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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3교대 근무를 하는 병원 간호사의 교대근무 특성과 개인생

활을 조사하여 일-생활 갈등에 미치는 영향과 일-생활 갈등이 직무만족,

수면장애, 피로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횡단적 조사연구로 국내 G지역과 D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4개의 종합병

원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하는 병원은 각 5개 간호

단위(내과병동, 외과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로 교대근무 간호사 271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수집

은 2019년 8월 29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간호사 설문과 부

서별 근무표를 수령하여 조사하였다. 간호사의 교대근무 특성은 1995년

개발된 표준 교대근무지표와 선행연구를 통해 추가된 항목으로 구성하였

다. 일-생활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2000년 개발된 일-생활 갈등 도구가

사용되었으며, 일-생활 갈등은 방향성을 고려하여 일로 인한 생활 방해

와 생활로 인한 일 방해로 구성되어있다. 간호사의 직무만족 수면장애,

피로는 표준 교대근무지표의 하위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사의 교대근무 특성은 근무시간, 교대유형, 간호사 배치 적절

성, 교대근무 통제, 교대 불안정성으로 구성된다. 근무시간 중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45.38±4.55시간, 월평균 주당 40시간 초과근무 주수는

2.02±0.98회, 평균 주당 비사회적 근무시간은 30.65±5.33시간, 주당 근무

시간 대비 비사회적 근무시간은 67.54%, 시간외 근무는 0.53±0.56시간으

로 나타났다. 교대유형 중 월평균 주간근무일수, 저녁근무일수, 주말근무

일수, 야간근무일수 순으로 빈도가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3개월 동안

쉬는 날 사이 연속되는 교대근무 최대일수는 평균 6.59±2.01일로 나타났

다. 월평균 건강하지 않은 근무유형 횟수는 4.36±2.39회로 나타났으며,

건강하지 않은 근무유형은 연속 3일 이상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야간근

무 후 휴식시간이 최소한 48시간 확보되지 않은 경우, 3교대 근무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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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해서 5일 이상 근무한 경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간호사 배치 적

절성은 100%로 나타났으나 병동별 간호사 배치 정도는 차이가 큰 것으

로 확인되었다. 교대근무 통제는 낮은 정도의 통제 정도를 보였으며, 교

대 불안정성은 평균 이하의 빈도를 보였다.

개인생활은 근무일보다 휴일에 집안일 또는 아이 돌봄에 시간을 쓰는

정도가 높았으며, 가정에서 지지를 받으며 근무하는 간호사는 과반수 이

상을 차지하였다. 여가제약의 경우 구조적 제약이 가장 높게 확인되었다.

간호사의 일-생활 갈등은 생활로 인한 일 방해보다 일로 인한 생활 방

해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직무만족은 평균 이하 수준을 보였으며, 수면장

애와 피로는 중간 정도의 수준을 보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대근무 특성의 차이는 20대가 30대보다 평

균 주당 근무시간, 월평균 주당 40시간 초과근무 주수, 야간근무일수, 저

녁근무일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배치 적절성은 중환자실, 응

급실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외과 병동 순으로 배치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개인생활 변수의 차이는

40대 이상, 30대, 20대 순으로 가정에서의 요구가 높았으며, 집안일 또는

아이 돌봄에 시간을 쓰는 정도는 40대 이상 그룹이 20대, 30대 그룹보다

시간을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대근무 특성과 개인생활 중 일-생활 갈등(일로 인한 생활 방해,

생활로 인한 일 방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대근무를 시작하는 시

간과 마치는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 동료의 근무를 바꾸어 주는

정도, 간호사 배치 적절성, 여가제약으로 나타났다.

넷째, 일-생활 갈등이 직무만족, 수면장애, 피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면, 일-생활 갈등과 일로 인한 생활 방해는 각 종속변수 모두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로 인한 일 방해는 수면장애와 피로에

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인의 개인생활과 패턴에 맞는 시간선택제 근

무를 선택하게 하여 유연성을 높이는 교대근무형태를 운영하는 것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 시간선택제 근무가 시행되기 전에 본인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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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력을 갖고 다양한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먼저 구축되

어야 할 것이다. 동료의 근무를 바꾸어 주는 정도는 간호사 배치 적절성

과 관계가 있는데, 해결방안 중 하나로 간호관리료 차등제 가산 및 감산

폭을 확대하여 간호사 배치 수준을 높이는 유인책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

다. 또한, 간호사 배치 적절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상과 구체적인

근무조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019년 10월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

는데, 이 외에도 교대근무에 대한 세부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3교대 근

무와 같은 구조적인 제약이 본인의 생활 패턴이나 중요하게 생각되는 가

치관과 상충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교대근무 간호사의 교대근무 특성을 측정할 시 간호사가 지

각하는 교대근무 특성 외 근무표를 직접 분석하여 객관적인 지표를 확보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대근무 특성을 확

인하고 일-생활 갈등, 수면장애, 피로를 낮추며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

는 구체적인 제도 및 정책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간호사, 교대근무 특성, 개인생활, 일-생활 갈등, 직무만족,

수면장애, 피로

학 번 : 2016-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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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하루 24시간 환자의 곁을 지키며 통상적인 근무시간 외에도

교대근무를 하는 대표적인 직업군이다. 정규 근무시간 외 근무를 하게

되면 일과 개인생활 간 균형을 해치게 되는데(Albertsen, Rafnsdóttir,

Grimsmo, Tómasson, & Kauppinen, 2008; Pichler, 2009), 이때 근무스케

줄을 조정하게 되면 일-생활 균형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Pryce, Albertsen, & Nielsen, 2006). 교대근무 간호사들은 비교대 근무

간호사에 비해 교대근무로 인한 불규칙한 수면 양상을 갖게 되므로 일주

기 리듬이 교란되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며 피로도가 증가하게 된

다(정유진과 강승완, 2017). 교대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간호사 건

강 문제뿐만 아니라 직무만족, 이직의도에 대한 간호조직 관리 측면에서

도 매우 중요하다(박영우 등, 2013).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간호 인력난이 심각한 상태

인데(이태화, 강경화, 고유경, 조성현과 김은영, 2014), 이는 전체 간호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간호사 수급이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2016년

기준 의사는 면허자 대비 약 83%가 활동하고 있는 반면, 간호사는 약

50.6%만이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박수경 등, 2017). 이에 대한 대책으

로 교육부(2018)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간호학과 학사 편입

학 인원을 10%에서 30%까지 확대하고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도 편입학

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현재 간호사 수급 문제

는 면허취득자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핵심 문제이다. 단순히 양적 논리

로 현상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 수급이 왜 원활하지 못한 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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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근본원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간호사 수급 문제에

서 유휴 간호사 문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취업을 하지 않는

이유로 임신, 육아, 3교대 근무 등 임신 육아기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근무시간이 가장 많았으며, 직장을 다니는 어머니가 미취학 아동을 돌보

며 일-생활 양립이 어려운 사회 환경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건정과 황성우, 2015).

간호근무 특성상 24시간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연속성 있는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대근무가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한정된 간

호사 인력 내에서 근무표를 조정하며 다양한 개인선호도를 반영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근무표 문제는 임상에서 인력 및 성과관리를 위해 반드

시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이다. 근무표는 병원 요구에 맞추어 간호사

교대근무 횟수와 인원을 맞추는 것인데, 개인 선호도 외 응급상황에 대

배하기 위해 근무별 간호사 연차 및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간호사를

배치해야 하는 등 미리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이

다. 이때 모두가 만족하는 최적 안을 제시할 수 없다면 근무표와 관련된

실상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관련 변수들을 확인하여 현 실태

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 중 하나이

다.

미국립산업안전보건원(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에서는 1993년부터 2006년까지 세 차례의 종단연구를 통

해 간호사 근무표 실태에 따른 건강상태와 의료사고 발생여부를 확인하

고 있다(Trinkoff, Geiger-Brown, Brady, Lipscomb, & Muntaner, 2006).

이 중 근무표 실태는 교대근무 연구에 국제적으로 통용되어 쓰이는 자가

설문지 형식의 표준 교대근무지표(Standard Shiftwork Index, SSI)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 이 종단연구 자료를 사용한 후속연구에서 근무시간,

시간외 근무 등의 상황을 확인하고 집안일이나 아이 돌봄, 여가활동 등

의 일과 외 시간 활용내용을 분석하였다(Trinkoff et al., 2006).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드물어 국내에서도 교대표 현황을 분석

하여 간호사 근무실태를 확인하고 개인생활 비중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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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모든 사람에게 하루 시간은 동일하게 2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

에 간호사의 교대근무 특성과 개인생활 영역은 일-생활 갈등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특히, 간호사의 일-생활 갈등이 결국

직무만족, 건강 관련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 자원관리 측

면에서 중요하다. 선행연구에서도 간호사의 근무시간, 시간외 근무

(Yildirim & Aycan, 2008; 정미숙, 김현리와 이윤정, 2017), 유연한 근무

시간(정미숙 등, 2017) 등은 일-생활 갈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자녀양육(Michel, Kotrba, Mitchelson, Clark, & Baltes, 2011;

Unruh, Raffenaud, & Fottler, 2016), 집안일에 쓰는 시간(Takeuchi &

Yamazaki, 2010) 등은 생활로 인한 일 방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일-생활 갈등을 방향성에 따라 일로 인한 생활

방해, 생활로 인한 일 방해로 나누어 구분하였다(Carlson, Kacmar, &

Williams, 2000). 방향성을 고려한 일-생활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교대근

무 특성과 개인생활을 확인하여 간호 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초자료를 확

보하고자 한다.

간호사의 일-생활 갈등은 직무만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ortese, Colombo, & Ghislieri, 2010), 직무만족은 간호 분야를 포함한

조직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Ahmad, Oranye, &

Danilov, 2017). 많은 연구에서 직무만족의 예측변수를 찾거나(Bjork,

Samdal, Hansen, Torstad, & Hamilton, 2007; Lu, While, & Barriball,

2005), 직무만족을 결과변수로 두고 있다(Qu & Zhao, 2012; Rathi &

Barath, 2013). 직무만족은 인력유지 및 이직관리에 중요 변수이므로

(Price, 2002), 본 연구에서도 직무만족과 일-생활 갈등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시간 압박과 관련된 건강관련 주요변수로 수면장애와 피로가 대표적이

며, 일-생활 갈등이 높을수록 수면장애(Jacobsen et al., 2014; Zhang,

Punnett, & Nannini, 2017)와 피로(Fan & Smith, 2018; Takeuchi &

Yamazaki, 2010)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근무자의 수면장애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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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관련성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Skinner & Dorrian, 2015). 교대근

무 간호사들에게 수면장애와 관련된 소인이 많이 발견되며, 수면과 관련

된 부정적인 주관적 증상 호소가 비교대 근무 간호사에 비해 높은 수준

으로 나타났다. 비교대 근무 간호사보다 교대근무 간호사에게서 높은 수

준의 피로와 낮은 수준의 수면의 질이 확인되었다(Kunert, 2007).

본 연구에서는 교대근무 특성과 개인생활이 일-생활 갈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고 일-생활 갈등과 직무만족 등의 결과 변수

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생활 갈등의 원인 변수인 시간에 따

른 갈등에서 불규칙한 근무표와 긴 근무 시간은 일−생활 갈등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Yildirim & Aycan, 2008), 국내에서는 근무표를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개인생활에 비추어 일-생활 갈등이 직무만족과 수

면장애와 피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는 없었다. 국외 연구에서는

근무표 분석, 근무형태 조사 등 객관적인 지표를 포함하여 연구한 사례

가 많으나 국내에서는 간호사 인식 조사에 기반을 둔 연구가 대부분이

다. 그러므로 국내에서도 교대근무 특성을 직접 확인하여 일-생활 갈등

을 통해 직무만족을 높이고 수면장애와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에 기반한 자

료로 설득력을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인식조

사 연구보다 객관적인 지표를 함께 제시하여 간호 교대근무 특성과 개인

생활에 관련된 일−생활 갈등 이론을 실질적으로 증명하고 현장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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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의 교대근무 특성 및 개인생활과 일-생활 갈

등 간의 관계와 일-생활 갈등과 직무만족, 수면장애, 피로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의 교대근무 특성, 개인생활, 일-생활 갈등, 직무만족, 수면장

애, 피로를 측정하여 확인한다.

2)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대근무 특성, 개인생활, 일−생활 갈

등, 직무만족, 수면장애, 피로의 차이를 파악한다.

3) 간호사의 교대근무 특성과 개인생활이 일-생활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4) 간호사의 일-생활 갈등이 직무만족, 수면장애, 피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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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용어의 정의

1. 교대근무 특성(shiftwork characteristics)

1) 이론적 정의

교대근무란 통상적으로 오전 7~9시에서 시작해서 오후 4~6시까지 일하

는 근무를 제외한 다른 시간에 근로자 집단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는

형태를 뜻한다(Costa, 2016). 교대근무 특성은 주당 근무시간, 시간외 근

무, 야간근무 등 교대근무를 설명하는 특징을 의미한다(Dall’ora, Ball,

Recio-Saucedo, & Griffiths, 2016; Peterson. et al., 2019). 교대근무 특

성 중 근무시간은 근무시간의 길이를 뜻하며, 교대유형은 교대근무의 형

태를 의미한다(Ropponen, Koskinen, Puttonen, & Härmä, 2019). 간호사

배치 적절성은 주어진 환자를 돌보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특정 기술수준

의 간호사의 수를 의미한다(Lynn Y. Unruh & Fottler, 2006). 교대근무

통제는 교대근무와 유형 선택과 관련된 통제 정도를 뜻하며(Weisman,

1988), 교대 불안정성은 교대근무 시 불안정하거나 예상치 못한 일의 발

생을 의미한다(Schneider & Harknett, 2019).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Barton 등 (1995)의 표준 교대근무지표와 선행연구에서

교대근무 특성을 측정한 항목을 의미한다. 교대근무 특성은 크게 5가지

로 나뉘는데, 근무시간, 교대유형, 간호사 배치 적절성, 교대근무 통제,

교대 불안정성으로 구성된다.

근무시간 항목에는 평균 주당 근무시간, 월평균 주당 40시간 초과근무

주수, 평균 주당 비사회적 근무시간, 시간외 근무 시간이 포함된다. 교대

유형 항목에는 월평균 주간근무일수, 저녁근무일수, 야간근무일수와 주말

근무일수, 3개월 동안 쉬는 날 사이 연속되는 교대근무 최대일수, 월평균

건강하지 않은 근무유형 횟수로 구성된다. 교대근무 통제는 특정 교대근

무 스케줄을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정도, 교대근무를 시작하는 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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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는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로 구성된다. 교대 불안정성은 짧은

시간 안에 근무스케줄이 변경되는 정도, 동료의 근무를 바꾸어 준 정도,

특정 교대근무를 요청한 정도로 구성된다. 그 외 기타항목으로 교대근무

를 하는 이유, 근무스케줄을 사전에 통보 받는 일자, 교대근무 체계의 규

칙성, 교대근무가 주는 장·단점, 교대근무조별 선호하는 근무시간대로 구

성되어 있다.

2. 개인생활(private lives)

1) 이론적 정의

개인생활이란 일 이외의 모든 영역(Non-work domain)을 뜻하며(Steyl

& Koekemoer, 2011), 보수를 받는 일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역할을 포

함하는 영역이다(Casper & Swanberg, 2009).

2) 조작적 정의

개인생활 영역을 측정하기 위해 Jansen, Kant, Kristensen와 Nijhuis

(2003), Takeuchi와 Yamazaki (2010)의 연구에서 사용한 개인생활 관련

항목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가족상황, 가정에서의 요구, 가정에

서의 지지, 지난 1년간 삶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지 여부, 근무일 또는

휴일에 집안일에 시간을 쓰는 정도, 주관적인 경제 상태로 구성된다.

개인생활의 하위항목인 여가제약(leisure constraints, LR)은 Raymore,

Godbey, Crawford와 Von Eye (1993)이 개발한 도구를 Hubbard와

Mannell (2001)이 사용한 문항을 기반으로 황선환과 서희진(2009)이 수

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여가제약 도구는 점수가 높

을수록 여가제약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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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생활 갈등(work-life conflict)

1) 이론적 정의

일−생활 갈등이란 본인의 업무와 일상생활 또는 가정에서 역할이 양립

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역할 갈등을 뜻한다(Greenhaus & Beutell,

1985).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Carlson 등 (2000)이 개발한 일−생활 갈등 도구로 측정

한 점수를 의미한다. 일-생활 갈등 도구 중 시간과 관련된 일−생활 갈

등 항목을 사용하였으며, 일-생활 갈등은 생활로 인한 일 방해, 일로 인

한 생활 방해의 2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두

항목을 합쳐 전체 일-생활 갈등 정도를 확인하게 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로 인한 생활 갈등과 생활로 인한 일 갈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4. 직무만족(job satisfaction)

1) 이론적 정의

직무만족이란 본인 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나 감정을 뜻한다.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Barton 등 (1995)의 연구에서 개발한 표준 교대근무지표 중

직무만족 도구를 사용하여 직무만족 정도를 확인한다. 이 도구는 전반적

인 본인의 직무만족과 일 종류에 대한 만족도, 본인과 동료의 이직을 생

각하는 빈도, 동료가 직무에 만족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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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면장애(sleep disturbance)

1) 이론적 정의

수면장애는 수면 패턴에 영향을 미치며 수면의 양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 장애를 의미한다(Hankins et al., 2014).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Barton 등 (1995)의 표준 교대근무지표의 수면장애 도구

로 측정하며 수면의 양에 대한 느낌, 수면 유지, 수면 후 휴식을 취하는

정도, 입면의 어려움, 피곤함을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성된

다.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장애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6. 피로(fatigue)

1) 이론적 정의

피로는 개인이 충분히 잠을 자지 못했을 때나 힘든 일을 했을 때와는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피곤하고 에너지가 결여된 느낌을 뜻한다(Barton,

Simon, Smith, Spelten, & Totterdell, 2007).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Barton 등 (1995)의 표준 교대근무지표의 피로 도구로

측정하며 전반적인 활기찬 느낌의 긍정적인 부분과 피곤하고 에너지 없

는 부정적 부분을 포함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를 더 많이 느끼는 것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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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 1 절 간호사 교대근무 특성

1. 교대근무 특성과 측정

교대근무는 모든 일반적이지 않은 근무일정을 뜻하며, 일반적인 근무일

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연속 8시간 기준 낮 시간의 주당 40시

간 근무를 의미한다(Perrucci et al., 2007). 다양한 연구에서 교대근무 특

성이 측정되어 왔는데, 대표적인 측정도구로 Barton 등 (1995)의 연구에

서 개발한 자가 설문지 형식의 표준 교대근무지표가 있다. 이 도구는 교

대근무에 대한 표준화된 측정지표가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 개발되었으

며, 개발 당시 1531명의 간호사와 조산사를 대상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이 도구의 교대근무 특성은 주당 근무시간, 시간외 근무, 야간근무일수,

연속되는 교대근무 최대일수, 특정 교대근무 스케줄을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정도, 교대근무를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 짧은 시간 안에 근무스케줄이 변경되는 정도, 동료의 근무를 바꾸

어 준 정도, 특정 교대근무를 요청한 정도 등으로 구성된다. 이후 많은

후속연구에서 표준 교대근무지표 항목을 후속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교대근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Courtney, Francis, &

Paxton, 2013; J. Mitchell & Williamson, 2000; Tucker & Knowles,

2008).

교대근무 특성을 측정한 다른 도구에서는 저녁근무일수, 야간근무일수,

주말근무일수(ESS, 2015; EWCS, 2015), 하루에 10시간 이상 근무한 횟

수를 포함하거나(EWCS, 2015), 짧은 시간 안에 근무스케줄이 변경되는

경우(ESS, 2015)를 확인한 선행 연구가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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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대근무 특성을 측정하였다. Nelson와 Tarpey (2009) 연구에서 근무

표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병동별 간호사 배치비율과 건강하지 않은 근무

유형 비율을 확인하였다. 병동별 간호사 배치비율은 업무에 필요한 인원

대비 현재 배치된 간호사 비율을 확인하고 있으며, 건강하지 않은 근무

유형 비율은 간호사에게 부담이 되는 근무유형을 확인하여 그 비율을 측

정하는 것으로 근무표의 질이 높을수록 근무표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간

외 근무와 같은 노동의 형태를 줄일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 간호사를 대

상으로 한 Lipscomb, Trinkoff, Geiger-Brown와 Brady (2002) 연구에서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수, 주당 5일 이상 일하는 날의 수를 교

대근무 특성으로 보았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월평균 주당

40시간 초과근무 횟수를 측정하였다.

비사회적 근무시간(unsocial work hours)은 저녁근무, 야간근무, 주말근

무와 같은 일반적인 근무시간 이외 근무를 하는 경우를 뜻한다(OECD,

2017).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적어도 2시간 이상 야간근무를

하거나 저녁 6시부터 저녁 10시 사이에 적어도 2시간 이상 저녁근무를

할 때, 주말근무,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할 때를 의미한다(EWCS, 2010).

또한, 영국에서는 비사회적 근무시간을 저녁 8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

시까지로 측정하고 있었다(UNISON, 2016). 즉, 늦은 오후, 저녁시간, 주

말은 사회적 접촉과 여가 활동에 가장 바람직한 시간인데(Costa, 2016)

이때 근무를 하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도 비사회적 근무시간을 측

정하고 있는 유럽근로환경조사 연구(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s, EWCS), 유럽 사회조사 연구(European social survey, ESS),

유럽연합 노동력 조사(European Union labour force survey, EU-LFS)

와 플래쉬 유로바로미터(Flash Eurobarometer)를 참고하여(OECD,

2017), 월평균 주당 비사회적 근무시간을 교대근무 특성으로 포함하였다.

교대근무 통제는 근무시점과 길이에 대해 자율성을 갖는 것을 의미하

며, 이는 근무의 시작과 마치는 시간을 통제하는 것과 휴식이나 개인적

인 업무를 하기 위해 쉬는 날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Albrecht, Kecklund, Tucker, & Leinewe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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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대근무 현황

간호사는 24시간 환자상태를 확인해야 하므로 교대근무를 시행하는 대

표적인 직종에 속한다. 전체 간호사 중 89.4%가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

며 병원에서 야간 고정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17.3%로 나타났다(박

영우 등, 2013). 간호사들의 선호하는 교대근무 형태는 연령, 결혼상태,

임상경력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25세미만의 저 경력 간호사들은 3교

대 근무를 더 선호하고(52.1%), 기혼이면서 연령과 경력이 높은 그룹에

서는 고정근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주당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인 병원이 192곳(95.5%)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44시간인 병원은 4곳(2.0%), 48시간인

병원은 2곳(1.0%)으로 조사되었다(이승신 등, 2017). 시간외 근무는 주당

2시간 미만으로 응답한 병원이 80곳(39.8%)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였으며, 2시간에서 8시간 미만은 75곳(37.3%), 8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응답한 병원은 17곳(8.5%)으로, 201개 병원 중 172곳(85.6%)의 병원에서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승신 등, 2017). 이종선, 정헌

주, 고형면과 김호진 (2017) 연구에서 일평균 시간외 근무시간은 79.1분

으로 조사되었다.

