바로 어플에 들어가서 근무시간 동안의 보행수와   

  보행거리를 확인하고 기록해주세요. 만일 바로 기록이 어려운 상황이라  

  면, 미밴드를 손목에서 제거하여 더 이상 수치가 기록되지 않도록 해주  

  시고 나중에 꼭 기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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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아래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되

어 있는 [기록]을 눌러보세요.

날짜별로 걸음(보행수)과 거리(보행거

리) 조회가 가능합니다.

5. 어플에서의 기록된 화면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 또는 화면캡춰 후   

  문자로 전송해주세요. 그게 어렵다면 당일 근무 후 설문지에 기록해주셔  

  도 됩니다.

6. 만일 제공해드린 샤오미 미밴드가 고장이 났거나, 계속 오작동이 된다면  

  병동 내 추가로 비치해놓은 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엔 새  

  로운 기기에 대한 [기기추가]를 다시 해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문의 사항이나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 연구책임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책임자: 장형은 010-7272-****)

-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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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확인시점 체크사항

시행

일자
체크사항

1 사전 설문 전 동의서에 사인, 날짜가 있는가?

2 사전 설문 후 근무시작 전 설문은 완료되었는가?

3 사전 설문 후
연구대상자 구별번호는 부여하였는

가?

4 사전 설문 후
연구대상자의 근무 일정은 확인하

였는가?

5 사전 설문 후
스마트 밴드 측정과 관련하여 설명

은 하였는가?

6 사전 설문 후 미피트 어플은 다운로드 되었는가?

7 사전 설문 후
미밴드와 미피트 어플의 연동 여부

는 확인하였는가?

8 근무1 시행 후
첫 번째 근무 후 보행수, 보행거리 

측정치를 확보하였는가?

9 근무1 시행 후
첫 번째 근무 후 설문지는 작성하

였는가?

10 근무2 시행 후
두 번째 근무 후 보행수, 보행거리 

측정치를 확보하였는가?

11 근무2 시행 후
두 번째 근무 후 설문지는 작성하

였는가?

12 근무3 시행 후
세 번째 근무 후 보행수, 보행거리 

측정치를 확보하였는가?

13 근무3 시행 후
세 번째 근무 후 설문지는 작성하

였는가?

14 근무3 시행 후
연구대상자에게 답례품을 전달했는

가?

부록 5. 연구자 자료수집 체크목록

* 연구대상자 구별코드:

* 조사일정: 근무시작 전 (     ), 근무 후 1차 (      ), 2차 (      ), 3차 

(      ) * 조사일정 결정 시, 휴일 근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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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생명윤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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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job demands 

and job resources on 

the health and well-being 

of hospital nurses

Chang Hyoung Eu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research study reported in this dissertation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ealth and well-being of 

hospital nurses (working in 3 shifts) and the various job 

demands and job resources experienced in their work 

settings. In analyzing this relationship, the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providing support 

according to the nurses’ specific job requirements, and to 

propose policy and a blueprint for adequate job dem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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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cted of hospital nurses.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a cross-sectional design. 

Survey and activity tracking data were collected from nurses 

who worked in three shifts in two tertiary hospitals in the 

Metropolitan area of Korea. A total of 117 data points were 

collected from nurses working in four different nurse units 

(medical ward, surgical ward, intensive care unit, emergency 

room). Data collection occurred during a two-month period, 

between January 3 to March 15, 2017. A total of three data 

points were collected through the activity tracker; one 

collected each from day, evening, night shifts while the 

nurses worked in these shifts. Through the activity tracker, 

shift-specific number of steps, distance traveled, and work 

hours were measured.  A total of four data points from the 

survey were collected, one taken before the start of a shift 

and before wearing the activity tracker. The other three 

surveys were taken following each of the three shifts. The 

Korean version of the Copenhagen Psycho-social 

Questionnaire Scale was used to measure the nurses’ 

general perception of job demands, job resources, health, and 

well-being.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work hour across the 3 shifts was 9.4 

(±0.7) hours, with night shifts being longest at 10.1 (±1.0) 

hours. The average number of steps across the shifts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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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0 (±3,545), with the day shift reporting the greatest at 

9,784 (±3,716) steps. The average distance traveled across 

shifts was 5,786 (±2,197)m, the longest reported for the 

evening shift at 6,065 (±2,726)m. The average number of 

steps and distance traveled were greatest for nurses 

working in the emergency room, followed by intensive care, 

surgical ward, and medical ward (in descending order). 

Younger nurses, and ones with shorter unit experience were 

those that tended to have the greatest number of steps and 

distance traveled.

Second, the general job demands perceived by the nurses 

were, in descending order, work pace, demands for hiding 

emotions, cognitive demands, emotional demands, and 

quantitative demands. Quantitative, cognitive, emotional 

demands and demands for hiding emotions were perceived to 

a greater extent for nurses working in the general nursing 

units (medical, surgical ward) compared to those at special 

care units such as the emergency room and intensive care 

units. The demand for work pace was greatest in the 

emergency room. 

Third, in terms of job resources, social support from 

colleagues were rated to be greater than social support from 

supervisors. Social support from supervisors was greatest 

from those who tended to be younger and with less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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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th, in terms of shift-specific health and well-being, 

the rate of having meals during shifts was 67.5% for day 

shifts, 54.7% for evening shift, and 59.8% for night shift 

nurses. For those who did have meals during their shift, the 

time used was  15.9 (±7.7) minutes for day, 17.5 (±5.0) 

minutes for evening, and 27.6 (±13.9) minutes for night 

shift. Break times utilized during shifts were found to be 

less than 8 minutes for day and evening shift. The 

subjective sleep quality was not good, in descending order, 

night shift, day shift, and evening shift. Sleep duration was 

shortest for those nurses who took two consecutive day 

shifts. High levels of burnout, stress, depression, sleep 

troubles, and low quality of sleep were greater in nurses 

working in the general nursing units compared to the special 

care units. When analyzing the factors influencing nurses’ 

general health and well-being, the following were found: 

Greater quantitative demands and work pace were associated 

with greater incidence of burnout, while social support from 

colleagues was associated with lower burnout. Emotional 

demands were associated with stress, and emotional 

demands and shorter unit experience were associated with 

depressive symptoms. Sleep troubles were greater for those 

with greater emotional demands. Subjective sleep quality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emotional demands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social support from colleag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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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th, when analyzing data based on four groups that were 

formed according to the factors: job demands (emotional 

demands)- job resources (social support from colleagues, 

social support from supervisors), greater social support from 

colleagues was associated with better health and well-being 

scores on all measures. On the other hand, greater social 

support from supervisors was associated with greater 

incidence of burnout, stress, and sleep troubles.

The results from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measures of job demands, health, and well-being collected 

from hospital nurses during different shifts in different unit 

settings were analyzed, allowing examination of relationships 

among the demands and resources. Namely, the relative 

influence of, and relationships among each factor could be 

compared and analyzed. In addition to survey data, 

employment of activity trackers derived physical activity 

measures such as number of steps and distance traveled, 

enabling objective examination of physical activity during 

shift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level of physical 

activity demands versus emotional and quantitative demands 

differed depending on the type of nursing units. These 

results suggest the need for support programs that are 

specific to the characteristic job demands of the nursing unit.  

In addition, the differential findings and results relative to 

taking meals, breaks, and sleep issues that were 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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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different shifts, job setting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may be utilized to plan specific support systems and policy.

keywords : nurse, health, hospital, well-being, job demands,  

            job resources

Student Number : 2013-2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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