병동 간호사의 월평균 야간근무일수는 6.3일, 중환자실과 응급실은 각각

6.8일, 6.6일로 나타났으며, 최대 연속되는 야간근무일수는 병동은 평균 3

일, 중환자실은 평균 3.2일, 응급실은 3.1일로 나타났다. 근무조별 근무시

간은 8~9시간을 근무하는 병원이 주간근무 171곳(85.9%), 저녁근무 124

곳(62.3%)으로 가장 많았으며,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9~10시간미만 근무

하는 병원이 85곳(42.7%)으로 가장 많았고,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병원

도 61곳(30.6%)으로 조사되었다(이승신 등, 2017). 이종선 등 (2017) 연구

에서 한달 평균 6~7개의 야간근무를 하는 병원이 64.4%로 가장 많은 비

율을 보였다.

김정희, 김명숙과 김연희 (2017) 연구에서 3교대 근무의 장점으로 평일

에 쉴 수 있으며(48.3%), 근무 전후 바뀌는 시간의 활용이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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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원하는 휴일을 신청 가능(27.4%)하다는 점, 평일에 공적인 업무

를 할 수 있음(25.2%), 근무에 따라 잠을 더 잘 수 있음(8.2%)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3교대 근무의 단점으로 생활습관이 불규칙하며(60.4%), 불

규칙한 휴일(31.3%), 수면장애(30.2%), 피로 회복이 안됨(23.6%), 친구관

계의 어려움(23.6%) 순으로 조사되었다.

제 2 절 간호사의 개인생활

1. 개인생활 개념과 측정

개인생활이란 보수를 받는 일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역할을 포함하는

영역이다(Casper & Swanberg, 2009). 개인생활은 가정, 가정일, 가정에

서의 책임 등 전반적인 것들을 포함하는 무형의 부분을 의미한다

(Pichler, 2009). Macinnes (2006) 연구에서 생활의 구성요소로 휴식, 여

가와 같은 일상생활, 의존적인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것 등을 포함시켰

다. Byron (2005)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를 종합하여 일−생활 갈등에 영

향을 미치는 생활 영역의 변수로 가족/개인생활 영역 몰입, 일 이외 영

역에 쓰는 시간, 가정에서의 지지, 자녀 수,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배우

자 취업여부, 결혼 여부로 선정하였다. Takeuchi와 Yamazaki (2010) 연

구에서 일과 생활 사이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과 관련된 변수로 누

구와 함께 살고 있는 지 여부, 집안일이나 아이 돌봄을 함께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지, 집안일에 시간을 쓰는 정도, 주관적인 경제적 상태에 대

해 물었다.

Casper, Weltman와 Kwesiga (2007) 연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독신 대

상자의 일−생활 갈등에 관한 주제에는 이해가 부족하며 독신들도 업무

이외의 약속이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 간

과되었다고 밝혔다. 2015년 기준 전국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

약 10만명 중 29세 이하는 약 3만 3천명, 30세에서 39세는 약 3만 5천명

으로(통계청, 2015), 약 60% 이상이 20~30대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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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평균 초혼 연령이 남자는 33세, 여자는 30세임을 감안했을 때(통계청,

2018), 가정과 개인생활 영역에서 독신과 관련된 변수를 추가해야 한다.

개인생활 변수 중 가정에서의 요구(집이나 밖에서 만성질환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가족, 친구를 간병하고 있거나 집안일에 대한 책임),

가정에서의 지지, 지난 1년간 삶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여부에 대

해 확인하였는데, 이는 기혼자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초

점을 맞추던 이전 연구보다 넓은 관점에서 개인생활 영역을 보고 있다

(Ronald, Mustafa, & Lisa, 2013).

아이가 없는 독신들의 일과 개인생활 영역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들 중 65%가 가족이나 친구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24%

는 직접적으로 가족이나 친구를 간병하고 있으며 57%가 공통적으로 애

완동물을 양육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다(Casper & Swanberg, 2009). 아

이가 성장한다는 것은 독립성이 높아지고 도움이 이전보다 적게 필요하

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할 필요

가 없다(Kossek, Colquitt, & Noe, 2001). 그러므로 독신 대상자가 죽음

을 앞두고 있거나 지속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돌보는 것은 아

이를 돌보는 것보다 더 스트레스가 높고 어려운 일이며 이는 제도적인

지원 밖의 영역인 가족 영역에 있지 않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를 돌

보는 경우에는 본인의 휴가를 사용해서 돌봄을 제공해야 하므로 더욱 부

담이 될 수 있다(Casper & Swanberg, 2009).

아이가 없는 독신의 여가활동은 자녀가 있는 기혼자들보다 더 많은 시

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Lee & Bhargava, 2004;

Thrane, 2000), 개인생활의 영역에서 여가 활동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 판단된다. 개인의 삶에서 여가는 중요한 구성요소로(Tsaur,

Liang, & Hsu, 2012), 일과 여가에 관한 고찰은 일과 일 이외 영역의 삶

과 관계된 이론에서 비롯되었다(Wong & Lin, 2007). Casper와

Swanberg (2009) 연구에서 독신이면서 아이가 없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

사이 쟁점 중 조직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건으로 사회적 활동이나

취미를 언급하였다. 김현기 (2019)의 연구에서 근로자들은 일에 너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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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간을 사용하게 되어 일과 개인생활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노동시간을 감소하고 여가시간을 늘여주는 정책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사람들은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해 여가활동에 참여하려고 많은 노

력을 하지만 다양한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조희태, 2015). 여가제약이란 여가활동 참여, 여가서비스

이용에 시간을 투자하거나 기대되는 수준의 만족을 얻기 위한 사람들의

능력을 제약하는 모든 요인을 뜻한다(Jackson, 1988). 여가제약은 개인적

여가제약, 대인적 여가제약, 구조적 여가제약으로 구성된다(Raymore et

al., 1993). 개인적 여가제약은 스트레스, 우울, 분노, 종교, 특정 여가활동

에 대한 이전의 인식, 여가활동의 적절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등과 같

은 여가선호에 대한 개인적 심리상태나 태도를 의미하고 대인적 여가제

약은 배우자가 선호하는 여가활동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개

인의 특성 사이의 관계나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제약

을 뜻하며 구조적 여가제약은 가족생활 주기, 경제적 상황, 계절, 기후,

근무스케줄 등과 같은 통속적으로 개념화된 제약을 의미한다(Crawford

& Godbey, 1987).

2. 간호사 개인생활

간호사의 개인생활로는 Takeuchi와 Yamazaki (2010) 연구에서 배우자

와 함께 사는 경우가 120명(87%), 1명 이상 본인에게 의지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경우가 98명(71%), 집안일 또는 아이 돌봄에 시간을 쓰는

정도는 근무일에는 평균 주당 3.4시간, 휴일에는 주당 7.4시간 정도로 나

타났다. 개인생활의 한 측면인 여가시간 활용 면에서 간호사는 타 직종

에 비해 주로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수면(44.1%), 가사일(17.7%), 모임 및

만남(10.3%), TV 및 비디오 시청(10.0%) 순으로 쓰고 있었다(이종선, 고

형면, 정헌주와 김호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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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간호사의 일-생활 갈등

일과 생활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은 산업화와 개인의 삶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기면서 지난 20년간 활발히 연구되어온 분야이다. 일−생활

(work−life)은 일−가정(work−family)이란 용어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

념으로 학자마다 이 두 용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다(Rantanen, Kinnunen,

Mauno, & Tillemann, 2011). Lavassani와 Movahedi (2014) 연구에 따르

면, 일과 생활 간 관계 이론은 크게 일−생활 갈등, 일−생활 보상

(work-life compensation),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으로 나뉘

며, 이는 일과 개인생활과의 관계를 부정적 또는 긍정적 관점에서 보거

나 둘의 관계를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보는 가에 따라 나누고 있다.

일−생활 균형은 근무자의 일과 개인생활 간 요구 사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과 개인생활 간 적절한 우선순위를 두는 개인의 능력을 뜻한다

(Grzywacz & Carlson, 2016; Rao & Laxmi, 2012). 일−생활 균형의 기

원은 1930년대부터 대두된 역할 이론(role theory)으로 사회적 환경에서

개인의 행동은 역할에 대한 개인의 인식,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해 좌우된

다는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Fellows & Kahn, 2013). 이는 대상자들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인지된 사회적 규범과 본인에게 주어진 기대 사

이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Mariska., 2016). 역할

이론은 서로 다른 개인이 같은 사회적 역할상황 속에서 왜 비슷한 행동

을 취하는지, 동일한 사람이 다른 역할상황에서 왜 다르게 행동하는 지

를 설명해 준다. 이 이론의 핵심은 한 사람이 상반된 기대가 요구되는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할 때 역할갈등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Biddle, 1986). 이러한 역할갈등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한 이론은 다양

한 역할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한 Goode (1960)

의 역할부담 이론이 있다. 이후 일−생활 역할 체계의 중요성에 대해 언

급한 초기 연구자 중 한명으로 일−생활 갈등, 일−생활 향상(work-life

enrichment)에 대해서 설명한 Sieber (1974)는 다양한 역할수행이 역할

부담으로 이어지는 지에 대한 이유를 시간 제약에서 오는 역할 과부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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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역할에 대한 기대에서 오는 역할갈등으로 설명하였다.

일−생활 갈등의 정의는 일과 가정 영역에서의 역할압력이 상호 양립할

수 없는 상호 역할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Greenhaus & Beutell,

1985). 다양한 연구에서 일−생활 갈등의 개념이 측정되어져 왔는데,

Netemeyer, Boles와 Mcmurrian (1996)이 개발한 척도에서는 일−생활

갈등을 일로 인해 가정생활에 미치는 갈등(Work-family conflict, WFC)

과 가정생활로 인해 일에 미치는 갈등(Family-work conflict, FWC)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Carlson 등 (2000)이 개발한 일−생활 갈등 척도는

이전의 연구들이 유형과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지 못함을 개선하여

유형과 방향성을 모두 고려한 다차원적인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후 많은

연구에서 본 척도를 이용하였다(Karimi, 2009; 양동민과 심덕섭, 2015;

전지현, 2004).

유럽근로환경조사 연구에서 일−생활 균형 척도의 예시는 ‘근무시간이

가정과 사교적인 활동에 어울리는 정도’,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일 걱정

을 하는 정도’, ‘일을 마친 후 너무 피곤해서 가정 일을 할 수 없는 정

도’, ‘일로 인해 배우자나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방해 받는 정도’, ‘가정에

서의 부담 때문에 일에 집중하기 어려운 정도’, ‘가정에서의 부담이 일을

하는 데 방해하는 정도’ 등 8개 항목으로 측정하고 있다(EWCS, 2015).

2010년 유럽 사회조사 연구에서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도 일 걱정을

하는 정도’, ‘일로 인해 배우자나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방해 받는 정도’,

‘퇴근 후 너무 피곤해서 가정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정도’로

일−가정 균형을 측정하고 있다(ESS, 2015). Lembrechts, Dekocker,

Zanoni와 Pulignano (2015) 연구에서 일−생활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유

럽 사회조사 연구의 일−생활 균형 척도를 기반으로 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 국제 사회조사 프로그램에서는 일−생활 균형을 ‘일 부담으로 인해

가정에서의 생활이 방해를 받는 정도’, ‘가정생활의 부담으로 인해 일에

방해를 받는 정도’, 2가지 항목으로 측정하고 있다(ISSP, 2015).

많은 선행연구에서 일−생활 갈등을 측정하고 있으며, 세부 항목을 살

펴보면 비슷한 내용이 많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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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갈등의 유형과 방향성을 모두 고려한 Carlson 등 (2000)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Yildirim와 Aycan (2008) 연구에서 간호사의 일-생활 갈등은 5점 척도

에서 평균 3.43점으로 나타났으며, Takeuchi와 Yamazaki (2010) 연구에

서 간호사의 일-생활 갈등은 0에서 4점의 5점 척도의 9문항에서 총점

18.4점으로 나타났다. 즉, 두 연구 모두 간호사의 일-생활 갈등 정도는

중간값 이상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김정희, 김명숙과 김연희 (2016) 연

구에서 3교대 근무 간호사의 사회-가정생활 방해 정도를 측정하였는데,

하위 항목은 여가생활, 가정생활, 기타 생활에 방해를 주는 정도 3가지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이는 5점 척도의 도구로 평균 총 점수는 10.88점, 여

가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는 평균 3.75점, 가정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

는 평균 3.58점, 기타 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는 평균 3.42점으로 모든

항목에서 중간값 이상의 방해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4 절 간호사의 직무만족, 수면장애, 피로

1. 간호사의 직무만족

직무만족이란 본인의 직업에 대한 선호도를 의미한다(Stamps, 1997).

간호사의 직무만족을 측정하는 것은 병원에서 환자간호를 위한 자격을

갖춘 간호인력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

이다(Taunton et al., 2004).

Stamps (1997)가 개발한 직무만족 척도(Index of work satisfaction

scale, IWS)는 임금, 자율성, 직무요구, 조직정책, 상호작용, 간호사의 전

문직의 6개의 하부 영역에 총 4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Stamps의

직무만족 척도는 간호 분야에서 직무만족을 측정할 때 가장 흔히 쓰이는

도구 중 하나이다(Ahmad et al., 2017). 이후 많은 연구에서 간호사의 직

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이 도구가 사용되었다. Murrells, Clinton와

Robinson (2005)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직무만족 도구에서 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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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발전, 관계, 교육, 일−생활 공유 영역, 자원의 6개 하위요인으로

나누었다. 미네소타 만족 측정도구(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

는 5점 척도의 총 20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 구성요소는 내적

만족, 외적만족, 전체만족으로 구분되어 있다(Weiss, Dawis, England, &

Lofquist, 1967).

Barton 등 (1995)이 개발한 직무만족 도구는 전반적인 직무에 대한 만

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전반적인 직업만족도와 이직의도를

묻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Barton et al., 2007).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직무만족 도구들은 각 연구의 초점에 따라 개념과 측정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직무만족도를 묻는

Barton 등 (1995)의 연구도구를 사용하였다.

김정희 등 (2016) 연구에서 간호사의 직무만족은 3교대 간호사를 대상

으로 측정하였을 때 총 7점 척도에서 평균 4.62점으로 나타났다. 병원 간

호사 대상 Price (2002) 연구에서 31개 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최저 65점에서 143점까지 확인되었으며, 응답자의 58%가 전반적으로 만

족한다고 답변하였고, 나머지 42%가 전반적으로 불만족스럽다고 답변하

였다.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결과를 분석해볼 때, 나이가 51～60세이

면서 비상근직으로 7～1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나이가 31～40세이면서 상근직으로 3～4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들의 만족도가 낮았다.

2. 간호사의 수면장애

수면을 측정할 때, 수면장애나 수면의 질의 개념으로 측정하기도 한다.

수면장애와 수면의 질이란 명확하게 정의되기 어렵지만, 총 수면시간, 입

면 지연, 수면 중 총 깬 시간, 수면 효율성, 무호흡 등이 수면장애 요인

으로 측정된다(Krystal & Edinger, 2008). Buysse, Reynolds, Monk,

Berman와 Kupfer (1989)이 개발한 피츠버그 수면 질 지표(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는 1달 동안 수면의 질과 방해 요인을 측정하는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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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관적인 수면의 질, 수면 잠복기, 수면 지속시간, 수면 효율성, 수

면과 관련된 문제, 수면제 사용, 낮 동안의 기능부전과 관련된 총 7개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수많은 연구에서 본 척도를 이용하여 수면

의 질을 측정하였다(강지숙과 황은희, 2008; 신승화와 김수현, 2014; 정유

진과 강승완, 2017).

Barton 등 (1995)의 표준 교대근무지표 중 ‘수면의 질과 방해’ 척도가

있으며 이는 각 근무유형 별 수면의 기간과 수면의 어려움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교대근무에 따른 일−생활 갈등이

수면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이므로 각 교대근무 유형에 따

라 수면장애 정도를 측정하는 Barton 등 (1995)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종선 등 (2017) 연구에서 수면의 질을 측정하였을 시 간호사이면서, 3

교대 근무자, 20대에서 가장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정희 등 (2016) 연구에서 표준 교대근무지표 도구를 사용하여 3교대 간

호사의 수면상태를 측정하였는데, 총 20점 만점에 수면의 양은 평균

16.91점, 잠을 잘 자는 지 여부는 평균 15.40점, 수면 후 잘 쉰 느낌은

17.43점, 잠에서 일찍 깨는지 여부는 13.85점, 잠드는데 어려움이 있는 지

는 13.64점으로 나타났다. Geiger-Brown 등 (2012) 연구에서도 2교대근

무를 하는 간호사들에게서 불충분한 수준의 수면양상을 보였다.

3. 간호사의 피로

피로는 수많은 사회 심리적, 행동적 과정을 수반하는 복잡한 현상으로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의가 존재하며, 어떤 학

자들은 피로를 그 자체로 정의하는 반면, 어떤 학자들은 행동적 관점에

서 정의하여 성과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보기도 하였다(Shen, Barbera, &

Shapiro, 2006). 피로란 극도의 피곤함, 에너지 부족, 피로감으로 정의된

주관적인 현상이다(Worm-Smeitink et al., 2017). 표준 교대근무지표의

만성피로 척도(Chronic fatigue scale, CFS)는 전반적인 활기와 에너지와

관련된 5문항과 피곤함과 에너지 부족과 관련된 5문항으로 총 10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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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어 있다(Barton. et al., 1995).

김정희 등 (2016) 연구에서 3교대 간호사의 피로는 표준 교대근무지표

의 만성피로척도를 사용 시, 전체 10문항의 5점 척도로 총 31.7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항목에서 평균적으로 중간 이상 값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Geiger-Brown 등 (2012) 연구에서 간호사의 1/3 정도가 현저

하게 지난 교대근무에서부터 다음 교대근무시작 시까지 회복이 되지 않

는 느낌을 가지는 교대근무 사이 피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Hazzard

등 (2013) 연구에서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여러 종류의 피로를 측정하

였는데 그 중 급성 피로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대근

무 사이 피로가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관적인 피로의 증

상을 확인했을 때, 에너지가 없고 집중하기 어려우며 불편한 감정이 느

껴지는 등 주간근무 간호사에 비해 교대근무 간호사의 피로도가 높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Yuan et al., 2011). Smith-Miller, Shaw-Kokot, Curro,

와 Jones (2014) 연구에서 간호사들은 높은 비율의 피로를 경험하였으

며, 특히 12시간보다 더 길게 교대근무를 시행하였을 때 피로도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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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교대근무 특성 및 개인생활과 일-생활 갈등

간의 관계

1. 교대근무 특성과 일-생활 갈등의 관계

근무시간의 길이와 구조, 통제할 수 없는 근무시간으로 인해 일과 생활

사이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일−생활 불균형(work-life imbalance)을 일

으키게 된다(OECD, 2017). 불규칙한 주간근무, 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

대근무(Camerino et al., 2010)와 비사회적 근무시간(Carlson. et al.,

2011)은 일−생활 갈등에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Amelsvoort,

Jansen, Swaen, Brandt와 Kant (2004) 연구에서 교대근무 변경될 때 주

간근무에서 저녁근무로 바뀌는 전진형 방식이 아닌 저녁근무에서 주간근

무로 바뀌는 후진형 교대근무 방식이 일−생활 갈등과 관련성을 보였다.

짧은 시간 안에 근무스케줄이 변경되거나(Fuß, Nübling, Hasselhorn,

Schwappach, & Rieger, 2008) 긴 근무시간은 일−생활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Voydanoff, 2004). Albertsen 등 (2008)의 연구

에서 근무시간이 길수록 일과 생활 사이 균형을 맞추는데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며, 이는 남성으로 구성된 집단보다 여성이나 남녀 혼성 집단에

서 더욱 일관성을 나타냈다.

간호사 대상 Lembrechts 등 (2015) 연구에서 과도한 업무량과 시간외

근무가 일−생활 갈등에 영향에 미치며, Takeuchi와 Yamazaki (2010)

연구에서 야간근무, 주당 근무시간과 시간외 근무가 길수록 일−생활 갈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근무와 같은 불규칙한 형태의

근무일 경우 간호사의 일−생활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vner. et al., 2007; Yildirim & Aycan, 2008). 또한, 야간근무일수가

많을수록 간호사의 일−생활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Sedoughi, Sadeghi, Shahraki, Anari, & Amiresmaili,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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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생활과 일−생활 갈등의 관계

맞벌이 가정, 편부모 가정, 부양이 필요한 나이가 많은 가족이 있는 가

정이 증가함에 따라 일-생활 갈등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Adams,

King, & King, 1996). 178개 표본을 메타 분석한 Michel 등 (2011) 연구

에 따르면 부모로서 요구, 자녀 수, 부양가족 수는 일−생활 갈등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로서 요구는 일과 생활 사이 양방향 갈

등을 모두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azak, Omar, & Yunus, 2010),

자녀가 없는 사람보다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일로 인한 생활 방해나 생활

로 인한 일 방해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Greenhaus &

Beutell, 1985; Netemeyer et al., 1996; Unruh et al., 2016). 본인의 나이

가 어리고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자녀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나이가

많은 부부보다 일-생활 갈등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eith &

Schafer, 1980).

맞벌이 부부에게서 남자보다 여자가 일−생활 갈등을 더 경험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남편의 근무시간이 길수록 여성의 일−생활 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eith & Schafer, 1980). 남편이 일에 시간을 많이 쏟는

다면 아내는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더욱 더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는 가족의 크기도 일−생활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Beutell & Greenhaus, 1982). 또한, 근무일에 집안일과 아이 돌봄에 쓰

는 시간이 많을수록 일-생활 갈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keuchi & Yamazaki, 2010).

가족의 지지는 생활로 인한 일 갈등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Griggs,

Casper, & Eby, 2013). 이전 연구에서는 대가족의 형태가 핵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적 부담이 요구되는 경향이 있었는데(Greenhaus & Beutell,

1985), 최근에는 대가족 형태의 부모, 이모, 자매 등이 더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심부름을 하거나 자녀를 돌봐줌으로써 실

질적인 도움을 주므로 생활로 인한 일 방해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Griggs et al., 2013). 간호사 대상 Takeuchi와 Yamazaki (201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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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도 집안일이나 아이 돌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지에

따라 일-생활 갈등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6 절 일-생활 갈등과 직무만족, 수면장애, 피로 간

의 관계

1. 일-가정 역할 불일치 모델

Figure 1은 일−가정 역할압력 불일치 모델(Greenhaus & Beutell,

1985)로 개인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때 시간 부족으로 인해 역할갈등을

느끼게 되고 이는 긴장으로 작용하며 일과 개인생활에서 본인에게 기대

되는 상반된 행동이 일−생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

다. 일−생활 갈등의 첫번째 선행 원인인 ‘시간 갈등’은 한 개인에게 요

구되는 다양한 역할수행을 해야만 할 때 한 역할에 시간을 쏟게 되면 다

른 역할을 수행할 시간이 부족하게 되어 역할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뜻한

다. 일 영역(Work domain)에서 시간갈등의 요소로는 긴 근무시간과 유

연성 없는 근무스케줄, 시간외 근무, 직무요구, 교대근무, 주당 근무시간

이 해당된다(Keith & Schafer, 1980; Pleck, Staines, & Lang, 1980;

Yildirim & Aycan, 2008). 가정 영역에서 시간갈등의 요소는 어린 자녀

양육, 배우자 직업 유무, 대가족 형태가 해당된다(Greenhaus & Beutell,

1985; Keith & Schafer, 1980). 일과 개인생활 영역에서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역할 부담이 되어 상호 양립할 수 없는 형태가 바로 일−생활 갈등

을 뜻한다.

일−생활 갈등 개념은 지난 20년간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개념이다

(Judge & Colquitt, 2004). 기술이 발전하면서 근무자는 이전 세대에 비

해 더 많은 시간을 업무에 투자하게 되고, 이것이 개인생활을 영위해 나

가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Tziner & Sharoni, 2014) 최근에 그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여러 논문에서 일−생활 갈등과 일−생

활 균형의 개념을 일과 개인생활 간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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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 둘은 연장선에 있는 개념이므로 일−생활 갈등의 척도를 일

−생활 균형을 측정하기 위해 쓰는 등 혼용하여 쓰고 있는 실정이다

(Sedoughi et al., 2016).

Figure 1. Work-Family Role Pressure Incompatibility Model

(Greenhaus & Beutell, 1985)

2. 일−생활 갈등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

선행연구에서 일로 인한 생활 방해와 생활로 인한 일 방해는 직무만족

에 중요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rmstrong, Atkin-Plunk, &

Wells, 2015; Buker & Dolu, 2010; Rathi & Barath, 2013; Ronald et al.,

2013; Rupert, Stevanovic, Hartman, Bryant, & Miller, 2012). 일과 생활

의 양립할 수 없는 역할부담으로 인해 유발되는 일−생활 갈등은 정신적

인 고통, 의욕 상실과 낮은 생산성으로 이어지게 된다(OECD, 2017). 32

개의 논문을 메타 분석한 Kossek와 Ozeki (1998) 연구에서도 일−생활

갈등과 직무만족과의 강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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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일−생활 갈등은 직무만족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Yildirim & Aycan, 2008). 일−생활 갈등은 특히 간호사와 관련이 있는

인적자원관리의 중요한 이슈이다(Unruh et al., 2016). 간호사의 업무환경

과 특성상 일−생활 갈등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이며 간호직은 갈등

을 일으키는 환경에 기여하는 많은 기준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최적

의 연구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일−생활 균형 정도가 높은 간호사들은

직무만족의 한 측면인 이직의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Russo, 2012;

Unruh et al., 2016). 이외 수많은 선행연구에서 간호사의 직무만족에 미

치는 요인으로 일-생활 갈등을 들었다(Kovner, 2006).

3. 일−생활 갈등과 수면장애, 피로와의 관계

수면과 피로는 시간 압박과 관련된 2가지 건강 문제이다(Skinner &

Dorrian, 2015). 일−생활 갈등을 겪고 있는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근로

자에 비해 부적절한 수면의 질을 2배 이상 보였다(Nylén, Melin, &

Laflamme, 2007). 중년 근로자 대상 Lallukka., Rahkonen., Lahelma와

Arber. (2010) 연구에서 입면의 어려움, 평상시 수면의 양, 수면 중 깨는

정도, 수면 후 피곤함을 느끼는 정도 등을 확인하여 일−생활 갈등과 강

한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Lallukka 등 (2013) 연구에서 일과 가정 사이

갈등이 수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주관적인 시간압박 속

에서 일하는 업무는 피로의 중요한 선행 요인이며, 일−생활 갈등은 이

러한 업무와 피로 사이 매개변수로 나타났다(Kleiner & Wallace, 2017).

Takeuchi와 Yamazaki (2010) 연구에서도 일-생활 갈등은 피로를 일으

키는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장시간 일하며 부모역할을 하는 여성에게 가

장 큰 위험은 수면과 피로 문제로 일−생활 갈등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역할을 하게 된다(Skinner & Dorria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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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본 연구의 연구목적에 따라 교대근무 특성 및 개인생활이 일-생활 갈

등에 영향을 미치며, 일-생활 갈등과 직무만족, 수면장애, 피로와의 관계

를 규명하기 위해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Figure 2). Greenhaus와

Beutell (1985)의 일−가정 역할 압력 불일치 모델(Work-Family Role

Pressure Incompatibility Model)과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설계한 본 연

구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Figure 2. Research framework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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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된 일−가정 압력 불일치 모델에서는 일

과 가정 두 영역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실증연구들을 검토하여 일−가정

갈등 모델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 교대근무환경 및 업무의

특수성, 개인생활로 인해 이전 유사 연구결과와 어떤 차이를 보이며, 교

대근무 특성과 개인생활 변수 중 일로 인한 생활 방해와 생활로 인한 일

방해, 일−생활 갈등을 낮추는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일-생활 갈

등이 직무만족을 낮추며, 수면장애와 피로도를 높일 것이라 예상하여 일

-생활 갈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대근무 특성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특히

교대근무 특성은 지각된 교대근무지표와 실제 근무표를 연구자가 분석하

여 확인된 지표들을 동시에 확인하여 단순 인식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제 2 절 연구설계

본 연구는 조사연구로서 간호사의 교대근무 특성 및 개인생활이 일−생

활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일-생활 갈등과 직무만족, 수면장애,

피로와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이다.

제 3 절 연구대상

1. 연구대상 선정

1) 병원과 간호 단위 선정

본 연구참여자는 연구자에 의해 편의 표집된 D지역과 G지역에 소재한

총 4곳의 종합병원의 내·외과 병동 및 응급실, 중환자실,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병동에서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표적 모집단은 국내 종합병원에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로 지방

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병원 중에서 병원 규모와 운영 특성이 비슷한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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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병원 중 각 병원당 3교대 근무가 이루어지는 5종류의 부서에서 대상

자를 선정하였다.

2) 연구 참여 간호사의 선정

종합병원의 경우 한 병동당 10명에서 20명 내외의 교대근무자가 근무를

하므로 병원당 교대근무가 이루어지는 내과병동, 외과병동, 응급실, 중환

자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에서 선택하되, 선정되는 병동 종류의

수는 병원 사정에 따라 선정하였다. 신입 간호사나 근무지 변경으로 인

해 중간에 다른 병동 인원으로 투입된 간호사도 분석대상 인원으로 포함

하였다. 단, 신규 간호사의 경우에는 프리셉터(preceptor) 교육을 종료하

고 1달 이상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병원

과 간호부의 협조 하에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각 병원에서 선정된

교대근무 병동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간호사를 모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병원당 약 70부씩 총 280부를 배포하였다. 자료를 수

집한 결과 총 278부가 수집되었으나 적합하지 않은 7명의 자료를 제외하

고 최종적으로 271부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제 4 절 연구도구

1. 교대근무 특성

간호사 교대근무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내용 중 객관적인 지표들은 병

동별 근무표를 부서로부터 수령하여 연구자가 확인 후 각 항목을 계산하

여 측정하였다. 간호사가 인지한 내용과 관련된 항목은 대상자 설문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교대근무 특성은 Barton 등 (1995)이 개발한 표준

교대근무지표 중 교대근무 관련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그 외 교대근

무 특성인 월평균 주당 40시간 초과 주수, 주당 비사회적 근무시간, 월평

균 건강하지 않은 근무유형 횟수, 간호사 배치 적절성은 선행연구를 참

조하여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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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교대근무지표는 자가 설문지 양식이므로 개발 당시부터 제한점으

로 대상자 기억력의 부정확함과 반응 편향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자는 각 병동별 근무표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

정하였다. 근무표를 연구 시점 이전 1개월만 분석했을 시에는 해당 달의

근무표가 잘 나오게 된 병동이 있을 수 있음을 우려하여 3개월간 근무표

를 분석하였다. 교대근무 특성 측정문항 중 연구자가 직접 근무표를 확

인한 항목은 평균 주당근무시간, 월평균 주당 40시간 초과근무 주수, 평

균 주당 비사회적 근무시간, 월평균 주간근무일수, 저녁근무일수, 야간근

무일수, 휴일근무일수, 지난 3개월 동안 쉬는 날 사이에 연속되는 교대근

무 최대일수, 월평균 건강하지 않은 근무유형 횟수, 간호사 배치 적절성

이다.

대상자가 설문한 항목은 각 근무조별 평균 시간 외 근무시간, 본인이

특정 교대근무 형태를 정할 수 있는 정도, 본인이 근무 시작 시간과 끝

나는 시간을 정할 수 있는 정도, 짧은 시간 안에 교대근무 변경 요청을

받은 횟수, 동료의 교대근무를 바꾸어 준 횟수, 특정 교대근무를 요청한

횟수이다. 그 외 교대근무 세부사항으로 교대근무를 하는 이유, 근무스케

줄을 사전에 통보받는 일자, 근무교대표 체계의 규칙성, 교대근무가 주는

장·단점, 교대근무조별 선호하는 근무시간 대와 관련된 문항이다.

표준 교대근무지표 도구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0.76～0.77로 확인되었다.

교대근무 특성은 크게 근무시간, 교대유형, 간호사 배치 적절성, 교대근

무 통제, 교대 불안정성으로 나뉘게 되며, 세부항목은 아래와 같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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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earch variables of shiftwork characteristics

Categories Variables Explanation Instrument

Work

hours

Working hours

per week

Average working hours per

week excluding overtime
SSI

Average number

of over 40-hour

working weeks in

a month

Average number of nurses

who are scheduled to work

over 40 hours per week

Unsocial working

hours per week

Unsocial work hours per

week (night work: 10 pm～5

am, evening work: 6 pm～10

pm, and Saturdays/Sundays

shift)

European

unsocial

hours

Overtime work Overtime work per shift SSI

Shift

patterns

Average number

of shift patterns

in a month

Average number of

day/evening/night/weekend

shifts per month

Number of

maximum

consecutive shifts

Number of maximum

consecutive shifts between

days off during 3 months

SSI

Average number

of unhealthy shift

patterns in a

month

Average number of nurses

who are assigned unhealthy

shift patterns per month

Nurse

staffing

adequacy

Nurse staffing

adequacy (%)

Ratio of the number of

nurses required in the ward

to the number of nurses

who actually work there

Shiftwork

control

Control over specific shifts

SSI

Control of the specific start & finish time

Shift

instability

Required to change shifts in a short time

Swapping shifts with colleagues

Request to work specific shi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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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시간(work hours)

근무시간은 평균 주당 근무시간, 월평균 주당 40시간 초과근무 주수, 평

균 주당 비사회적 근무시간, 근무조별 평균 시간외 근무로 구성된다.

(1) 평균 주당 근무시간(average working hours per week)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시간 외 근무를 제외하고 근무표 상에서 주당 근

무하는 시간을 측정한 것이다. 각 병원별 주간, 저녁, 야간근무시간 운영

에 차이가 있으므로 병원별 근무조의 운영시간을 확인하여 근무조별 시

간을 곱하여 실제 근무시간을 도출하였다. 지난 3달간 총 근무시간을 구

한 후, 전체 주차인 12주를 나누어서 주당 근무시간을 구하였다.

(2) 월평균 주당 40시간 초과근무 주수(average number of over

40-hour working weeks in a month)

월평균 주당 40시간 초과근무 주수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 대

비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되는 횟수를 확인하였다. 계산방법은 각 근

무인원별 3개월간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는 주수를 확인하고 그

횟수를 월평균으로 나누어 주당 40시간 초과 주수를 산출하였다. 주당

40시간 근무의 기준은 연구자와 간호관리학 교수 1명, 10년 이상 경력의

간호사 1명이 사전에 상의하여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적용하였다.

Figure 3을 예시로 들면, 2주간 근무표를 확인한 결과,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주수는 RN-1, RN-4, RN-6, RN-7, RN-8 근무자의

경우 각각 1회, RN-3 근무자의 경우 2회로 나타났다. Figure 3에서는 주

간근무(D), 저녁근무(E), 야간근무(N) 시간을 일률적으로 8시간으로 적용

하였으나, 분석 시에는 각 병원마다 실제 근무시간을 적용하여 주당 40

시간 초과근무 주수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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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xample of average number of over 40-hour working

weeks in a month

(3) 평균 주당 비사회적 근무시간(average unsocial working hours per

week)

평균 주당 비사회적 근무시간은 European unsocial hours (OECD,

2017) 기준에 따라 저녁근무 시에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야간근무

시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해당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주말

근무와 공휴일 근무는 전체 근무시간을 비사회적 근무시간으로 포함하였

다. 금요일 야간근무 시에는 해당 근무일자가 토요일 새벽근무에 해당되

므로 오전 5시까지가 아닌 야간근무 전체 시간을 비사회적 근무시간으로

포함하였다. 일요일 야간근무 시에는 월요일 새벽근무에 해당하므로 오

전 5시까지만 비사회적 근무시간으로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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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무조별 시간외 근무(overtime work per shift)

근무조별 시간외 근무는 주간, 저녁, 야간, 휴일근무 시 시간외 근무를

하는 정도를 확인하였으며, 1번 ‘없다’부터 5번 ‘3시간 이상’으로 척도를

측정하였다. 실제 분석 시에는 각 척도의 중간 값으로 변환하여 측정하

였다.

2) 교대유형(shift patterns)

교대유형은 월평균 근무조별 근무일수, 3개월 동안 쉬는 날 사이 연속

되는 교대근무 최대일수, 월평균 건강하지 않은 근무유형 횟수로 구성된

다.

(1) 월평균 근무조별 근무일수(average number of shift patterns in a

month)

(a) 월평균 주간근무일수

지난 3달간 오전 6시 30분에서 8시 사이 근무가 시작되는 낮시간에 근

무하는 일수를 확인하여 해당 달수로 나누어 한달 평균 주간근무일수를

측정하였다.

(b) 월평균 저녁근무일수

지난 3달간 오후 2시 30분에서 4시 사이에 근무가 시작되는 저녁시간에

근무하는 일수를 확인하여 해당 달수로 나누어 한달 평균 저녁근무일수

를 측정하였다.

(c) 월평균 야간근무일수

지난 3달간 오후 9시 30분부터 11시 사이에 근무가 시작되는 밤시간에

근무하는 일수를 확인하여 해당 달수로 나누어 한달 평균 야간근무일수

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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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월평균 주말근무일수

지난 3달간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일수를 확인하

여 한달 평균 휴일근무일수를 측정하였다.

(2) 3개월 동안 쉬는 날 사이 연속되는 교대근무 최대일수(number of

maximum consecutive shifts between days off during 3 months)

쉬는 날 사이에 연속되는 교대근무 최대일 수는 지난 3달간 쉬는 날 사

이 연속되는 교대근무일수를 확인한 후 가장 길게 연속되어 근무한 일수

를 측정하였다.

(3) 월평균 건강하지 않은 근무유형 횟수(average number of unhealthy

shift patterns in a month)

월평균 건강하지 않은 근무유형 횟수는 한달 평균 건강하지 않은 근무

유형의 총 발생 수를 확인하였다. 건강하지 않은 근무유형의 종류는 교

대근무자 건강을 위한 9대 작업관리 권고지침(노동부, 2002)과 민주노총

의견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2)를 참조하여 본 연구자가 항목을

작성하였다. 이후 간호관리학 교수 3인과 임상 경력이 10년 이상인 간호

사 3명이 건강하지 않은 근무유형의 종류에 대한 내용 타당도 조사

(Index of Contents Validity, CVI)를 시행하여 0.8 이상의 항목으로 구

성하였다. 최종 도출된 8가지 항목은 아래와 같다(Table 2).

(a) 연속 2개의 교대근무

24시간 중 연속으로 2개의 교대근무를 서는 형태를 뜻한다. 예를 들면,

24시간 안에 주간근무를 한 후 바로 저녁근무로 들어가거나, 저녁근무를

한 후 이어서 야간근무를 서는 경우를 뜻한다.

(b) 3교대 근무일 시 연속해서 5일 이상 근무를 한 경우

3교대 근무를 할 때 주간근무, 저녁근무, 야간근무의 형태 중 연속으로

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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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야간근무를 한달에 7회를 초과한 경우

야간근무일수는 한달에 최대 7일 이내로 제한해야 하는데, 한달 이내에

7일을 초과하여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를 확인하게 된다.

(d) 연속 3일 이상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야간근무는 최대한 연속 2일 이내로 줄여야 하는 권고사항에 반하여 연

속 3일 이상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를 확인하였다.

(e) 야간근무 후 휴식시간이 최소한 48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는 경우

야간근무는 그 자체로 엄청난 피로나 스트레스를 가져오기 때문에 야간

근무 후 휴식시간은 최소 48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야간근무

후 48시간 이상 쉬지 못하는 경우를 확인하게 된다.

(f) 근무조가 바뀔 시, 이전 조의 근무 종료 후 다음 근무 조 시작까지

최소 24시간의 휴식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근무조가 변경될 때 다음 근무 시작 전까지 휴식시간이 최소 24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예를 들면, 주간근무와 저녁근무를 연속으로

한 후 다음날 저녁근무에 배치되는 경우는 06시 30분에 출근하여 23시에

퇴근한 후, 다음날 14시에 출근하게 되므로, 최대 15시간만 휴식을 취한

후 다시 근무를 서게 된다.

(g) 야간근무 시 근무인원이 최소 2인이 아닌 경우

야간근무 시 근무인원이 1명일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리욕구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응급상황이 발생한다면 응급처치를 받게 되는 환자

이외 다른 환자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그러므로 야간근무 시

최소 2인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확인하게 된다.



- 37 -

(h) 후진형 근무방식인 경우

근무표가 전진형 근무방식인 주간근무, 저녁근무, 야간근무의 순서가 아

닌 야간근무, 저녁근무의 순이나 저녁근무, 주간근무의 순으로 이루어지

는 후진형 근무방식을 뜻한다.

그 외 2교대 근무일 시 연속해서 3일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도 건강하

지 않은 근무유형 횟수에 속하나 본 연구의 대상 병원에서는 2교대 근무

를 시행하고 있지 않아 제외하였다.

Table 2. Unhealthy patterns

월평균 건강하지 않은 근무유형 횟수 계산방법은 3개월간 일자별 건강

하지 않은 근무유형 발생횟수를 확인하고 그 횟수를 전체 해당 달수(3개

월)로 나누어 건강하지 않은 근무유형 발생 횟수를 산출하였다.

Figure 4를 예시로 들면, RN-1 근무자의 경우, 연속 2개의 교대근무 1

회, 근무조가 바뀔 시, 이전 조의 근무 종료 후 다음 근무조 시작까지 최

소 24시간의 휴식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1회, 후진형 근무방식인 경

우 1회로 2주간 총 3회의 건강하지 않은 근무유형이 확인되었다. RN-2

근무자의 경우, 3교대 근무일 시 연속해서 5일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2

회, 야간근무 후 휴식시간이 최소 48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는 경우 1회

로 2주간 총 3회의 건강하지 않은 근무유형이 확인된다.

Number Unhealthy patterns

1 Double shifts

2 Working more than 5 consecutive days in 3 shifts

3 Working more than 7 nights in a month

4 Working more than 3 consecutive night shifts

5 Returning to work without 48-hour resting after night shifts

6 Less than 24-hour resting between shifts

7 Less than 2 nurses working on night shifts

8 Backward-rotating work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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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xample of average number of unhealthy shift patterns in a month

3) 간호사 배치 적절성(nurses staffing adequacy)

간호사 배치 적절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각 병동유형별 하루 동안 필요

한 간호사 수를 구해야 한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인력 배치 기준, 응급의료기관 종별 응급실 전담 간호사 수 비율

등급에 따라 각 병동별 필요한 간호사 수를 산출하게 된다. 병동별 필요

한 간호사 수에는 3교대 근무, 휴가, 비번 등의 간호사 인원을 다 포함하

고 있으므로 1.6을 나누어 하루 동안 필요한 간호사 총 수를 구하게 된

다(국민건강보험, 2019; 심미영, 2018). 각 병동유형별 24시간 동안 필요

한 간호사 수를 계산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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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병동과 중환자실의 24시간동안 필요한 간호사 수 계산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에 따라 간호사 1인당 병상수를 확인하였다(보

건복지부, 2019b). 각 병원별 전체 일반병동과 중환자실의 간호관리료 차

등제 등급을 확인한 후,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을 만족시키기 위한 해

당 병동의 병상수 대비 최소 간호사 수를 구하였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에 포함되지 않은 정신과와 같은 폐쇄병동은 해당 의료기관 일반병동의

등급으로 계산하였다.

병동별 최소 간호사 수에는 교대근무와 비번 간호사가 포함되어 있고

주 40시간 근무와 법정 공휴일, 휴가를 고려해야 하므로 병동별 최소 간

호사 수에서 1.6을 나누어 24시간동안 필요한 간호사 수를 구하게 된다.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24시간동안 필요한 간호사 수 계산

각 병원별 전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간호사 당 환자 수 기준에

따라 병동별 필요한 간호사 수를 구하게 된다.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당 환자 수 표준 비율은 1:10 이하로 두고 있다(국민건강보험, 2019). 일

평균 재원환자 수를 확인한 후, 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인력

배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최소 간호사 수를 구하여 병동별 필요한

간호사 수를 제시하였다. 이때, 3교대 근무와 휴가 등 실제 근무 가능일

수를 고려한 추가 간호사 수 산정 요인에 따라 병동별 필요한 간호사의

수에서 1.6을 나누어 24시간동안 필요한 간호사 수를 구하게 된다.

(3) 응급실의 24시간동안 필요한 응급실 전담 간호사 수 계산

매년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평가 중, 각 응

급의료기관 종별 응급실 전담 간호사 수 비율 등급에 따라 응급실 전담

간호사 1인당 환자수로 확인하였다(중앙응급의료센터, 2018). 응급실 전

담 1인당 환자 수는 응급의료기관 종별(권역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따라 총 5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일평균 내원환자 수를 확인한 후, 등

급을 만족시키기 위한 최소 간호사 수를 구하여 응급실에서 필요한 전담

간호사 수를 제시하였다. 이때, 3교대 근무, 주 40시간 근무, 법정 공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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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휴가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각 응급실 별 필요한 전담 간호사 수에

서 1.6을 나누어 24시간동안 필요한 간호사 수를 구하게 된다.

(4) 간호사 배치 적절성 구하는 식

간호사 배치 적절성은 각 간호사가 실제 근무한 날의 24시간동안 배치

된 간호사 수의 총 합을 간호사가 근무한 일수에 24시간동안 필요한 간

호사 수를 곱한 값으로 나눈 값이다. 이를 통해 간호사 개인당 간호사

배치 적절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간호사 배치 적절성을 구하는 방법은 아래 예시와 같다(Figure 5). 해당

병원은 종합병원이며, 간호관리료 차등제(일반병동) 2등급이므로 간호사

수와 병상수 비율이 1:2.5이상에서 3.0미만이어야 한다. 해당 병동의 병

상 수는 54병상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 2등급을 만족시키기 위한 최소

간호사 수는 총 19명이 된다. 총 19명 중 24시간동안 필요한 간호사 수

는 간호사 교대근무, 주 40시간 근무, 법정 공휴일 등을 고려하여 1.6을

나누면 11.875명으로 총 12명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간호사가 근무한 일

수에 24시간동안 필요한 간호사 수는 14일 동안 실제 일한 날의 수를 필

요한 간호사 수인 12로 곱한 값이 된다.

RN-1 근무자의 경우, 14일 동안 11일을 근무하였으므로 실제 일한 날

마다 필요한 간호사 수인 12를 곱하게 되면 총 132명이 필요한 간호사의

수가 된다. 본인이 실제 일한 날의 배치된 간호사의 수는 일자별 총 근

무한 간호사 수를 더해주면 총 78명이 된다. 간호사 배치 적절성 값은

실제 일한 날의 배치된 간호사 수에서 필요한 간호사 수를 나누게 되므

로 0.59가 나오게 된다. 즉, RN-1 근무자의 경우, 필요한 간호사 수 대비

59% 정도만 근무 인원이 충족되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 41 -

Figure 5. Example of nurses staffing adequacy

4) 교대근무 통제(shiftwork control)

교대근무 통제는 특정 교대근무 스케줄을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정도

와 교대근무를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의 통제 정도를 1번 ‘전혀 통제할 수 없다’에서

5번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5) 교대 불안정성(shift instability)

교대 불안정성은 짧은 시간 안에 근무스케줄이 변경되는 정도, 동료의

근무를 바꾸어 준 정도, 특정 교대근무를 요청한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각 항목은 1번 ‘거의 없다’ 부터 5번 ‘거의 항상 있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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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외 교대근무 현황을 확인하게 위한 기타 항목(other items related

to shiftwork characteristics)

(1) 교대근무를 하는 이유(main reasons for working shifts)

각 문항별 5점 척도로 교대근무를 하는 이유를 측정하였다.

(2) 근무스케줄을 사전에 통보 받는 일자(advanced notification period of roster)

30일 미만, 22일에서 30일, 15일에서 21일, 8일에서 14일, 그 전날에서 7

일까지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실제 분석 시에는 중간값을 기준으로 적

용하였다.

(3) 교대근무 체계의 규칙성 정도(regularity of shift system)

‘유연하다’, ‘규칙적이다’,‘불규칙적이다’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4) 교대근무가 주는 장·단점, 교대근무조별 선호하는 근무시간(main

advantage and disadvantage of shift system, free to choose the start

and finish time per duty)

주관식 항목으로 두어 서술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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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생활

개인생활을 측정한 변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Table 3). Jansen 등

(2003) 연구에서 개인생활을 측정한 변수와 Takeuchi와 Yamazaki

(2010) 연구에서 사용한 가족 관련 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 두

연구에서 측정한 변수 중 일치되는 항목은 가족 상황, 가정에서의 지원,

가정에서의 요구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 상황(단독 세대 구성, 친구나

다른 이와 동거, 부모와 함께 세대 구성), 가정에서의 요구(아이를 부양

하고 있음, 집에서 만성 질환/장애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돌보고 있음,

집 밖에서 가족이나 친구를 돌보고 있음, 집안일에 대한 책임, 이혼, 사

고, 심각한 질병, 중요한 사람의 죽음 등 지난 1년간 중요한 삶의 사건),

가정에서의 지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각 항목당 ‘예’, ‘아니요’ 두가

지 척도로 응답하였으며, 가정에서의 하위 항목인 근무일/휴일에 집안일

또는 아이 돌봄에 시간을 쓰는 정도는 5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개인생활의 하위 변수 중 여가제약은 Raymore 등 (1993)이 개발한 도

구를 Hubbard와 Mannell (2001)이 사용한 문항을 황선환과 서희진

(2009) 연구에서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여가제약

의 정도를 묘사하는 28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척도로 응답하

였다. 이는 개인적 제약 11문항, 대인적 제약 7문항, 구조적 제약 10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여가제약이 심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황선환과 서희진 (2009) 연구에서 신뢰도는 0.89이였으며, 본 연

구의 여가제약의 신뢰도는 0.93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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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earch variables related private lives

Instrument Variables Explanation

Characteristics

of the private

situation,

family related

variables

Family status Choose the status of family

Demands at home

Dependent children, caring for

someone with a chronic

disease/handicap, caring for

family/friend, responsibility

housekeeping, presence of life events

(divorce, accidents, severe illness etc

during past year)

Time spent on

housework or

child rearing

Time spent on housework or child

rearing on work/non-work days

Support at home Domestic help or not

Leisure

constraints

Leisure

constraints

Intrapersonal / interpersonal /

structural constraints



- 45 -

3. 일−생활 갈등

본 연구에서는 Carlson 등 (2000)이 개발한 척도를 일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Table 4). 그 구성을 살펴보면, 일−생활 갈등(시간)의 요소

와 갈등의 방향성(생활로 인한 일 방해, 일로 인한 생활 방해) 2가지 요

소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모두 리커드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한다. 일로 인한 생활 갈등과 관련된 3문항과 생

활로 인한 일 갈등과 관련된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저 3점에서 최

고 1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로 인한 생활 갈등과 생활로 인한

일 갈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0.78 이상이었으

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0.84이였다.

4. 직무만족

본 연구에서는 표준 교대근무지표 중 직무만족을 측정하는 총 5개의 문

항으로 측정하였다(Barton. et al., 1995) (Table 4). 전반적인 직업 만족

도, 이직 의도, 일 종류에 대한 만족도,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직업 만족도 및 이직 의도를 묻는 문항으로 7점 리커트 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전적으로 동의한다)로 이루어져 있다. 최저 5점

에서 최고 3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

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0.76～0.77로 확인되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

도는 0.74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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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면장애

본 연구에서는 표준교대근무지표의 수면과 관련된 문항 중 수면장애를

측정하는 총 6개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Barton. et al., 1995) (Table 4).

나머지 항목을 제외한 이유는 Barton 등 (2007) 연구에서 같은 척도 내

에서 각 근무 유형별 수면 패턴을 묻는 문항이 아니므로 수면장애에 관

한 본 척도 전체 값 계산 시, 제외하라는 지침에 따라 제외하였다. 본 연

구에서 포함된 수면장애 관련 항목은 각 연속되는 근무유형 사이 수면의

양에 대한 느낌과 수면 유지, 수면 후 휴식을 취하는 정도, 본인이 의도

한 시간보다 일찍 잠을 깬 정도, 입면의 어려움, 피곤함을 느끼는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으며, 6개의 수면

관련 항목의 값을 더해서 높은 값이 나올수록 수면장애가 높은 것을 뜻

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0.83으로 확인되었다.

6. 피로

본 연구에서는 표준 교대근무지표 중 피로를 측정하는 10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Barton. et al., 1995) (Table 4). 피로를 측정하는 항목은 충

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거나 일을 열심히 한 것과 상관없이 일반적인

피곤함과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의 세부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로 관련 문항 중 각 세부항목 값

을 더해서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까지 높은 값이 나올수록 피로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피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0.92이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0.85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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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earch variables related work-life conflict, job satisfaction,

sleep disturbance and fatigue

Instrument Variables Explanation

Work-life

conflict

Work-life

conflict

Work interference with life

Life interference with work

SSI

Job satisfaction
General job satisfaction, Intent to leave

General the kind of work satisfaction

Sleep

disturbance
Overall sleep disturbance

Fatigue
General feelings of tiredness and lack

of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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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구의 번역과 문화 간 타당도 검증

표준 교대근무지표의 개발자인 Folkard와 이메일을 통해 도구의 사용

및 수정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도구 번안 과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

해서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 우선, 연구자와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간호사 1인이 영문 원본을 한국어로 번안한 후 번역된 도구는 영어 전공

교수 1인이 검토한 후 한국어에 능통한 이중 언어 사용자가 영어원본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로 역번역을 시행하였다. 연구자와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간호사 1인이 다시 도구를 검토하여 문항의 의미가 올바르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고 최종 도구를 완성하였다. 도구의 내용 타당도 검

증을 위해 3교대 근무 경력이 있는 임상경험 10년 이상의 석사학위 소지

자 간호사 3인, 간호학 교수 3인, 총 6인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였다.

표준 교대근무지표의 하부영역 중 교대근무 특성과 관련된 26개 항목에

대해 4점 척도의 설문지로 내용타당도와 어휘 및 용어의 적절성을 검증

받았다. 그 결과, 한국적 정서에 맞지 않거나 모호한 표현이 담긴 문항을

제외하고 CVI 값 0.8 이상의 값으로 최종 13개 문항이 본 연구의 측정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 외 표준 교대근무지표의 하위 영역인 직무만족, 수면장애, 피로와 관

련된 문항도 상기와 같은 과정을 거쳐 직무만족 총 5개 문항, 수면장애

총 6개 문항, 피로 총 10개 문항을 최종 측정문항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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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NO. 1909/001-001)의 심의

를 받은 후 연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는 병원과 간호부 협조 하에서

대상자를 모집하되 병원 별 병동 수는 병원 별 간호인력 운영에 따라 5

∼6곳을 선정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간호사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직접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후 설문지에 응

답하였으며, 설문이 끝난 후 개별 설문봉투에 밀봉하여 수거하였다. 간호

사가 응답하는 설문지 내용은 일반적 특성, 교대근무 특성, 개인생활, 일

−생활 갈등, 직무만족, 수면장애, 피로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자가 직접 교대근무 특성 관련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3개월간의 근

무표를 간호 관리자를 통해 수령하였으며, 익명화를 위해 간호사 실명은

간호관리자가 삭제한 후 일련번호를 매겨서 근무표와 설문지를 매칭하였

다. 간호사 배치 적절성 계산에 필요한 기초자료인 병상 수, 월 평균 재

원 환자 수는 간호관리자용 설문지와 관리자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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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과 오류 검토를 마친 후 SPSS 22.0 프로그

램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교대근무 특성, 개인생활, 일−생활 갈등, 직

무만족, 수면장애, 피로도는 도수, 백분율, 합계,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

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대근무 특성, 개인생활, 일−생활 갈

등, 직무만족, 수면장애, 피로도의 차이는 t 검정(t-test), 분산분석

(ANOVA)을 통해 그룹 간 차이를 비교하고 그룹 간 차이가 있을 경우

사후검정은 Scheffe로 시행하였다.

(3) 교대근무 특성, 개인생활과 일−생활 갈등 간의 관계와 일-생활 갈

등과 각 종속변수 간의 관계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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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유효 설문지 271부를 빈도

분석한 결과를 Table 5와 같이 요약하였다.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이

88.2%이고 남성이 일부 11.8%였으며, 혼인상태는 미혼이 191명(70.5%),

기혼이 78명(28.8%)이었다. 연령대로는 20대가 157명(57.9%)로 가장 많

았으며, 30대는 88명(32.5%), 40대 이상은 26명(9.6%)를 차지하였다. 교

육수준에 따른 분류는 전문학사가 94명(34.8%), 학사가 172명(63.7%)를

차지하였다.

근속연수는 5년 미만이 137명(50.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

며, 5년 이상～10년 미만이 68명(25.1%), 10년 이상～15년 미만이 35명

(12.9%), 15년 이상～20년 미만이 22명(8.1%), 20년 이상이 9명(3.3%)으

로 확인되었다. 평균 근속연수는 6.64년으로 확인되었다. 현 직장 근속연

수 역시 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

상 순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세후 평균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18

명(6.6%),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이 107명(39.5%), 250만원 이상 300

만원 미만이 99명(36.5%), 300만원 이상은 34명(12.5%)를 차지하였다. 이

러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볼 때 간호사 직무 성격상 여성이 압도적

으로 많으며, 학사학위를 가진 5년 미만의 근속연수를 가지고 있는 20대

미혼 간호사들의 표본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52 -

Table 5. General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n=271)

Category Frequency Percent

Sex Male 32 11.8

Female 239 88.2

Marital

status

Single 191 70.5

Married 78 28.8

Divorced 2 0.7

Age

(Mean 29.61)

20～29 157 57.9

30～39 88 32.5

≥ 40 26 9.6

Education Associate degree 94 34.8

Bachelor’s degree 172 63.7

Master’s degree or higher 4 1.5

Unit type Medical ward 80 29.5

Surgical ward 20 7.4

Intensive care unit 40 14.8

Emergency room 48 17.7

Nursing care integrated services ward 83 30.6

Work

experience

(Mean 6.64)

< 5 years 137 50.6

5≤～<10 years 68 25.1

10≤～<15 years 35 12.9

15≤～<20 years 22 8.1

≥ 20 years 9 3.3

Current

work

experience

(Mean 4.76)

< 5 years 174 64.2

5≤～<10 years 65 24.0

10≤～<15 years 18 6.6

15≤～<20 years 7 2.6

≥ 20 years 6 2.2

Average

income

(Mean 247.597

Million Won)

Less than 2 Million Won 18 6.6

Over 2～Less than 2.5 Million Won 107 39.5

Over 2.5～Less than 3 Million Won 99 36.5

Over 3 Million Won 34 12.5

Non-response 13 4.8



- 53 -

2. 근무 병동 관련 특성

근무부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83명(30.6%), 정신과 포함 내과병

동 80명(29.5%), 응급실 48명(17.7%), 중환자실 40명(14.8%), 외과병동

20명(7.4%) 순으로 나타났다(Table 5). 각 병원별 응답자 비율은 최저

44.1%에서 최고 94.7%까지 확인되었다. 각 병원별 병동의 특성은 Table

6와 같다. 간호사 배치 적절성 값을 구할 시, 간호사 배치기준이 되는 각

기준 값들은 아래와 같다.

A병원의 경우 간호관리료 차등제 일반병실 2등급인 1:2.5이상에서 3.0

미만(간호사:병상수),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5등급인 1:0.88이상에

서 1:1 미만(간호사:병상수)이다. 응급실은 광역응급의료센터로 구분되므

로 응급의료기관평가의 전담간호사와 환자 비율이 3등급인 1:3.5명 이하

이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간호사 배

치 기준에 따라 간호사당 환자 수가 1:10 이하로 확인되었다.

B병원의 경우 간호관리료 차등제 일반병실 2등급으로 1:2.5이상에서 3.0

미만이며,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7등급으로 1:1.25이상에서 1.5 미

만으로 확인되었다. 응급실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이며 응급의료기관평가

전담간호사 비율 3등급이므로 간호사당 환자수가 1:4.4명 이하, 간호·간

병통합서비스 병동은 간호사 당 환자수가 1:10명 이하로 확인되었다.

C병원의 경우 간호관리료 차등제 일반병실 3등급으로 1:3.0이상에서 3.5

미만,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응급실은 3등급으로 1:4.4명 이하, 간호·간병통

합서비스 병동은 1:10명 이하로 확인되었다.

D병원의 경우 간호관리료 차등제 일반병실 2등급,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7등급으로 1:1.25이상에서 1.5 미만으로 확인되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병동은 1:12 이하,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응급실은 1:4.4명 이하

로 확인되었다. 그 외 등급 분류가 시행되지 않은 정신과 폐쇄 병동의

경우 해당 병원의 일반병동 등급인 2등급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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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haracteristics of hospitals

Hospital Unit type

Hospital level nurse staffing Actual ward level nurse staffing

Nurse

staffing

criteria

Nurse : beds
Nurse :

patients

Number

of beds

The average

number of

nurses

Nurse :

beds

A

Medical ward 1 Grade 2 1:2.5 ≤ ～ < 3.0 54 14 1:3.9

Medical ward 2 Grade 2 1:2.5 ≤ ～ < 3.0 53 14 1:3.8

ICU Grade 5 1:0.88 ≤ ～ < 1 26 27 1:1

ER (Reg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Grade 3 1:≤ 3.5 30 34 1:0.8

Nursing care integrated services ward 1:10 1:10 46 23 1:2

B

Medical ward 1 Grade 2 1:2.5 ≤ ～ < 3.0 43 13 1:3.1

Medical ward 2 Grade 2 1:2.5 ≤ ～ < 3.0 49 14 1:3.5

ICU Grade 7 1:1.25 ≤ ～ < 1.5 22 16 1:1.4

ER (Local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 Grade 3 1:≤ 4.4 10 15 1:0.7

Nursing care integrated services ward 1:10 1:10 56 29 1:1.9

C

Medical ward Grade 3 1:3.0 ≤ ～ < 3.5 66 18 1:3.6

Surgical ward Grade 3 1:3.0 ≤ ～ < 3.5 66 15 1:4.4

ER (Local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 Grade 3 1:≤ 4.4 11 13 1:0.8

Nursing care integrated services ward 1 1:10 1:10 62 26 1:2.4

Nursing care integrated services ward 2 1:10 1:10 39 19 1:2.1

D

Medical ward 1 Grade 2 1:2.5 ≤ ～ < 3.0 50 12 1:4.2

Medical ward 2 Grade 2 1:2.5 ≤ ～ < 3.0 53 11 1:4.8

Medical ward 3 (Grade 2) (1:2.5 ≤ ～ < 3.0) 70 7 1:10

Medical ward 4 (Grade 2)
(1:2.5 ≤ ～ <

3.0)
80 7 1:11.4

Surgical ward Grade 2 1:2.5 ≤ ～ < 3.0 54 11 1:4.9

ICU Grade 7 1:1.25 ≤ ～ < 1.5 13 13 1:1

ER (Local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 Grade 4 1:≤ 4.4 11 11 1:1

Nursing care integrated services ward 1:12 1:12 42 14 1:3

Note: ( ) : Estimate value by resear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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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병원별 병동 교대근무유형과 교대근무를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

간은 Table 7과 같다. A병원의 경우, 주간근무, 저녁근무, 야간근무의 형

태가 있으며, B병원과 C병원은 주간, 저녁, 야간근무 외 추가로 상근근

무(splint) 형태가 존재한다. D병원은 주간, 저녁, 야간근무의 시간이 타

병원에 비해 각 교대근무 별 1～2시간 정도 더 길게 근무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으며,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연속해서 하는 주간-야간근무의 형

태와 주간근무에서 4시간 연장근무를 하는 주간연장근무, 야간근무에서

3시간 일찍 출근하여 총 12시간을 근무하는 야간연장근무 형태가 존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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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tandard shiftwork time according to hospitals

  

Hospital Day shift Day extended

shift

Evening shift Day-Evening

shift

Night shift Night extended

shift

Splint

Start Finish Start Finish Start Finish Start Finish Start Finish Start Finish Start Finish

A 06:30 14:30 - - 14:30 22:30 - - 22:30 06:30 - - - -

B 07:00 15:00 - - 15:00 22:30 - - 22:30 07:00 - - 08:50 17:30

C 07:15 15:00 - - 14:30 22:00 - - 21:30 08:30 - - 09:00 17:00

D 06:30 15:30 06:30 19:30 14:00 23:00 06:30 23:00 22:00 07:00 19:00 07:00 09: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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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간호사의 교대근무 특성

1. 근무시간의 서술적 통계

근무시간의 서술적 통계 중 평균 주당 근무시간, 월평균 주당 40시간

초과근무 주수, 평균 주당 비사회적 근무시간, 평균 시간 외 근무는

Table 8과 같다.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45.38±4.55시간, 월평균 주당 40

시간 초과근무 주수는 2.02±0.98회, 평균 주당 비사회적 근무시간은

30.65±5.33시간, 주당 근무시간 대비 비사회적 근무시간은 67.54%로 나

타났다. 평균 시간 외 근무는 0.53±0.56시간으로 나타났다.

Table 8. Results of shiftwork characteristics (work hours)

2. 교대유형의 서술적 통계

교대유형의 서술적 통계 중 월평균 근무조별 근무일수, 3개월 동안 쉬

는 날 사이 연속되는 교대근무 최대일수, 월평균 건강하지 않은 근무유

형 횟수는 Table 9와 같다. 월평균 주간근무일수, 저녁근무일수, 야간근

무일수, 주말근무일수는 각각 8.36±3.19회, 7.28±3.09회, 6.15±2.42회,

6.80±1.12회로 나타났다. 3개월 동안 쉬는 날 사이 연속되는 교대근무

최대일수는 6.59±2.01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건강하지 않은 근무유형

횟수는 4.36±2.38회로 나타났다.

Categories Variables Mean±SD

Work hours

Average working hours per week 45.38±4.55

Average number of over 40-hour working weeks

in a month
2.02±0.98

Average unsocial working hours per week 30.65±5.33

Unsocial working hours / working hours ratio (%) 67.54%

Overtime work 0.5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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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Results of shiftwork characteristics (shift patterns)

Categories Variables Mean±SD

Shiftwork

patterns

Average number of day shifts in a month 8.36±3.19

Average number of day-evening shifts in a

month

0.48±0.58

Average number of day extended shifts in a month 0.20±0.56

Average number of evening shifts in a month 7.28±3.09

Average number of night shifts in a month 6.15±2.42

Average number of night extended shifts in a month 0.29±0.47

Average number of weekend work in a month 6.80±1.12

Number of maximum consecutive shifts between

days off during 3 months

6.59±2.01

Average number of unhealthy shift pattern in a month 4.36±2.38

unhealthy shift pattern # 1 0.98±2.17

unhealthy shift pattern # 2 3.03±1.90

unhealthy shift pattern # 3 0.96±1.15

unhealthy shift pattern # 4 3.74±2.86

unhealthy shift pattern # 5 3.21±2.09

unhealthy shift pattern # 6 0.19±0.72

unhealthy shift pattern # 7 0.77±3.80

unhealthy shift pattern # 8 0.66±1.01

Note: unhealthy shift pattern 1: Double shifts, 2: Working more than 5

consecutive days in 3 shifts, 3: Working more than 7 nights in month, 4:

Working more than 3 consecutive night shifts, 5: Returning to work without

48-hour resting after night shifts, 6: Less than 24-hour resting between

shifts, 7: Less than 2 nurses working on night shifts, 8: Backward-rotating

work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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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사 배치 적절성의 서술적 통계

간호사 배치 적절성의 서술적 통계는 Table 10과 같다. 간호사 배치 적

절성 값을 병동별로 나누어 확인해보았을 때 A병원 78～156%, B병원

77～123%, C병원 87～110%, D병원 33～162%로 확인되었다. 전체 간호

사 배치 적절성은 100%로 나타났으나, 병동별 편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

다.

Table 10. Results of shiftwork characteristics (nurses staffing adequacy)

Hospital Unit
Nurses staffing

adequacy (%)

1

Medical ward 1 88%

Medical ward 2 78%

Intensive care unit 112%

Emergency room 117%

Nursing care integrated services ward 156%

2

Medical ward 1 77%

Medical ward 2 81%

Intensive care unit 110%

Emergency room 123%

Nursing care integrated services ward 94%

3

Medical ward 1 99%

Medical ward 2 87%

Emergency room 110%

Nursing care integrated services ward 1 94%

Nursing care integrated services ward 2 100%

4

Medical ward 1 84%

Medical ward 2 66%

Medical ward 3 34%

Medical ward 4 33%

Surgical ward 67%

Intensive care unit 162%

Emergency room 97%

Nursing care integrated services ward 119%

Hospitals’ total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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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대근무 통제의 서술적 통계

교대근무 통제의 서술적 통계 중 특정 교대근무 스케줄을 본인이 통제

할 수 있는 정도, 교대근무를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는 Table 11과 같다. 특정 교대근무 스케줄을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정도는 2.38±0.69, 교대근무를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는 2.15±0.82로 둘 다 평균보다 낮은 통제 정도를

보였다.

5. 교대 불안정성의 서술적 통계

교대 불안정성의 서술적 통계 중 짧은 시간 안에 나의 근무스케줄이

바뀌는 정도, 동료의 근무를 바꾸어 주는 정도, 본인이 특정 교대근무를

요청하는 정도는 Table 11과 같다. 짧은 시간 안에 근무스케줄이 바뀌는

정도는 2.03±0.89, 동료의 근무를 바꾸어 주는 정도는 1.89±0.75, 본인이

특정 교대근무를 요청한 정도는 1.97±1.00으로 모두 평균 이하 수치로

확인되었다.

Table 11. Results of shiftwork characteristics (shiftwork control and shift instability)

Categories Variables Mean±SD

Shiftwork control
Control over the specific shifts 2.38±.69

Control of the specific start and finish time 2.15±.82

Shift instability

Required to change shifts at short time 2.03±.89

Swap shifts with colleagues 1.89±.75

Make a request to work specific shifts 1.9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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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외 교대근무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기타 항목

교대근무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기타 항목의 서술적 통계는 Table 12

와 같다. 교대근무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내 직업의 일부분이다’라는

의견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으며, 각각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

다’, ‘높은 급여 때문이다’, ‘가정 일을 하기에 좀 더 편하다.’ 순으로 확인

되었다. 근무스케줄을 사전에 통보받는 일자는 하루 전이나 일주일까지

통보받는 경우가 가장 많은 비율(56.8%)을 차지하였다. 본인의 교대근무

체계의 규칙성 정도에 대한 항목은 111명(41.0%)이 ‘불규칙하다’라고 응

답하였으며, 80명(29.5%)이 ‘유연하다’, 79명(29.2%)이 ‘규칙적이다’라고

응답하였다.

Table 12. Results of shiftwork other items

Categories Variables
Mean±SD

/ N (%)

Shiftwork

other

items

Main reasons

for working

shifts

It is part of the job 3.73±0.74

It was the only job 2.67±0.95

More convenient for my

domestic responsibilities
2.25±0.91

Higher rates of pay 2.37±0.03

Advanced notification period

of roster

>30days 11 (4.1)

22-30 11 (4.1)

15-21 23 (8.5)

8-14 72 (26.6)

2-7 154 (56.8)

Regularity of shift system

Flexible 80 (29.5)

Regular 79 (29.2)

Irregular 111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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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가 주는 3가지 장점은 유연한 근무조건(24.7%), 평일 휴일

(22.1%), 평일 휴무에 공공기관, 병원, 은행 업무 가능(13.9%), 높은 급여

(5.8%), 규칙적인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음, 단조로움을 없앨 수 있음

(3.3%) 등으로 나타났다(Table 13).

Table 13. Advantages of shiftwork according to hospitals

Note: multiple responses

Item Total N(%)

Flexible time control 105 (24.7)

Flexible work condition 35 (8.2)

Successive 3 days off 3 (0.7)

Weekday off 94 (22.1)

Using public institutions, hospitals, and banking on weekdays 59 (13.9)

Higher pay 24 (5.8)

Being able to oversleep 9 (2.1)

A large number of day-off 9 (2.1)

Available day time 16 (3.8)

Avoiding regular daily routine and monotonous routine 14 (3.3)

Available various discounts on weekdays 5 (1.2)

Available parenting and dividing household duty 7 (1.6)

Avoiding traffic jams during rush hour 6 (1.4)

Various working hours experience 2 (0.5)

Long leisure time available between days off 4 (0.9)

Night extra pay 13 (3.1)

Holidays off 1 (0.2)

Time passes quickly during shift work 3 (0.7)

Available leisure activities 7 (1.6)

Few successive working days 2 (0.5)

Even if the work is done less, the next shifts workers can be solved 1 (0.2)

Short working hours 2 (0.5)

Sleeping at various times 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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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가 주는 3가지 단점은 수면장애, 불면증, 불규칙한 수면패턴

(17.1%), 불규칙한 생활 패턴(13.7%), 피로(12.1%), 불규칙한 생체리듬

(9.4%), 야간근무, 주말근무 스트레스(7.8%) 등으로 나타났다(Table 14).

Table 14. Disadvantages of shiftwork according to hospitals

Note: multiple responses

Item Total N(%)

Lack of time to spend with family 8 (1.3)

Health deterioration 48 (7.8)

Working on holidays and unsocial hours 54 (8.8)

Stress due to night shifts and holiday work 48 (7.8)

Irregular life pattern 84 (13.7)

Sleep disturbance insomnia, irregular sleep pattern 105 (17.1)

Irregular eating pattern 15 (2.4)

Irregular bio-rhythm 58 (9.4)

Social activities constraints, difficulty of making an

appointment with friends

34 (5.5)

Fatigue 74 (12.1)

Personal activities constraints 7 (1.1)

Lower salary than the intensity of work load 2 (0.3)

Affecting a child’s sleeping habits, child care problem 3 (0.5)

Leisure constraints 26 (4.2)

Constraints on child care and education 11 (1.8)

Physical strength deterioration 7 (1.1)

Schedule control difficulty 11 (1.8)

Depression 2 (0.3)

Self-improvement constraints 1 (0.2)

Irregular work schedules 9 (1.5)

Shiftwork 1 (0.2)

Impossible unsocial hours utilization 1 (0.2)

Lower quality of life 1 (0.2)

Shortening of life span 2 (0.3)

Excessive workload due to lack of labor force 1 (0.2)

Becoming a sensitive character 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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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조별 선호하는 근무시간 대는 Table 15와 같다. 주간근무시간은

07:00 또는 07:30에 시작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저녁근무시간은 14:00 또

는 14:30에 시작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야간근무시간은 22:00 또는 23:00

에 시작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Table 15. Ideal standard shiftwork time per duty

Start Duration / N (%)

Day shift

05:30 10hrs: 1 (0.4)

06:00 8hrs: 5 (1.9), 8.5hrs: 3 (1.1), 9hrs: 4 (1.5), 9.5hrs: 2 (0.8)

06:30 7hrs: 1 (0.4), 8hrs: 20(7.6), 8.5hrs: 3 (1.1), 9hrs: 8 (3.1), 10hrs: 1 (0.4)

07:00 7hrs: 2 (0.8), 7.5hrs: 2 (0.8), 8hrs: 84 (32.1), 8.5hrs: 21 (8.0), 9hrs: 14 (5.3)

07:30 7hrs: 1 (0.4), 7.5hrs: 14 (5.3), 8hrs: 45 (17.2), 8.5hrs: 7 (2.7), 9hrs: 1 (0.4)

08:00 7hrs: 6 (2.3), 7.5hrs: 2 (0.8), 8hrs: 12 (4.6), 9hrs: 1 (0.4)

08:30 9hrs: 1 (0.4)

09:00 7hrs: 1 (0.4)

Evening shift

13:00 8hrs: 1 (0.4)

13:30 8hrs: 1 (0.4), 8.5hrs: 1 (0.4)

14:00 6hrs: 2 (0.8), 7hrs: 1 (0.4), 8hrs: 63(24.8), 8.5hrs: 8 (3.1), 9hrs: 14 (5.5)

14:30 5hrs: 1 (0.4), 6hrs: 1 (0.4), 7hrs: 3 (1.2), 7.5hrs: 22 (8.7), 8hrs: 59

(23.2), 8.5hrs: 6 (2.4)

15:00 6.5hrs: 3 (1.2), 7hrs: 22 (8.7), 7.5hrs: 4 (1.6), 8hrs: 37 (14.6), 8.5hrs: 1

(0.4), 9hrs: 1 (0.4)

15:30 6.5hrs: 1 (0.4), 7hrs: 2 (0.8), 8hrs: 1 (0.4)

16:00 7hrs: 1 (0.4), 8hrs: 1 (0.4)

17:00 6hrs: 1 (0.4)

Night shift

20:00 10hrs: 1 (0.4), 11hrs: 2 (0.8), 12:5hrs: 1 (0.4)

20:30 10hrs: 1 (0.4)

21:00 9hrs: 2 (0.8), 10hrs: 5 (1.9), 10.5hrs: 5 (1.9), 11hrs: 16 (6.2), 12hrs: 1 (0.4)

21:30 9hrs: 3 (1.2), 9.5hrs: 4 (1.5), 10hrs: 18 (6.9), 10.5hrs: 25 (9.6), 11hrs: 8 (3.1)

22:00 7.5hrs: 1 (0.4), 8hrs: 10 (3.8), 8.5hrs: 2 (0.8), 9hrs: 44 (16.9), 9.5hrs:

10 (3.8), 10hrs: 20 (7.7), 10.5hrs: 4 (1.5), 11hrs: 3 (1.2)

22:30 8hrs: 15 (5.8), 8.5hrs: 7 (2.7), 9hrs: 6 (2.3), 9.5hrs: 1 (0.4), 10hrs: 3 (1.2)

23:00 7hrs: 1 (0.4), 8hrs: 30 (11.5), 8.5hrs: 1 (0.4), 9hrs: 8 (3.1)

23:30 8hrs: 1 (0.4)

24:00 8hrs: 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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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대근무 특성 중 근무시간의 차이

근무시간을 일반적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Table 16과 같다. 간호

단위 특성에 따라 5개 단위(내과병동, 일반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로 비교하였을 때 평균 주당 근무시간(p<.001), 월

평균 주당 40시간 초과근무 주수(p<.001), 평균 주당 비사회적 근무시간

(p<.001)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나이에 따라 근무시간을 비교하였을

때 20대가 평균 주당 근무시간과 비사회적 근무시간이 길며 월평균 주

당 40시간 초과근무 주수가 많았다. 통계적으로는 평균 주당 근무시간

(p=.006), 월평균 주당 40시간 초과근무 주수(p=.020)가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평균 근속연수에 따라 비교하였을 때 평균 주당 근무시간(p<.001),

월평균 주당 40시간 초과근무 주수(p<.001), 평균 주당 비사회적 근무시

간(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을 통해 개별 그룹 간 다중비교를 시행한 결과, 간호단위의 주

당 근무시간에서는 내·외과병동, 중환자실이 응급실과 간호·간병통합서비

스 병동보다 근무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주당 40시간 초과

근무 주수는 외과병동이 응급실보다 횟수가 적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

스 병동보다 횟수가 많았다. 평균 주당 비사회적 근무시간은 내과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보다 외과병동의 근무시간이 더 길었다. 연령

간에는 20대가 30대보다 평균 주당 근무시간이 더 길고, 월평균 주당 40

시간 초과근무 주수가 더 많았다.

평균 근속연수 간에는 5년 미만 그룹이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그룹, 10

년 이상에서 15년 미만 그룹, 20년 이상 그룹보다 주당 근무시간이 길었다.

월평균 주당 40시간 초과근무 주수는 5년 미만 그룹이 10년 이상에서 15년

미만 그룹보다 초과근무 주수가 많았고, 15년 이상에서 20년 미만 그룹이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10년 이상에서 15년 미만, 20년 이상 그룹보다 초

과근무 주수가 많았다. 평균 주당 비사회적 근무시간에서는 5년 미만 그룹

과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그룹이 20년 이상 그룹보다 시간이 길었으며,

5년 미만 그룹이 10년 이상에서 15년 미만 그룹보다 시간이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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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Variables of shiftwork characteristics (work hour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 Categories

Working hours per

week

Number of over

40-hour working

weeks in a month

Unsocial working

hours per week
Overtime work

Mean±SD F ｐ Mean±SD F ｐ Mean±SD F ｐ Mean±SD F ｐ

Unit type

Medical warda 46.95±4.11 17.00 <.001

(a,b,c>

d,e)

2.16±0.97 6.37 <.001

(d>b>e)

29.57±5.37 6.51 <.001

(b>a,e)

0.47±0.41 1.59 .178

Surgical wardb 49.30±3.40 2.80±0.77 33.63±5.29 0.60±0.64

ICUc 46.75±2.66 2.18±0.78 31.04±3.22 0.64±0.58

ERd 42.88±5.36 1.77±1.21 30.86±4.27 0.41±0.62

Nursing care

i n t e g r a t e d

services warde
43.64±3.91 1.77±0.86 28.23±5.20 0.61±0.62

Age

20～29a 46.03±4.18 5.23 .006

(a>b)

2.14±0.95 3.96 .020

(a>b)

4.59±2.09 1.78 .172 0.46±0.63 0.11 .898

30～39b 44.15±4.90 1.78±0.98 4.11±2.63 0.52±0.55

≥40c 44.50±3.25 2.13±0.83 3.58±2.30 0.61±0.98

Work experience

<5 yearsa 46.41±4.10 6.53 <.001

(a>

b,c,e)

2.20±0.94 8.01 <.001

(a>c,d>

b,c,e)

31.57±4.62 6.35 <.001

(a,b>e,

a>c)

0.54±0.51 0.95 .435

5≤～<10 yearsb 44.35±5.22 1.82±0.99 30.85±5.42 0.48±0.53

10≤～<15 yearsc 43.49±4.18 1.54±0.98 28.03±5.91 0.61±0.65

15≤～<20 yearsd 46.64±4.11 2.59±0.80 30.90±5.43 0.47±0.62

≥20 yearse 41.67±2.06 1.22±0.44 24.81±6.31 0.81±0.88

Note: *p<.05 in scheff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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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대근무 특성 중 교대유형 차이

교대유형을 일반적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Table 17, 18과 같다.

간호단위의 특성에 따라 5개 단위로 구분하였을 때 월평균 주말근무일수

(p<.001), 3개월 동안 쉬는 날 사이 연속되는 교대근무 최대일수

(p<.001), 월평균 건강하지 않은 근무유형 횟수(p<.001)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나이에 따라 교대유형을 비교하였을 때, 20대가 다

른 연령대보다 월평균 주간근무일수를 제외한 모든 교대근무유형에서 횟

수가 많았다. 그 차이는 월평균 저녁근무일수(p=.014)와 월평균 주말근무

일수(p=.013)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평균 근속연수에 따라 교대유형을

비교해보면, 월평균 저녁근무일수(p=.006), 야간근무일수(p=.013), 주말근

무일수(p<.001), 월평균 건강하지 않은 근무유형 횟수(p=.002) 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사후검정을 통해 개별 그룹 간의 다중 비교를 시행한 결과, 5개 간호단

위의 월평균 주말근무일수에서 중환자실과 응급실의 주말근무일수가 내

과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월 동안 쉬는 날 사이 연속되는 교대근무 최대일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

스 병동보다 내과병동과 중환자실이 높고, 중환자실이 외과병동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간에는 20대가 30대보다 월평균 저녁근무일수,

주말근무일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속연수 간에는 5년 미

만 그룹이 10년 이상에서 15년 미만 그룹에서 월평균 저녁근무일수가 더

많았다. 월평균 야간근무일수에서는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5년

미만 그룹이 20년 이상 그룹보다 주말근무일수가 많았다. 5년 미만 그룹

과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그룹이 20년 이상 그룹보다 월평균 건강하지

않은 근무유형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68 -

Table 17. Variables of shiftwork characteristics (shift patterns : number of shift patterns in a month)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ote: *p<.05 in scheffe test

Characteristics

/Categories

Number of day shift

in a month

Number of evening

shift in a month

Number of night

shift in a month

Number of weekend

work in a month

Mean±SD F ｐ Mean±SD F ｐ Mean±SD F ｐ Mean±SD F ｐ

Unit type

Medical warda 8.78±3.65 1.47 .213 7.51±3.53 0.55 .700 6.01±2.54 1.95 .103 6.61±1.11 11.58 <.001

(c,d>

a,e)

Surgical wardb 7.70±2.52 7.55±3.03 7.05±2.48 6.75±1.02

ICUc 8.45±4.87 7.40±1.78 6.70±1.18 7.28±0.85

ERd 7.52±3.35 7.40±3.13 6.27±2.00 7.50±1.11

Nursing care

i n t e g r a t e d

services warde

8.54±3.24 6.87±3.15 5.74±2.85 6.37±1.03

Age

20～29a 8.10±2.57 .55 .577 7.65±2.48 4.36 .014

(a>b)

6.36±2.00 1.03 .359 6.98±1.03 4.39 .013

(a>b)30～39b 8.53±4.06 6.49±3.68 6.28±2.96 6.59±1.18

≥40c 8.38±1.69 7.38±2.62 5.13±1.55 6.38±0.92

Work experience

<5 yearsa 8.10±2.57 2.35 .054 7.88±2.40 3.74 .006

(a>c)

6.22±1.98 3.25 .013 7.06±0.90 5.43 <.001

(a>e)5≤～<10 yearsb 7.91±3.58 6.77±3.48 6.71±3.00 6.57±1.33

10≤～<15 yearsc 9.54±3.62 5.89±3.04 5.66±2.90 6.60±1.24

15≤～<20 yearsd 9.14±3.83 7.18±3.51 5.64±1.40 6.73±0.98

≥20 yearse 9.33±4.21 7.67±5.87 4.11±2.15 5.6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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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Variables of shiftwork characteristics (shift patterns : number of maximum consecutive shifts,

number of unhealthy shift patterns in a month)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umber of maximum consecutive

shifts between days off

Number of unhealthy shift

patterns in a month

Mean±SD F ｐ Mean±SD F ｐ

Unit type

Medical warda 7.14±2.14 9.32 <.001

(a,c>e,c>b)

5.37±3.17 15.74 <.001

(a,b,c,d>e)Surgical wardb
5.70±0.86 5.60±2.12

ICUc 7.55±2.21 4.84±1.25

ERd 6.71±1.80 4.24±1.59

Nursing care integrated services warde 5.76±1.72 2.92±1.50

Age

20～29a 6.75±2.17 0.82 .440 4.59±2.09 1.78 .172

30～39b 6.41±1.79 4.11±2.63

≥40c 6.38±2.07 3.58±2.30

Work experience

<5 yearsa 6.66±2.19 0.30 .880 4.62±2.10 4.33 .002

(a,b>e)5≤～<10 yearsb 6.69±1.93 4.57±2.84

10≤～<15 yearsc 6.31±1.68 3.47±2.26

15≤～<20 yearsd 6.41±1.65 4.49±2.38

≥20 yearse 6.44±2.07 1.93±0.97

Note: *p<.05 in scheff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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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대근무 특성 중 간호사 배치 적절성의 차이

간호사 배치 적절성을 일반적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Table 19에

서 제시하고 있다. 간호단위의 특성에 따라 5개 단위로 구분하여 비교하

였을 때 간호사 배치 적절성(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간호사 배치 적절성은 중환자실(1.25±0.24), 응급실(1.14±0.12), 간호·간

병통합서비스 병동(1.07±0.24), 외과병동(0.81±0.10), 내과병동(0.76±0.20)

순으로 간호사 배치 수준이 양호함을 보였다. 나이에 따라 비교하였을

때, 간호사 배치 적절성은 30대, 20대, 40대 이상 순으로 배치 수준이 양

호함을 보였다. 나이와 평균 근속연수에 따른 각 변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후검정을 통해 개별 그룹 간의 다중 비교를 시행한 결과, 간호사 배

치 적절성은 내·외과 병동보다 응급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배치

수준이 양호하며, 응급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보다 중환자실의 간

호사 배치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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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Variables of shiftwork characteristics (nurses staffing

adequa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urses staffing adequacy

Mean±SD F ｐ

Unit type

Medical warda 0.76±0.20 55.22

<.001

(c>d,e>a,b)

Surgical wardb 0.81±0.10

ICUc 1.25±0.24

ERd 1.14±0.12

Nursing care integrated services warde 1.07±0.24

Age

20～29a 1.00±0.27 1.44 .240

30～39b 1.03±0.26

≥40c 0.87±0.23

Work experience

<5 yearsa 1.01±0.28 0.45 .773

5≤～<10 yearsb 0.97±0.25

10≤～<15 yearsc 1.03±0.24

15≤～<20 yearsd 0.96±0.37

≥20 yearse 0.97±0.06

Note: *p<.05 in scheff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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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대근무 특성(교대근무 통제와 교대 불안정성)

의 변수 차이

교대근무 통제와 교대 불안정성의 각 변수를 일반적 특성에 따라 비교

한 결과는 Table 20에서 제시하고 있다. 간호단위 특성에 따라 5개 단위

로 나누어 비교하였을 때는 짧은 시간 안에 근무스케줄이 바뀌는 정도

(p=.027), 동료의 근무를 바꾸어 주는 정도(p=.001), 특정 교대근무를 요

청하는 정도(p=.005)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나이에 따라 비교했을 때

는 특정 교대근무 스케줄을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정도(p=.045), 동료의

근무를 바꾸어 주는 정도(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근속연수에 따라 비교해 보면 동료의 근무를 바꾸어 주는 정도(p<.001)

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을 통해 개별 그룹 간의 다중비교를 시행한 결과, 외과병동이

응급실보다 짧은 시간 안에 근무스케줄이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

타났다. 동료의 근무를 바꾸어 주는 정도는 외과병동이 내과병동, 중환자

실, 응급실보다 빈번하게 나타났다. 특정 교대근무를 요청하는 정도는 외

과병동이 중환자실, 응급실보다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나이그룹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0대보다 30대의 간호사들이 동료의 근무를 바꾸

어 주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연수가 5년 미만인 간호사는

10년 이상에서 15년 미만 간호사들보다 동료의 근무를 더 많이 바꾸어

주며, 5년 미만 근무한 간호사보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간호사들이 동

료의 근무를 바꾸어 주는 정도가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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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0. Each variables of shift work (shiftwork control and shift instabil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Control over the

specific shifts

Control of the

specific start &

finish time

Required to

change shifts at

short time

Swap shifts with

colleagues

Request to work

specific shifts

Mean±SD F ｐ Mean±SD F ｐ Mean±SD F ｐ Mean±SD F ｐ Mean±SD F ｐ

Unit type

Medical warda 2.40±0.84 0.77 .546 2.25±0.86 0.86 .491 2.05±1.01 2.78 .027

(b>d

)

1.73±0.67 4.75 .001

(b>a,c,d)

2.05±1.07 3.77 .005

(b>c,d)Surgical wardb 2.35±0.59 2.30±0.66 2.60±0.68 2.50±0.76 2.65±0.67

ICUc 2.23±0.53 2.00±0.64 2.05±0.93 1.83±0.68 1.68±0.86

ERd 2.48±0.92 2.10±0.95 1.83±0.63 1.90±0.69 1.81±0.97

Nursing care

i n t e g r a t e d

services warde
2.37±0.68 2.12±0.82 1.98±0.90 1.94±0.80 1.98±1.01

Age

20～29a 2.47±0.67 3.14 .045 2.17±0.94 0.49 .616 1.98±0.96 2.18 .115 1.70±0.73 14.84
<.001

(b>a)

1.93±0.94 0.41 .666

30～39b 2.26±0.69 2.14±0.79 2.17±0.81 2.22±0.70 2.02±1.14

≥40c 2.13±0.64 1.88±0.83 1.63±0.52 1.75±0.46 1.75±0.89

Work experience

<5 yearsa 2.42±0.64 1.54 .191 2.15±0.81 0.33 .860 1.91±0.94 1.98 .097 1.66±0.70 7.54 <.001

(b>a>c)

1.94±0.95 0.73 .573

5≤～<10 yearsb 2.44±0.76 2.21±0.91 2.22±0.88 2.15±0.76 1.99±1.11

10≤～<15 yearsc 2.17±0.66 2.06±0.68 2.14±0.85 2.11±0.80 2.06±1.07

15≤～<20 yearsd 2.18±0.80 2.09±0.92 1.86±0.64 2.00±0.53 1.82±0.91

≥20 yearse 2.44±0.73 2.33±0.71 2.33±0.71 2.33±0.50 2.44±1.00

Note: *p<.05 in scheff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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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간호사의 개인생활

1. 개인생활의 서술적 통계

본 연구에 사용된 개인생활 변수의 서술적 통계는 Table 21과 같다.

교대근무 간호사의 가족상황은 ‘부모님과 함께 거주’가 112명(41.3%), ‘혼

자 거주’가 59명(21.8%), ‘남편, 자녀와 함께 거주’가 46명(17.0%), ‘배우

자, 동료, 친구 등과 거주’가 39명(14.4%)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자녀

양육의 부담이 있는 경우는 61명(22.5%)이며, 집에 만성질환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간병하는 경우(물질적 지원 포함)는 15명(5.5%), 집

밖에서 가족이나 친구를 간병하고 있는 경우는 22명(8.1%), 가사에 책임

이 있는 경우는 120명(44.3%)를 차지하였다. 지난 1년간 삶의 중요한 사

건을 경험한 비율은 본인에게 중요한 사람의 죽음이 5.9%로 나타났고,

심각한 질병이 3.0%, 사고가 2.6%, 이혼이 0.7%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적으로 근무일에 집안일 또는 아이 돌봄에 시간을 쓰는 정도는 평균 1.6

4시간이었으며, 휴일에 집안일 또는 아이 돌봄에 시간을 쓰는 정도는 평

균 5.93시간으로 확인되었다.

가정에서 지지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는 179명(66.1%)으로 과반

수 이상이 가정에서 지지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관적인 경제 상태는 199명(73.4%)이 평균적인 경제 상태를 유지하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가제약의 경우 전체 평균은 2.84점으로 여가제

약 중 구조적 제약이 평균 3.03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그 다

음으로 대인적 제약과 개인적 제약이 각각 평균 2.74점, 2.73점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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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Descriptive statistics of private lives

Variables Item N %

Private

lives

Family

status

Living alone 59 21.8

Cohabiting with partner, friends, etc. 39 14.4

Living with parents 112 41.3

Living with children 2 0.7

Living with partner and children 46 17.0

Living with parents, partner and children 13 4.8

Demands

at home

Dependent children 61 22.5

Caring for someone with a chronic disease/

handicap at home
15 5.5

Caring for family/friend outside home 22 8.1

Responsibility housekeeping 120 44.3

Divorce 2 0.7

Accidents 7 2.6

Severe illness 8 3.0

Death of important person 16 5.9

Mean SD

Time spent on housework/child rearing on work days 1.64 1.81

Time spent on housework/child rearing on non-work days 5.93 3.42

Support

at home

N %

Domestic help or not 179 66.1

Economic

status

Subjective

economic

status

Having considerable financial

leeway
3 1.1

Some financial leeway 32 11.8

Average 199 73.4

Difficult financial status 32 11.8

Very difficult financial status 5 1.8

Leisure

constraints

Mean SD

Intrapersonal constraints 2.73 .64

Interpersonal constraints 2.75 .61

Structural constraints 3.04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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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개인생활 변수의 차이

간호사들의 개인생활을 일반적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Table 22에

서 제시하고 있다. 혼인여부로 구분하여 비교하였을 때 가정에서의 요구

(p<.001), 집안일 또는 아이 돌봄에 시간을 쓰는 정도(p<.001), 여가제약

(p=.01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병원별로 구분하여 비교

하였을 때 가정에서의 요구(p=.028), 집안일 또는 아이 돌봄에 시간을 쓰

는 정도(p=.019)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단위 특성에 따라 비교하

였을 때는 여가제약(p=.027)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나이 그룹에 따라

비교하였을 때는 가정에서의 요구(p<.001), 집안일 또는 아이 돌봄에 시

간을 쓰는 정도(p<.001)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근속연수에 따라 비교

했을 때는 가정에서의 요구(p<.001), 집안일 또는 아이 돌봄에 시간을

쓰는 정도(p<.001), 여가제약(p=.014)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사후검정을 통해 개별 그룹 간 다중비교를 시행한 결과, 병원 그룹 간

가정에서의 요구와 집안일 또는 아이 돌봄에 시간을 쓰는 정도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병동 그룹 간 여가제약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나이 그룹에서는 40대 이상, 30대, 20대 순으로 가정에서

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안일 또는 아이 돌봄에 시간을 쓰

는 정도는 40대 이상 그룹이 20대, 30대 그룹보다 시간을 많이 쓰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근속연수 그룹에서는 15년 이상에서 20년 미만, 20년 이

상 근무한 간호사가 5년 미만과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근무한 간호사

보다 가정에서의 요구와 집안일 또는 아이 돌봄에 시간을 쓰는 정도가

더 많았으며, 5년 미만 근무한 간호사는 모든 그룹의 간호사보다 가정에

서의 요구와 집안일 또는 아이 돌봄에 시간을 쓰는 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연수 그룹 간 여가제약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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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Each variables of private liv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Demand at home
Time spent on housework

and child rearing
Leisure constraint

Mean±SD F/t ｐ Mean±SD F/t ｐ Mean±SD F/t ｐ

Marital status

Single 1.46±0.79 184.54 <.001 1.32±1.22 233.58 <.001 2.79±0.56 5.53 .019

Married 3.04±1.05 5.10±2.85 2.96±0.54
Unit type

Medical warda 1.91±1.07 0.84 .500 2.58±2.65 0.81 .522 2.80±0.57 2.78 .027
Surgical wardb 1.65±0.93 2.20±1.99 3.01±0.46
ICUc 2.13±1.47 2.69±2.92 2.85±0.57
ERd 1.79±1.01 1.89±1.93 2.65±0.63
Nursing care integrated

services warde
1.99±1.13 2.56±2.66 2.94±0.51

Age

20～29a 1.52±0.81 25.30 <.001 1.53±1.68 33.27 <.001 2.77±0.57 2.10 .125
30～39b 2.30±1.25 (c>b>a) 3.31±2.88 (c>a,b) 2.91±0.53
≥40c 3.25±1.09 6.50±2.83 3.01±0.61
Work experience

<5 yearsa 1.48±0.81 21.13
<.001

(d,e>a,b.

b,c,d,e>a)

1.44±1.58 22.01
<.001

(d,e>a,b.b

,c,d,e>a)

2.77±0.62 3.19 .014
5≤～<10 yearsb 2.03±0.99 2.51±2.46 2.79±0.49
10≤～<15 yearsc 2.31±1.30 3.85±2.97 3.06±0.43
15≤～<20 yearsd 3.14±1.21 5.23±3.07 2.91±0.55
≥20 yearse 3.44±1.42 4.86±2.73 3.21±0.39

Note: *p<.05 in scheff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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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간호사의 일-생활 갈등, 직무만족, 수면장애,

피로

1. 간호사의 일-생활 갈등, 직무만족, 수면장애, 피로 변수의 서술적 통

계

본 연구에 사용된 일−생활 갈등, 직무만족, 수면장애, 피로 변수의 서

술적 통계는 Table 23과 같다. 일-생활 갈등의 평균 점수는 2.77점이었

으며, 일로 인한 생활에 방해를 받는 정도는 평균 3.23점으로 생활로 인

해 일에 방해를 받는 정도(평균 2.30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생활로

인해 일에 방해를 받는 정도보다 일로 인해 생활에 방해를 받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은 평균 3.57점, 수면장애는 평균 3.05점, 피로는 평균 2.99점

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수면장애를 세부항목으로 살펴보면, 수면의 양에

대한 느낌은 평균 3.00점, 수면 유지는 3.10점, 수면 후 휴식을 취하는 정

도는 3.15점, 본인이 의도한 시간보다 일찍 잠을 깬 정도는 2.93점, 입면

의 어려움은 2.72점, 피곤함을 느끼는 정도는 3.42점으로 나타났다. 즉,

피곤함을 느끼는 정도와 수면 후 휴식을 취하는 정도가 높은 수치를 보

였다.



- 79 -

Table 23. Descriptive statistics of work-life conflict, job satisfaction,

sleep disturbance, and fatigue

Variables Item Mean SD

Work-life

conflict

Sub-total: time-based work interference with life 3.23 .85

My work keeps me from my private life activities more t

han I would like
3.46 .93

The time I must devote to my job keeps me from partici

pating equally in household responsibilities and activities
3.16 .95

I have to miss private life activities due to the amount o

f time I must spend on work responsibilities
3.14 .97

Sub-total: time-based life interference with work 2.30 .81

The time I spend on private life responsibilities often inte

rfere with my work responsibilities
2.33 .92

The time I spend with my private life often causes me not spe

nd time in activities at work that could be helpful to my career
2.34 .93

I have to miss work activities due to the amount of time

I must spend on private life responsibilities
2.19 .87

Total: work and life conflict 2.77 .68

Job

satisfaction

I am very satisfied with this job 4.18 1.20

I frequently think of quitting this job(reverse) 3.39 1.37

I am generally satisfied with the kind of work I do in this job 4.21 1.17

Most people on this job are very satisfied with the job 3.46 1.25

People on this job often think of quitting (reverse) 2.63 1.12

Overall job satisfaction 3.57 .86

Sleep

disturbance

How do you feel about the amount of sleep you normally get? (reverse) 3.00 .87

How well do you normally sleep? (reverse) 3.10 .63

How rested do you normally feel after sleep (reverse) 3.15 .61

Do you ever wake up earlier than you intended? 2.93 .84

Do you have difficulty in falling asleep? 2.72 .95

Do you ever feel tired on 3.42 .84

Overall sleep disturbance 3.05 .59

Fatigue

I generally feel I have plenty of energy (reverse) 3.34 .96

I usually feel drained 2.81 .97

I generally feel quite active (reverse) 3.20 .99

I feel tired most of the time 3.03 1.00

I generally feel full of vigour (reverse) 3.28 .96

I usually feel rather lethargic 2.81 1.00

I generally feel alert (reverse) 2.99 .90

I often feel exhausted 2.73 1.02

I usually feel lively (reverse) 2.75 .99

I feel weary much of the time 2.96 1.01

Overall fatigue 2.99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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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생활 갈등, 직무만족, 수면장애, 피로 변수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생활 갈등, 직무만족, 수면장애, 피로는 Table 2

4에서 제시하고 있다. 나이 그룹에 따라 비교하였을 때 일-생활 갈등은

30대 그룹(3.02±0.71), 40대 이상 그룹(2.90±0.43), 20대 그룹(2.61±0.65)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평

균 근속연수에 따라 비교하였을 때, 일-생활 갈등(p=.016)에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사후검정을 통해 개별 그룹 간 다중비교를 시행한 결과, 나이그룹에 따

라 비교하였을 때 20대 그룹보다 30대 그룹 간호사들이 일-생활 갈등이

높게 나타났다. 평균 근속연수로 비교하였을 때 그룹 간의 차이는 유의

미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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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Work-life conflict, job satisfaction, sleep disturbance and fatigu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Work-life conflict Job satisfaction Sleep disturbance Fatigue

Mean±SD F ｐ
Mean±S

D
F ｐ Mean±SD F ｐ Mean±SD F ｐ

Unit type

Medical warda 2.80±0.63 .66 .619 3.51±0.92 1.04 .385 3.05±0.59 1.12 .347 3.01±0.74 .988 .414

Surgical wardb 2.96±0.51 3.40±0.73 3.29±0.49 3.03±0.52
ICUc

2.81±0.66 3.74±0.77 3.01±0.65 2.97±0.58
ERd

2.74±0.69 3.71±0.83 3.11±0.54 2.84±0.55
Nursing care integrated

services warde
2.70±0.77 3.52±0.89 2.99±0.61 3.07±0.66

Age

20～29a 2.61±0.65 11.22 <.001 3.54±0.82 2.85 .060 2.99±0.60 1.97 .142 2.96±0.68 0.43 .649

30～39b 3.02±0.71 (b>a) 3.57±0.89 3.15±0.59 3.04±0.62

≥40c 2.90±0.43 4.28±0.87 3.06±0.41 2.96±0.74
Work experience

<5 yearsa 2.64±0.69 3.10 .016 3.61±0.84 0.93 .449 3.00±0.61 0.71 .584 2.99±0.68 1.69 .153

5≤～<10 yearsb 2.92±0.63 3.42±0.76 3.11±0.59 2.92±0.60
10≤～<15 yearsc 2.87±0.75 3.57±1.07 3.16±0.55 3.22±0.64
15≤～<20 yearsd 2.80±0.66 3.78±0.98 3.06±0.60 2.83±0.64
≥20 yearse 3.20±0.20 3.69±0.83 3.05±0.30 3.09±0.39

Note: *p<.05 in scheff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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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교대근무 특성이 일로 인한 생활 방해에 미치

는 영향

간호사의 교대근무 특성이 일로 인한 생활 방해에 미치는 영향은 Tab

le 25와 같다. 이때 성별, 혼인상태, 근속연수, 개인생활 변수를 통제변수

로 설정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통제변수로 투입된 기준은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연령, 근속연수, 현 병원 근속연수, 월평균 소득은 높

은 정적 상관관계(p<.01)를 보여 이 중 근속연수만을 통제변수로 투입하

였다. 이외 교육수준 및 부서는 ANOVA결과 일-생활 갈등과 각 종속변

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제외하였다.

교대근무 특성 변수들을 상관 분석한 결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

여 근무시간, 교대유형, 간호사 배치 적절성, 교대근무 통제, 교대 불안정

성의 분류 중 대표변수만을 회귀분석에 적용하였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7.088, p<.001), 모형의 설

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 R2)는 .352로 나타났다.

일로 인한 생활 방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간호사 배치 적절

성(β=-0.14, p=.015), 교대근무를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β=-0.23, p=<.001), 동료의 근무를 바꾸어 주는 정도(β=0.

17, p=.011)가 유의하게 일로 인한 생활 방해의 35.2%를 설명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간호사 배치 적절성과 교대근무를 시작하는 시간과 마

치는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가 낮을수록 일로 인한 생활 방해가

높아지며, 동료의 근무를 바꾸어 주는 정도가 높을수록 일로 인한 생활

방해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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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Relationship between shiftwork characteristics and work int

erference with life

Variables
work interference with life

B SE β t ｐ

(Constant) 2.07 0.49 4.25 <.001

Sex

Female (vs. male) -0.08 0.14 -0.03 -0.54 .587

Marital status

Married (vs. or not) 0.44 0.21 0.24 2.13 .035

Work experience -0.03 0.01 -0.18 -2.53 .012

Private lives

Family status (vs. living alone)

Cohabiting with partner, friends, etc. -0.19 0.19 -0.08 -0.98 .326

Living with parents -0.25 0.13 -0.15 -1.92 .056

Living with children -1.09 0.61 -0.11 -1.79 .075

Living with partner and children -0.18 0.26 -0.08 -0.70 .483

Living with parents, partner and children -0.24 0.29 -0.06 -0.80 .423

Demand at home 0.06 0.06 0.08 1.07 .287

Time spent on housework/child rearing 0.04 0.03 0.11 1.17 .244

Support at home (vs. yes) 0.04 0.10 0.02 0.41 .681

Leisure constraints 0.55 0.08 0.37 6.75 <.001

Shiftwork characteristics

Work hours

Number of over 40-hour working weeks in a mont

h
0.04 0.05 0.05 0.75 .455

Unsocial working hours per week -0.01 0.01 -0.04 -0.47 .642

Overtime work 0.06 0.08 0.04 0.74 .459

Shift pattern

Number of maximum consecutive shifts during 3 months -0.03 0.02 -0.08 -1.47 .144

Number of unhealthy shift patterns in a month 0.03 0.03 0.08 0.96 .337

Nurses staffing adequacy -0.43 0.17 -0.14 -2.45 .015

Shiftwork control

Control over the specific shifts 0.07 0.08 0.06 0.87 .384

Control of the specific start & finish time -0.24 0.07 -0.23 -3.55 <.001

Shift instability

Required to change roster at short time 0.09 0.06 0.10 1.69 .093

Swap shifts with colleagues 0.19 0.07 0.17 2.56 .011

Request to work specific shifts 0.03 0.05 0.04 0.66 .510

Adjusted R² = .352, F(ｐ) = 7.088 (<.001), VIF = 1.147～5.499

Note: control variable (sex, marital status, work experience, private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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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개인생활이 생활로 인한 일 방해에 미치는 영향

간호사의 개인생활과 생활로 인한 일 방해 간의 관계는 다중회귀분석

을 통해 측정하였다(Table 26). 이때 성별, 혼인상태, 근속연수, 교대근무

특성 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

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2.343, p=.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

는 수정된 결정계수(Adj R2)는 .107로 나타났다. 생활로 인한 일 방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여가제약(β=0.27, p<.001)이 유의하게 생활로

인한 일 방해의 10.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가제약이 높

을수록 생활로 인한 일 방해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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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6.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lives and life interference with work

Variables
life interference with work

B SE β t ｐ

(Constant) 1.13 0.56 2.03 .043

Sex

Female (vs. male) -0.19 0.16 -0.08 -1.20 .233

Marital status

Married (vs. or not) 0.41 0.24 0.23 1.72 .086

Work experience -0.02 0.01 -0.16 -1.91 .058

Shiftwork characteristics

Work hours

Number of over 40-hour working weeks in a mont

h
0.04 0.06 0.04 0.59 .553

Unsocial working hours per week -0.01 0.01 -0.09 -1.08 .284

Overtime work 0.20 0.09 0.14 2.21 .028

Shift pattern

Number of maximum consecutive shifts during 3 months 0.02 0.03 0.04 0.57 .568

Number of unhealthy shift patterns in a month 0.03 0.03 0.07 0.76 .449

Nurses staffing adequacy -0.04 0.20 -0.01 -0.20 .841

Shiftwork control

Control over the specific shifts 0.11 0.09 0.09 1.16 .248

Control of the specific start & finish time -0.03 0.08 -0.03 -0.40 .690

Shift instability

Required to change roster at short time -0.02 0.06 -0.02 -0.28 .782

Swap shifts with colleagues 0.09 0.08 0.08 1.08 .282

Request to work specific shifts -0.02 0.05 -0.02 -0.38 .706

Private lives

Family status (vs. living alone)

Cohabiting with partner, friends, etc. -0.08 0.22 -0.03 -0.34 .732

Living with parents 0.01 0.15 0.04 0.05 .963

Living with children -0.16 0.70 -0.02 -0.23 .823

Living with partner and children -0.18 0.30 0.12 0.84 .402

Living with parents, partner and children -0.03 0.34 -0.04 -0.45 .656

Demand at home 0.06 0.07 -0.04 -0.47 .640

Time spent on housework/child rearing 0.02 0.03 0.06 0.57 .571

Support at home (vs. yes) 0.12 0.12 0.07 1.02 .308

Leisure constraints 0.39 0.09 0.27 4.21 <.001

Adjusted R² = .107, F(ｐ) = 2.343 (.001), VIF = 1.143～5.443

Note: control variable (sex, marital status, work experience, shiftwork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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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교대근무 특성과 개인생활이 일-생활 갈등에

미치는 영향

간호사의 교대근무 특성과 개인생활이 일-생활 갈등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27과 같다. 이때 성별, 혼인상태, 근속연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

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6.03

2, p=<.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 R2)는 .311

으로 나타났다. 일-생활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대근무 시

작과 마치는 시간을 통제하는 정도(β=-0.16, p=.019), 동료의 근무를 바

꾸어 주는 정도(β=0.15, p=.025), 여가제약(β=0.39, p<.001)이 유의하게

일-생활 갈등의 31.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간외 근무, 동료의 근무를 바꾸어 주는 정도, 여가제약이 높을수

록 일-생활 갈등이 높아지며, 교대근무 시작과 마치는 시간을 통제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일-생활 갈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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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 Relationship between shiftwork characteristics, private lives

and work-life conflict

Variables
work-life conflict

B SE β t ｐ

(Constant) 1.61 0.41 3.82 <.001

Sex

Female (vs. male) -0.14 0.12 -0.07 -1.17 .242

Marital status

Married (vs. or not) 0.43 0.18 0.29 2.46 .015

Work experience -0.02 0.01 -0.21 -2.82 .005

Shiftwork characteristics

Work hours

Number of over 40-hour working weeks in a mont

h
0.04 0.05 0.06 0.89 .376

Unsocial working hours per week -0.01 0.01 -0.08 -1.00 .319

Overtime work 0.13 0.07 0.11 1.93 .054

Shift pattern

Number of maximum consecutive shifts during 3 months -0.01 0.02 -0.03 -0.48 .632

Number of unhealthy shift patterns in a month 0.03 0.02 0.09 1.04 .299

Nurses staffing adequacy -0.24 0.15 -0.09 -1.61 .110

Shiftwork control

Control over the specific shifts 0.09 0.07 0.09 1.32 .188

Control of the specific start & finish time -0.13 0.06 -0.16 -2.36 .019

Shift instability

Required to change roster at short time 0.04 0.05 0.05 0.81 .420

Swap shifts with colleagues 0.14 0.06 0.15 2.26 .025

Request to work specific shifts 0.01 0.04 0.01 0.15 .883

Private lives

Family status (vs. living alone)

Cohabiting with partner, friends, etc. -0.13 0.16 -0.07 -0.83 .408

Living with parents -0.12 0.11 -0.09 -1.12 .265

Living with children -0.62 0.51 -0.08 -1.21 .229

Living with partner and children 0.04 0.22 0.02 0.18 .860

Living with parents, partner and children -0.19 0.25 -0.06 -0.78 .438

Demand at home 0.02 0.05 0.03 0.31 .756

Time spent on housework/child rearing 0.03 0.03 0.10 1.06 .292

Support at home (vs. yes) 0.08 0.09 0.06 0.95 .344

Leisure constraints 0.47 0.07 0.39 6.86 <.001

Adjusted R² = .311, F(ｐ) = 6.032 (<.001), VIF = 1.143～5.443

Note: control variable (sex, marital status, work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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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일로 인한 생활 방해가 직무만족, 수면장애,

피로에 미치는 영향

간호사의 일로 인한 생활 방해와 직무만족, 수면장애, 피로 간의 관계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측정하였다(Table 28). 이때 성별, 혼인상태, 근속

연수, 교대근무 특성 변수, 개인생활 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일로 인한 생활 방해는 직무만족(β=-0..30, p<.001), 수면장애(β=0.33,

p<.001), 피로(β=0.20, p=.004)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

었다. 즉, 일로 인한 생활 방해가 낮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지고, 일로

인한 생활 방해가 높을수록 수면장애와 피로가 높아졌다.



- 89 -

Table 28. Relationship among work interference with life, job satisfaction, sleep disturbance and fatigue

Variables
job satisfaction sleep disturbance fatigue

B SE β t ｐ B SE β t ｐ B SE β t ｐ

(Constant) 4.75 0.60 7.97 <.001 1.94 0.41 4.76 <.001 1.93 0.41 4.71 <.001

Sex

Female (vs. male) 0.01 0.16 0.00 0.03 .977 -0.08 0.11 -0.04 -0.73 .466 0.05 0.11 0.03 0.44 .659

Marital status

Married (vs. or not) 0.24 0.25 0.12 0.95 .344 -0.10 0.17 -0.07 -0.59 .559 -0.05 0.17 -0.04 -0.29 .774

Work experience -0.01 0.01 -0.05 -0.62 .539 0.00 0.01 0.03 0.38 .705 -0.01 0.01 -0.05 -0.66 .511

Number of over 40-hour working weeks in a month 0.07 0.06 0.08 1.19 .234 -0.01 0.05 -0.01 -0.14 .886 0.03 0.04 0.04 0.66 .511

Unsocial working hours per week -0.01 0.01 -0.07 -0.85 .394 0.00 0.01 0.02 0.19 .850 -0.01 0.01 -0.11 -1.36 .176

Overtime work 0.10 0.10 0.06 0.99 .322 0.03 0.06 0.03 0.41 .684 0.09 0.07 0.08 1.38 .168

Number of maximum consecutive shifts during 3 months 0.02 0.03 0.06 0.90 .367 0.01 0.02 0.03 0.47 .640 -0.04 0.02 -0.13 -2.17 .031

Number of unhealthy shift patterns in a month -0.01 0.03 -0.02 -0.17 .862 0.02 0.03 0.05 0.61 .540 0.03 0.02 0.11 1.29 .198

Nurses staffing adequacy 0.39 0.21 0.12 1.89 .060 -0.12 0.15 -0.05 -0.85 .398 -0.12 0.14 -0.05 -0.86 .392

Control over the specific shifts 0.09 0.10 0.07 0.96 .340 -0.13 0.07 -0.15 -2.01 .046 -0.04 0.07 -0.05 -0.67 .502

Control of the specific start & finish time 0.05 0.08 0.05 0.68 .498 0.02 0.06 0.03 0.39 .700 -0.04 0.06 -0.05 -0.73 .467

Required to change roster at short time -0.04 0.07 -0.04 -0.52 .600 0.01 0.05 0.01 0.10 .917 0.04 0.05 0.05 0.77 .442

Swap shifts with colleagues -0.05 0.09 -0.04 -0.60 .551 0.04 0.06 0.05 0.70 .488 -0.04 0.06 -0.05 -0.67 .504

Request to work specific shifts 0.01 0.06 0.01 0.18 .858 0.04 0.04 0.06 0.97 .333 0.02 0.04 0.03 0.44 .658

Family status (vs. living alone)

Cohabiting with partner, friends, etc. -0.01 0.23 -0.01 -0.05 .957 0.08 0.15 0.05 0.53 .595 -0.09 0.16 -0.05 -0.58 .566

Living with parents -0.22 0.15 -0.13 -1.45 .148 -0.02 0.10 -0.01 -0.17 .866 -0.01 0.11 -0.01 -0.06 .952

Living with children -0.18 0.73 -0.02 -0.25 .802 -0.14 0.61 -0.01 -0.22 .825 -0.32 0.50 -0.04 -0.64 .522

Living with partner and children 0.45 0.31 0.19 1.45 .149 -0.03 0.21 -0.02 -0.14 .890 -0.15 0.21 -0.10 -0.72 .474

Living with parents, partner and children 0.25 0.35 0.06 0.73 .467 -0.23 0.23 -0.09 -1.00 .318 -0.18 0.24 -0.06 -0.73 .464

Demand at home -0.07 0.07 -0.09 -1.03 .304 -0.02 0.05 -0.03 -0.38 .706 0.05 0.05 0.10 1.13 .260

Time spent on housework/child rearing -0.03 0.04 -0.08 -0.73 .467 0.03 0.02 0.11 1.07 .284 -0.00 0.02 -0.00 -0.03 .980

Support at home (vs. yes) -0.07 0.12 -0.04 -0.61 .545 0.12 0.08 0.10 1.53 .127 0.03 0.08 0.02 0.34 .736

Leisure constraints -0.17 0.11 -0.11 -1.62 .107 0.15 0.07 0.15 2.18 .030 0.43 0.07 0.38 6.00 <.001

Work interference with life -0.32 0.08 -0.30 -4.11 <.001 0.23 0.05 0.33 4.44 <.001 0.15 0.05 0.20 2.87 .004

Adj. R² = .166, F(ｐ) = 3.143 (<.001) Adj. R² = .204, F(ｐ) = 3.673 (<.001) Adj. R² = .261, F(ｐ) = 4.785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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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절 생활로 인한 일 방해가 직무만족, 수면장애,

피로에 미치는 영향

간호사의 생활로 인한 일 방해와 직무만족, 수면장애, 피로 간의 관계

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측정하였다(Table 29). 이때 성별, 혼인상태, 근

속연수, 교대근무 특성 변수, 개인생활 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생활로 인한 일 방해는 수면장애(β=0.23, p=<.001), 피로(β=0.19, p=.00

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생활로 인한 일 방

해가 높을수록 수면장애와 피로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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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9. Relationship among life interference with work, job satisfaction, sleep disturbance and fatigue

Variables
job satisfaction sleep disturbance fatigue

B SE β t ｐ B SE β t ｐ B SE β t ｐ

(Constant) 4.11 0.60 6.84 <.001 2.23 0.40 5.57 <.001 2.05 0.40 5.16 <.001

Sex

Female (vs. male) 0.01 0.17 0.00 0.03 .978 -0.08 0.11 -0.04 -0.66 .511 0.08 0.11 0.04 0.66 .513

Marital status

Married (vs. or not) 0.11 0.26 0.06 0.44 .661 -0.06 0.17 -0.04 -0.33 .745 -0.05 0.17 -0.04 -0.29 .773

Work experience 0.01 0.01 0.00 0.00 .999 0.00 0.01 0.01 0.11 .915 -0.01 0.01 -0.06 -0.74 .459

Number of over 40-hour working weeks in a month 0.07 0.07 0.08 1.12 .265 -0.00 0.05 -0.00 -0.06 .950 0.02 0.04 0.03 0.53 .599

Unsocial working hours per week -0.01 0.01 -0.06 -0.64 .525 0.00 0.01 0.03 0.29 .773 -0.01 0.01 -0.10 -1.19 .234

Overtime work 0.07 0.10 0.04 0.68 .496 0.00 0.07 0.03 0.06 .957 0.07 0.07 0.06 1.06 .289

Number of maximum consecutive shifts during 3 months 0.03 0.03 0.08 1.26 .208 -0.00 0.02 -0.01 -0.15 .882 -0.05 0.02 -0.15 -2.57 .011

Number of unhealthy shift patterns in a month -0.02 0.04 -0.06 -0.59 .559 0.02 0.03 0.07 0.75 .452 0.03 0.02 0.12 1.35 .177

Nurses staffing adequacy 0.49 0.22 0.15 2.23 .027 -0.22 0.15 -0.10 -1.53 .126 -0.17 0.14 -0.07 -1.18 .240

Control over the specific shifts 0.07 0.10 0.06 0.74 .460 -0.13 0.07 -0.14 -1.92 .056 -0.05 0.07 -0.06 -0.80 .426

Control of the specific start & finish time 0.13 0.08 0.13 1.65 .099 -0.03 0.05 -0.04 -0.54 .588 -0.07 0.05 -0.09 -1.36 .176

Required to change roster at short time -0.07 0.07 -0.07 -0.97 .334 0.03 0.05 0.04 0.61 .546 0.05 0.05 0.07 1.16 .249

Swap shifts with colleagues -0.11 0.09 -0.10 -1.27 .207 0.07 0.06 0.09 1.18 .239 -0.03 0.06 -0.03 -0.45 .653

Request to work specific shifts 0.00 0.06 0.00 0.06 .951 0.05 0.04 0.07 1.16 .247 0.02 0.04 0.04 0.61 .541

Family status (vs. living alone)

Cohabiting with partner, friends, etc. 0.04 0.23 0.02 0.17 .864 0.05 0.15 0.03 0.33 .739 -0.10 0.16 -0.06 -0.65 .513

Living with parents -0.15 0.16 -0.08 -0.94 .349 -0.07 0.10 -0.06 -0.65 .517 -0.04 0.10 -0.03 -0.38 .703

Living with children 0.20 0.75 0.02 0.26 .793 -0.20 0.62 -0.02 -0.33 .744 -0.47 0.49 -0.07 -0.95 .343

Living with partner and children 0.53 0.32 0.23 1.64 .102 -0.10 0.21 -0.06 -0.48 .632 -0.22 0.21 -0.13 -1.03 .305

Living with parents, partner and children 0.34 0.36 0.09 0.94 .347 -0.25 0.24 -0.09 -1.06 .290 -0.18 0.24 -0.06 -0.77 .440

Demand at home -0.09 0.07 -0.12 -1.29 .200 -0.00 0.05 -0.00 -0.01 .990 0.07 0.05 0.12 1.44 .150

Time spent on housework/child rearing -0.04 0.04 -0.12 -1.12 .269 0.03 0.02 0.12 1.18 .240 0.03 0.02 0.01 0.11 .914

Support at home (vs. yes) -0.08 0.12 -0.05 -0.68 .498 0.12 0.08 0.09 1.43 .155 0.02 0.08 0.01 0.22 .829

Leisure constraints -0.36 0.10 -0.23 -3.46 .001 0.22 0.07 0.21 3.23 .001 0.46 0.07 0.40 6.71 <.001

Life interference with work 0.02 0.07 0.02 0.30 .764 0.17 0.05 0.23 3.65 <.001 0.15 0.05 0.19 3.27 .001

Adj. R² = .109, F(ｐ) = 2.304 (.001) Adj. R² = .182, F(ｐ) = 3.334 (<.001) Adj. R² = .267, F(ｐ) = 4.889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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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절 일-생활 갈등이 직무만족, 수면장애, 피로에

미치는 영향

간호사의 일-생활 갈등과 직무만족, 수면장애, 피로 간의 관계는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측정하였다(Table 30). 이때 성별, 혼인상태, 근속연수,

교대근무 특성 변수, 개인생활 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일-생활

갈등은 직무만족(β=-0.16, p=.029), 수면장애(β=0.37, p=<.001), 피로(β

=0.27,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일-생

활 갈등이 낮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졌으며, 일-생활 갈등이 높을수록

수면장애와 피로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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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0. Relationship among work-life conflict, job satisfaction, sleep disturbance and fatigue

Variables
job satisfaction sleep disturbance fatigue

B SE β t ｐ B SE β t ｐ B SE β t ｐ

(Constant) 4.47 0.61 7.33 <.001 1.91 0.40 4.81 <.001 1.83 0.40 4.53 <.001

Sex

Female (vs. male) -0.03 0.17 -0.01 -0.16 .871 -0.06 0.11 -0.03 -0.54 .587 0.08 0.11 0.04 0.71 .479

Marital status

Married (vs. or not) 0.21 0.26 0.11 0.82 .412 -0.13 0.17 -0.10 -0.78 .437 -0.09 0.17 -0.07 -0.06 .578

Work experience -0.01 0.01 -0.04 -0.43 .665 0.01 0.01 0.05 0.63 .529 -0.00 0.01 -0.03 -0.42 .677

Number of over 40-hour working weeks in a month 0.08 0.07 0.09 1.27 .207 -0.01 0.04 -0.02 -0.23 .816 0.02 0.04 0.03 0.44 .657

Unsocial working hours per week -0.01 0.01 -0.07 -0.81 .420 0.00 0.01 0.03 0.36 .718 -0.01 0.01 -0.09 -1.19 .236

Overtime work 0.10 0.10 0.06 1.01 .314 -0.00 0.06 -0.00 -0.07 .945 0.07 0.07 0.06 1.05 .296

Number of maximum consecutive shifts during 3 months 0.03 0.03 0.08 1.22 .225 0.00 0.02 0.01 0.17 .862 -0.04 0.02 -0.13 -2.36 .019

Number of unhealthy shift patterns in a month -0.02 0.04 -0.04 -0.43 .670 0.02 0.03 0.06 0.63 .530 0.03 0.02 0.11 1.26 .209

Nurses staffing adequacy 0.44 0.22 0.13 2.00 .046 -0.15 0.14 -0.07 -1.08 .283 -0.12 0.14 -0.05 -0.81 .418

Control over the specific shifts 0.09 0.10 0.07 0.96 .339 -0.14 0.06 -0.16 -2.20 .029 -0.06 0.06 -0.06 -0.90 .372

Control of the specific start & finish time 0.11 0.08 0.10 1.31 .192 0.01 0.05 0.01 0.18 .856 -0.04 0.05 -0.06 -0.83 .407

Required to change roster at short time -0.06 0.07 -0.06 -0.87 .387 0.01 0.04 0.02 0.30 .766 0.04 0.05 0.06 0.90 .370

Swap shifts with colleagues -0.08 0.09 -0.07 -0.93 .356 0.04 0.06 0.05 0.68 .500 -0.05 0.06 -0.06 -0.80 .426

Request to work specific shifts 0.00 0.06 0.01 0.08 .939 0.04 0.04 0.07 1.07 .286 0.02 0.04 0.03 0.50 .616

Family status (vs. living alone)

Cohabiting with partner, friends, etc. 0.01 0.23 0.00 0.05 .963 0.08 0.15 0.05 0.53 .596 -0.08 0.15 -0.04 -0.52 .601

Living with parents -0.17 0.16 -0.10 -1.10 .271 -0.03 0.10 -0.03 -0.32 .749 -0.01 0.10 -0.01 -0.10 .924

Living with children 0.07 0.74 0.01 0.09 .930 -0.09 0.60 -0.01 -0.16 .876 -0.34 0.50 -0.05 -0.69 .489

Living with partner and children 0.54 0.32 0.23 1.70 .090 -0.08 0.21 -0.05 -0.38 .707 -0.19 0.21 -0.11 -0.91 .362

Living with parents, partner and children 0.30 0.36 0.07 0.83 .407 -0.22 0.23 -0.08 -0.96 .336 -0.16 0.24 -0.06 -0.68 .496

Demand at home -0.09 0.07 -0.12 -1.26 .208 -0.01 0.05 -0.02 -0.21 .834 0.06 0.05 0.11 1.28 .203

Time spent on housework/child rearing -0.04 0.04 -0.10 -0.95 .341 0.02 0.02 0.10 1.02 .308 -0.00 0.02 -0.00 -0.04 .966

Support at home (vs. yes) -0.07 0.12 -0.04 -0.53 .596 0.11 0.08 0.09 1.38 .169 0.02 0.08 0.01 0.19 .853

Leisure constraints -0.25 0.11 -0.16 -2.33 .021 0.13 0.07 0.13 1.88 .061 0.40 0.07 0.35 5.61 <.001

Work-life conflict -0.21 0.09 -0.16 -2.20 .029 0.32 0.06 0.37 5.26 <.001 0.25 0.06 0.27 3.99 <.001

Adj. R² = .126, F(ｐ) = 2.548 (<.001) Adj. R² = .228, F(ｐ) = 4.097 (<.001) Adj. R² = .283, F(ｐ) = 5.20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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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 의

본 연구는 간호사의 교대근무 특성 및 개인생활, 일-생활 갈등, 직무만

족, 수면장애, 피로를 확인하고 교대근무 특성, 개인생활이 일-생활 갈등

에 미치는 영향과 일-생활 갈등이 직무만족, 수면장애와 피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간호사 교대근무 특성과 개인생활은

일로 인한 생활 방해, 생활로 인한 일 방해, 일-생활 갈등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활로 인한 일 방해는 직무만족 이외 수면장

애와 피로에만 영향을 미쳤으며, 일로 인한 생활 방해, 일-생활 갈등은

각 종속변수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 1 절 간호사의 교대근무 특성과 일-생활 갈등 간의 관계

1. 교대근무 특성

교대근무 간호사의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45.38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이종선, 고형면 등 (2016)의 연구에서 평균 46.6시간으로 나타

난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체 간호사가 아

닌 3교대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므로 직접적인 비교에는 어려

움이 있다. 특히, 야간전담 간호사의 경우 3교대 간호사보다 더 많은 휴

일 수를 주고 있어 본 연구의 주당 근무시간만으로 이전보다 상황이 나

아졌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월평균 주당 40시간 초과근무 주수는 한달 평균 2.02회로 확인되었다.

이는 한달이 평균 4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한달의 절반가량을 근무표상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영 등 (2018) 연구에

서도 교대근무 간호사의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45.4시간으로 확인되어

실제 임상현장에서의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주수는 많을 것으로 예

상된다. 주당 비사회적 근무시간은 주당 평균 30.65시간으로 이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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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의 어려움이 있지만, 전체 근무시간 대비

각 병동별 57.4～78.49%까지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진국의

경우 간호사의 비사회적 근무시간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토요일 근무,

평일 저녁과 새벽 근무시간은 50%의 추가 급여를 지급하며, 일요일 근

무나 국가 공휴일의 경우 100%의 추가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사례도 있

다(UNISON, 2016). 하지만, 국내에서는 비사회적 근무시간에 대한 고려

없이 야간근무와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비사회적

근무시간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 수준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

근무조별 평균 시간외 근무시간은 주간근무 시 1.19시간, 야간근무 시

1.03시간, 저녁근무 시 0.98시간, 주말근무 시 0.76시간으로 나타났다. 이

종선 등 (2017)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평균 시간외 근무시간은 1.32시간

으로 나타났으며 이상영 등 (2018)의 연구에서는 평균 주간근무는 2시

간, 저녁근무는 1시간, 야간근무는 1.5시간 정도의 시간외 근무가 발생하

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어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된다. 매 근무조별 약 1

시간 정도의 시간외 근무가 발생한다는 것은 응급상황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추가 업무 이외 간호사 배치 수준과 직결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간호사 배치 수준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때 이는 본인의 정규 업

무시간 외 연장근무를 하는 시간외 근무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월평균 건강하지 않은 근무유형 횟수는 한달 평균 4.36회로 확인되었다.

건강하지 않은 근무유형 중 3교대 근무 시, 연속으로 저녁근무와 야간근

무를 포함한 5일 이상 근무를 한 경우는 빈번히 확인되었으며, 이전 조

근무 종료 후 다음 근무 조 시작까지 최소 24시간의 휴식시간이 확보되

지 않은 경우, 야간근무 시 근무 인원이 최소 2인이 아닌 경우, 후진형

근무 방식인 경우 등이 확인되었다. 2019년 10월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

이드라인에서 야간근무를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의 휴식 보

장과 연속 야간근무는 3일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야간근

무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는데(보건복지부, 2019a), 임상현장에서의 상황은

이에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야간근무 운영 가이드라인 외에

도 교대근무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96 -

간호사 배치 적절성을 계산해 본 결과 전체 요구되는 간호사 수 배치

대비 100%의 간호사가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

나 각 병동별 간호사 배치 적절성을 확인해보면, 최저 33%에서 최고 16

2%까지 분포되어 있어 병동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시작

전 외적으로 확인되는 의료기관 종별, 지리적 위치, 병상수, 교대근무 형

태 등이 비슷한 4개 병원을 선정하였으나 간호사 배치 적절성 값이 병동

마다 편차가 크다는 것은 간호사 배치 수준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

다. 이는 적절한 간호서비스 제공, 환자 안전, 간호사 업무 부담과 이직

률까지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의료기관 시스템의 총제적인 개

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적절한 간호사 배치 수준을 유지

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수가 정책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고는 7등급으로 간주하고 입원료 소정점수

에서 5%를 감산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 간호사 1인당 환자 비율은 최소 29명 이상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고자 2019년 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고

시에는 입원료 감산 비율(일반병동)이 기존 5%에서 10%로 강화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미신고 시 감산비율의 확대는 간호사의 노

동 가치와 서비스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바람직한 방향

으로 변화되고 있으나 감산비율 정도가 적정한 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

가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간호사 배치 수준과 관련하여 법이 제정되어 있어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으나(Mark, Harless, Spetz, Reiter, & Pink, 2013)

국내의 경우 현행 의료법 상에 기준이 제시되어 있을 뿐 의료기관 간호

사 배치 수준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다. 또한, 의료법 상 간호사 배치

기준을 확인해보면 간호사 한명 당 담당하게 되는 환자의 수는 선진국

기준 2～3배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사 근로환경을 개선

하지 않고 간호사 양적 수급 정책만을 펼친다면 경력 간호사가 떠난 자

리를 신규 간호사로 채우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며 이는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간호사 배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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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따른 차등화된 수가 책정이 선행되고 적정한 수요 추계를 통해 간

호사 배치 수준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교대근무 통제 중 특정 교대근무 형태를 통제할 수 있는 정도와 근무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는 각각 평균 2.38점, 평

균 2.15점으로 두 항목 모두 중간 이하의 통제 정도를 보였다. 이는 Pric

e (2002) 연구에서 직무만족도 측정항목 중 근무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물음에서 응답자의 55%가 낮은 만족도를 보인 것과 비슷한

정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임금 등 모든 조건을 동등하게 두고 근무형태

를 정한다면 고정직이나 주간근무에 선호도가 높겠지만, 교대근무 시 세

분화된 수당 지급, 모두가 기피하는 야간근무 시 최소 2인 이상 근무자

확보, 야간근무 시 최소 48시간 이상 휴식시간 확보 등 복지를 강화한다

면 간호사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교대근무 형태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교대 불안정성 중 짧은 시간 안에 근무스케줄이 변경되는 정도는 평균

2.03점, 동료의 근무를 바꾸어 준 정도는 평균 1.89점, 특정 교대근무를

요청한 정도는 평균 1.97점으로 나타났다. 교대 불안정성 항목 중 상대적

으로 짧은 시간 안에 근무스케줄이 변경되는 빈도수가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짧은 시간 안에 교대근무가 변경되는 것은 간호사에게 부

담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나아가 일-생활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될 것이다. 교대근무가 불안정하다는 것은 예기치 못한 근무 공백에

대처할 자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대근무를 사전에 통보받는 일자는 평균 8.52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의견서에서 교대근무표는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하고 변경은 최소한 7일

이전에 알려주어야 하며, 본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2), 본 연구에서는 교대근무표를 하루 전에

서 일주일 안에 통보 받는 비율이 53.5%에 달했다. 고정된 근무시간이

아닌 근무시간 대의 변동성이 큰 교대근무와 같은 경우 사전에 근무표가

확정되지 않으면 이는 업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므로 최소 1

개월 전에 본인의 근무 일정에 대해서 알려주고 제한된 근무 상황에서



- 98 -

본인이 사전에 일과 외 시간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적 여유를 확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교대근무 특성이 일-생활 갈등에 미치는 영향

간호사의 일−생활 갈등을 방향성에 따라 일로 인한 생활 방해, 생활로

인한 일 방해로 나누어 본 결과, 일로 인한 생활 방해는 평균 3.23점으로

생활로 인한 일 방해의 평균 2.30점에 비해 일이 생활에 미치는 요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생활로 인한 일 방해보다 일로

인한 생활 방해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Fang, 2017; Unruh et a

l., 2016). 즉, 간호사 직군에게 일−생활 갈등 정도는 생활로 인한 일 방

해보다 일로 인한 생활 방해 정도가 더 큰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간호사일수록 일로 인한 생활 방해 정도가

크게 나타나는 것(Grzywacz, Frone, Brewer, & Kovner, 2006)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대상은 모두 정규직으로 시간외 근무를 제

외한 평균 주당 근무시간이 45.38시간이므로 많은 시간을 업무에 투자할

수록 일로 인한 생활 갈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이직 이

유로 야간근무나 주말근무 등이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을

방해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Miracle & Miracle, 2004), 교대근무의 특성

인 야간근무나 주말근무 등의 비사회적 근무시간이 가족과의 시간을 방해

하게 되므로 일로 인한 생활 방해 정도가 높아졌을 것이라 분석할 수 있

다.

현재 병원 간호사의 약 62%가 20∼30대로 구성되어 있으며(통계청, 20

15), 생애주기 상에서도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일과 생활이 양립

하기 어려운 시기이다. 일반직 근무자와 달리 간호사들은 교대근무라는

구조적인 제약까지 과중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간호사들의 일-생활 갈등

을 낮출 수 있는 요인들을 확인하여 개선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연령, 성별, 경력 등의 요인에 비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일-생

활 갈등을 낮추는 방안을 찾음으로써 간호사의 근로환경 및 이직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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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교대근무를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가 적

을수록 일로 인한 생활 방해와 일-생활 갈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도 성별과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를 통제한 이후,

‘교대 근무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5점 척도)’로 확인하였을 때, 일로

인한 방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Beutell, 2010). 또한, 근로자에게 근무시간을 통제할 수 있도

록 한다면, 이는 근로환경을 개선하게 되고 일-생활 균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lbrecht, Kecklund, Rajaleid, & Leineweber, 201

7).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선행연구에서 유연하지 못한 근무시간이

일-생활 갈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Byron, 2005; Jansen et al., 20

03)과 근무시간의 유연성이 있는 간호사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

해 일과 생활의 균형이 높은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정미숙

et al., 2017).

그러므로 간호사가 교대근무를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다양한 근무형태가 간호현장에 도입되어야 한다.

고용 정책적 측면에서 경력직 간호사 확보를 위해 시간선택제 근무가 여

러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Bleich, Connolly, Davis, Hewlett, &

Hill, 2006). 시간선택제 근무란, 근로자가 관리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

업무 시작과 종료시간, 근무 요일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근무형

태를 의미하며, 시간선택제 근무로 인해 근로자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유

지할 수 있다(Heathfield., 2019). 시간선택제 근무의 형태에는 주간근무

와 저녁근무를 제외한 야간근무만 하는 야간전담제, 12시간씩 교대로 근

무하는 2교대제, 주 40시간미만으로 근무하는 단축시간제, 휴일인 주말과

공휴일에만 근무하는 휴일전담제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하지만 여

기서 시간선택제 근무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문

제는 기본적인 인력충원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야간전담제와 2교

대 근무는 시간선택제 근무의 형태이기는 하나 월평균 야간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의 길이가 길어질 수록 일-생활 갈등(정미숙 등, 2017), 피로(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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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in, & Hong, 2019), 수면장애(Åkerstedt & Kecklund, 2017) 등과 관

련이 있으므로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일률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될 것

이다.

동료의 근무를 바꾸어 주는 정도가 많을수록 일로 인한 생활 방해와

일-생활 갈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동료의 근무를 바꾸어 주는 정도가 많은 것도 본인에게

는 업무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는 직무요구가 높을수록 일-생활 갈

등을 높이는 것(Yildirim & Aycan, 2008)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동료의 근무를 바꾸어 주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도 적절하지 못한 간호사

배치 수준과 연관성이 있는데(AMN healthcare, 2016), 국내에서는 예기

치 못한 사정으로 인한 개인의 근무공백을 다른 동료 근무자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간호사 배치 수준이 적절하다는 전제조건이 해결된다면, 보편적

인 방식은 아니지만 다른 혁신적인 형태의 교대근무 대체자를 찾는 방

법을 도입할 수도 있다. 해외에서는 누군가 일시적으로 교대근무 일정을

변경해야 할 때 ‘e-bay’형 모델을 도입하여 모든 간호사들이 입찰에 응

모하여 특정 금액을 보상 받으며 제시된 교대근무를 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는 병원의 입장에서는 간호사들에게 통제력을 부여

하면서 근무인력을 확충하게 되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Bleich et

al., 2006). 또한, 간호사 본인이 자신의 근무일과 휴식 교대표를 작성하

게 하고 선호되는 근무일에 대한 경쟁이 생길 때에는 명확한 규칙과 내

부 관행에 따라 조절하게 하는 개방형 교대 시스템(open rota system)을

적용한 병원의 경우 동료와 근무를 바꾸는 빈도수가 감소하고 일-생활

균형이 높아짐을 보고한 연구도 있다(Pryce et al., 2006). 선진국의 경우

간호사 수급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일-생활 균형 이슈의 중요성과 사안

의 심각성을 미리 인식하고 상기와 같이 여러 가지 방안을 적용하여 해

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내의 경우 간호사 배치 적절성 문제 해

결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앞으로 간호사가 직접 통제력을 가질 수 있

는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면 동료의 근무를 바꾸어 주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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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일-생활 갈등은 점차 낮아지게 될 것이다.

간호사 배치 적절성이 낮을수록 일로 인한 생활 방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간호사 배치 적절성이 일-생활 갈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거나(Leineweber, Chungkham, Westerlund, Tishelm

an, & Lindqvist, 2014), 일-생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으로 적절한

간호사 배치 정도를 권고하였으므로(Fang, 2017)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간호사 배치가 적절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

게 된다면, 정해진 근무시간 안에 인력부족으로 인해 많은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직무요구로 이어져 일로 인한 생활 방

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간호현장에서 우선 적절한 간

호사 배치 수준이 유지되어야 간호사들의 업무 강도나 피로 정도가 낮아

질 것이며, 이는 일-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교대근무 특성 측정 시, 객관적인 지표를 사용하여 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간호사 자가 설문지 형식의 조사 결과보다

예측 영향력이 낮은 이유는 첫째, 일-생활 갈등이 높은 기혼자보다 20

대, 미혼 간호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간호사들이 교대근무에 대해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면 이것만으로도 교대근무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

키며, 긍정적으로 적용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Pryce et al., 2006).

예를 들면, 동일한 환경에서 같은 시간을 근무한다고 해도 본인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교대근무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교대근무 시작과 마치는 시

간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가 일-생활 갈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 외 교대근무 특성 변수 중 일-생활 갈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변수를 확인해보면, 월평균 주당 40시간 초과근무 횟수, 평균 주당

비사회적 근무시간, 시간외 근무, 3개월 동안 쉬는 날 사이 연속되는 교

대근무 최대일수, 월평균 건강하지 않은 근무유형 횟수로 나타났다. 월평

균 주당 40시간 초과근무 횟수는 주당 근무시간이 길수록 일-생활 갈등



- 102 -

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주당 근무

시간, 시간외 근무 등이 일-생활 갈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Geurts & Demerouti, 2004).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일-생활 갈

등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은 이유는 시간외 근무를 제외하고 근

무표상으로 확인되는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횟수로 구분하였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Albrecht 등 (2017) 연구에서와 같이 실제

주당 몇 시간을 근무하였는지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았다면

그 효과가 확연히 드러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평균 주당 비사

회적 근무시간의 경우 국내연구에서 근무조별 횟수까지는 확인하고 있으

나 이를 비사회적 근무시간으로 명명하여 측정한 것은 거의 드물다. 실

질적으로 저녁 6시부터 새벽 5시까지 또는 주말, 공휴일 등의 근무시간

에 근무를 하는 것은 주간고정근무를 하는 간호사보다 일-생활 갈등 정

도가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본 연구의 대상자는 교대근무 간호사

로 이와 관련된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3개월 동안 쉬는 날 사이 연속되는 교대근무 최대일수가 많을수록 일-

생활 갈등을 높이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본 연

구에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수련의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7일 이상 연속되는 야간근무를 할 때와 12일 이상 연속되는

주간근무일수가 12일을 넘을 시 피로도가 높고 일-생활 갈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Brown et al., 2010), 본 연구에서도

각 근무유형별 연속되는 근무일수의 기준점을 정하고 이를 확인하였다

면 연구결과가 좀 더 명확히 분석되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하지만 간호

사 대상 연구에서는 합치된 근무일수의 기준점이 없어 분석에 제한점이

있었다. 월평균 건강하지 않은 근무유형 횟수는 일-생활 갈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근무시간의 길

이나 횟수보다 근무시간의 적합성의 문제라는 사실이 나타난 것(Alberts

en et al., 2008)과 관련성이 있다. 개인의 요구와 선호도가 다르므로 이

에 따라 최적의 근무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Barnett, Gareis, &

Brenna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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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간호사의 개인생활과 일-생활 갈등 간의 관계

1. 간호사의 개인생활

간호사의 가정에서의 요구는 21.6%가 아이를 돌보고 있으며, 집 밖에서

가족이나 친구를 돌보고 있는 경우가 7.4%, 집에서 만성질환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돌보고 있는 경우가 5.2%, 집안일에 대한 책임은

44.2%에 달했다. 이는 지금까지 혼인상태에 따른 기혼자의 자녀 돌봄 등

에 초점을 맞추던 기존의 연구와 달리 20대 후반, 미혼의 대상자가 많은

간호사 직군에서 아이 돌봄 이외 가족 간병 등의 상황을 확인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종선, 고형면 등 (2016) 연구에서 간호사와 비간호사 직군의 여가시간

활용을 비교했을 때, 간호사들은 여가시간을 잠자기(44.1%), 가사일(17.

7%), 모임, 만남(10.3%), TV, 비디오 시청(10.0%)순으로 활용하는 반면,

비간호사들은 가사일(27.2%), 잠자기(18.9%), 자녀와 대화 및 놀아주기(1

2.2%) 순으로 나타나 간호사들은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잠자기에 할애하

고 있는 것을 확인되었다. 간호사의 여가생활은 타 직군에 비해 활용도

가 낮으며, 장시간 긴장된 상태로 근무에 임하고 주간, 저녁, 야간근무로

인해 지속적으로 근무시간 대가 바뀌는 환경에서 노출되어 있으므로 여

가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하기 쉽다.

본 연구대상자의 여가제약은 총 5점 척도로 개인적 제약은 평균 2.75점,

대인적 제약은 2.75점, 구조적 제약은 3.03점으로 총 여가제약의 평균점

수는 2.8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진선,

고상은, 전유진과 조도선 (2019) 연구에서 여가제약의 점수가 평균 2.78

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에서 시간, 환경, 일이나 가사 등 구조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

로 나타났는데, 간호사들은 근무교대 등 시간 활용의 자율성이 타 직종

보다 떨어지므로 구조적 제약의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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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혼인상태에 따라 기혼자가 가정에서의 요구를 더 많이 받고 있었으며,

40대 이상, 30대, 20대 순으로 가정에서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여가는 장시간 노동 및 상시적 교대근무

환경에서 특히, 연령대가 높고 여성일수록 여가시간에도 가사노동을 이

어가는 것으로 나타난 이종선, 고형면 등 (2016)의 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속연수에 따라 가정에서의 요구에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근속연수 5년 미만과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간호사보

다 15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들의 가정에서의 요구가 높았으며, 모든 근

속연수 그룹의 간호사들의 가정에서의 요구가 5년 미만 간호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속연수가 5년 미만인 간호사들은 미혼이거나 2

0대 초중반의 나이로 가정에서의 요구가 30대나 40대에 비해 낮은 것과

관련성이 크다.

가정에서의 지지는 근속연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5

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간호사가 15년 이상에서 20년 미만 간호사보다

가정에서의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었다. 이는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간호사들은 주로 어린 자녀양육과 간호사 업무를 병행하고 있을 확률이

크며, 사회적 구조상 가족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여가제

약은 혼인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Lee와 Bhargava

(2004) 연구에서도 혼인상태에 따라 즐기는 여가종류가 차이가 나며 18

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혼자의 경우 하루에 33.5분을 여가시간

으로 활용하는 반면, 미혼 근로자의 경우 하루에 213분을 여가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혼인상태에 따라 여가제약에 차이가 있다

는 본 연구의 결과가 지지되었다.



- 105 -

2. 개인생활과 일-생활 갈등 간의 관계

개인생활 중 여가제약이 생활로 인한 일 방해와 일-생활 갈등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가족 여가활동을 준비하는 부

담이 높을수록 일로 인한 생활 방해가 높아지며(Lau, Ma, Wan, Wong,

& Lai, 2012),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박정열, 신종화와 신규리 (2015) 연

구에서 여가균형은 일−생활 갈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어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OECD에서 발표한 더 나은 삶 지표(better life index) 통계를 보면 한

국은 여가시간에 비해서 일에 대한 시간 배분이 많은 국가에 해당하며,

장시간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5.2%로 OECD 평균 11%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9).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세대별

로 여가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 왔는데, 노년 세대는 노동집약적인 경

쟁사회 속에서 성장하여 여가보다는 일 중심적 삶을 살아온 반면, 청년

세대는 여가, 개성, 일과 삶의 균형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

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주로 20대 후반의 미혼 간호사들이 주 표본으

로 분포되어 있으므로 대상자들을 고려하여 ‘여가’에 대한 개념을 중요하

게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5년 미만의 근속년수를 가진 20대

후반의 간호사들은 사회 초년생으로 여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가지지만 실제 근무형태에서는 3교대 근무 및 휴일 근무로 인

해 평일 오후 6시부터 오전 5시까지 근무하거나 휴일에 근무하는 주당

비사회적 근무시간의 비율이 평균 67.7% 이상 차지하고 있으므로 여가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즉, 여가는 개인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하며,

이전 세대와 달리 청년 세대들은 여가, 개인시간, 업무시간의 유연성 등

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일로 인해 본인의 생활 패턴이나

중요시하는 여기는 가치관이 상충되었을 때 이는 일로 인한 생활 방해,

일-생활 갈등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 106 -

제 3 절 간호사의 일-생활 갈등과 직무만족, 수면장애,

피로 간의 관계

1. 간호사의 직무만족, 수면장애, 피로

간호사의 직무만족은 7점 척도에서 평균 3.5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

무만족에 대해 4점인 ‘보통이다’를 기준으로 부정적인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종선, 정헌주, 고형면과 김호진 (2016) 연구에

서 간호사의 직장 생활 만족도가 총 100점 만점 중 44.1점이었는데 이

역시 중간 점수보다 낮은 수치로 전반적인 직무만족 정도가 부정적인 것

을 알 수 있으며, 직장생활 만족도 중 노동시간 및 강도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직무만족은 이직의도와 상관성을 갖고 있으므로 적절

한 간호사 배치 수준 유지와 관련된 인적자원관리 분야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간호사의 수면장애 총 평균 점수는 2.95점(5점 척도)으로 중등도의 수

면장애를 경험하고 있다. 간호사의 입면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는 본

연구에서 평균 2.73점으로 ‘때때로 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종선

등 (2017) 연구에서 수면에 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50분 이상인 경우가

21.5%, 40∼50분 9.8%, 30∼40분 18%, 20∼30분인 경우가 24.2%로 나타

났으며, 이는 타 직종과 비교했을 때도 간호사 직군의 경우 수면에 필요

한 시간이 여타 직종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대근무 간호사의 경우 생체리듬을 근무시간의 변화에 따라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수면장애가 유발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지속된

수면장애를 유발하는 간호사의 근무환경은 본인의 건강 문제를 유발시

키는 것은 물론 환자에게도 위해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

극적으로 관리되어야만 하는 요소이다. 병원 내에서 수면장애를 예방하

거나 회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근무

표 작성 시, 후진형 근무형태 등을 지양하여 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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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피로는 5점 척도에서 평균 2.9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간 정

도의 피로 수준으로 확인된다. 선행연구에서 교대근무 간호사의 피로도

는 7점 척도에서 평균 4.44점으로 중간이상의 피로 수준으로 확인되어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된다(정유진, 강승완, 2017). 간호사의 피로도는 교

대근무 후 피로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로를 종류별로 구

분한 결과, 간호사들에게는 급성 피로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

며, 교대근무 간 피로도, 만성피로의 순으로 나타났다(Hazzard et al., 20

13).

교대근무 간호사에게 피로는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긴급하게 대처

해야 할 간호사의 역량을 떨어뜨리게 하는 핵심 요소이다. 그러므로 간

호사가 중등도의 피로를 호소할 때는 사전에 근무표를 조율하여 환자간

호 중 의료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예방적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

이다. 또한, 교대근무를 마친 후 가장 높은 피로도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므로 근육을 이완시키고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병원 내 족욕실이

나 안마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것이다.

2. 일-생활 갈등이 직무만족, 수면장애, 피로에 미치는 영향

일-생활 갈등이 직무만족, 수면장애, 피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일-생활 갈등이 직무만족(Kovner, 200

6; Unruh et al., 2016), 수면과 피로(Bohle, Quinlan, Kennedy, & Willia

mson, 2004)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일-생활 갈등 중 생활로 인한 일 방해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직무만족 변수의 특성상 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생활로 인한 방해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을 가

능성이 크다.

직무만족은 이직과 관련되는 중요 변수이며, 교대근무 간호사에게 수면

장애와 피로는 건강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문제이다. 본 연구의 각 종속

변수들은 간호인적관리 및 건강문제와 연관되는 전반적인 근무환경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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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표이므로 앞으로 일-생활 갈등을 낮추는 방안

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한다면, 간호사들의 생애주기별 일과 생활

을 양립하기 어려운 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 4 절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연구의 측면

간호사의 교대근무 특성을 조사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간호사들이 지

각하고 있는 주관적인 교대근무 특성을 측정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는 평균 주당 근무시간, 월평균 주당 40시간 초과근무 주수, 평균 주당

비사회적 근무시간, 월평균 건강하지 않은 근무유형 횟수, 간호사 배치

적절성 등을 3개월간의 병동별 근무표를 수령하여 객관적인 지표로 측

정하였다. 이를 통해 근무자 인식 편향을 최소화하고 기억력의 부정확함

을 보완하였다. 즉, 객관적인 지표를 포함한 교대근무 특성이 일로 인한

생활 방해와 일-생활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2. 간호실무의 측면

본 연구에서 근무표를 직접 분석하면서 월평균 건강하지 않은 근무유

형 횟수를 측정하기 위해 총 8항목의 건강하지 않은 근무유형을 도출하

였다. 선행연구와 지침에서 교대근무 관련 항목을 제시한 적은 있었지만,

이를 통합하여 실제 근무표를 분석하면서 건강하지 않은 근무유형의 횟

수를 확인하여 현 실태를 파악한 연구는 드물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야간간호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19a)을 제시

하였다. 야간근무 운영방안의 주요사항으로 ‘야간근무를 2일 이상 연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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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48시간 이상의 휴식 보장’, ‘연속 야간근무는 3일 이하로 제한’ 등이

권고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미 이러한 항목을 기준으로 교대표를 분

석하였으며, 임상현장에서의 상황은 이를 크게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되어 간호실무에서 근무표 개선이 필요함을 입증하였다.

3. 간호정책의 측면

교대근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교대근무 특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일

로 인한 생활 방해와 일-생활 갈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이

때, 교대근무를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을 통제하는 정도와 동료의

근무를 바꾸어 주는 정도, 간호사 배치 적절성이 일로 인한 생활 방해

및 일-생활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앞으로 구체

적인 제도와 정책 마련 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대근무를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을 통제하는 정도는 획일화된

교대근무 시간이 배정되는 것이 아닌 본인의 여건과 생활 패턴에 맞는

유연한 교대근무 일정이 제시된다면, 일로 인한 생활 방해와 일-생활 갈

등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료의 근무를 바꾸어 주는 정도와 간

호사 배치 적절성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모두 간호사

배치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동을 운영함으로써 개인별 예기치 못

한 일정이 생겼을 경우 동료 간호사가 근무를 바꾸어 주는 것으로 대체

하는 등 간호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간호사들의

일로 인한 방해와 일-생활 갈등 정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간호사 배치

적절성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함을 입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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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는 편의 추출법을 사용하여 4곳의 대상 병원을 선정하였다.

병원들 간의 변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근접한 G지역과 D지

역에 위치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선정하였지만, 실제 교대근무

환경 분석 시, 병원별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어 모든 병원의 경우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2)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사들의 표본이 주로 20대 후반의 미혼 간호사

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면연구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

화하기에 제한점이 있다.

3) 본 연구의 교대근무 특성과 개인생활의 측정도구는 외국의 도구를 번

안한 것으로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국내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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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및 제 언

제 1 절 결론

본 연구의 의의는 교대근무 특성과 관련된 세부변수들이 일로 인한 생

활 방해와 일-생활 갈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일-생활 갈등이 직무

만족을 낮추고 수면장애, 피로 정도를 높이는 것을 확인하여 간호근무환

경 개선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과 배경을 바탕으로 교대근무 특성과 개인생활, 일−생활

갈등의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본 연구의 개념적 틀을 설정하였다. 간호사

대상 설문은 G지역과 D지역에 소재한 300병상 이상의 4개의 종합병원의

교대근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각 병원 당 약 70부씩 총 280부를 배포하여

총 278부가 수집되었으나 적합하지 않은 7부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

으로 271부의 유효한 응답 결과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

의 통계처리 분석은 기초통계분석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들의 t-검

정, 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연구모형을 검

증하여 간호사의 교대근무 특성과 개인생활이 일로 인한 생활 방해, 생

활로 인한 일 방해, 일−생활 갈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일-생활 갈

등과 직무만족, 수면장애, 피로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교대근무 간호사의 일로 인한 생활 갈등 및 일-생활 갈등에 영향을 주

는 교대근무 특성은 교대근무 시작과 마치는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정

도, 동료의 근무를 바꾸어 주는 정도, 간호사 배치 적절성으로 나타났으

며, 개인생활이 생활로 인한 일 방해 및 일-생활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가제약으로 나타났다.

적정 간호사 배치 수준을 유지하여 동료의 근무를 바꾸어 주는 정도를

줄이고 교대근무 통제를 높인다면 일로 인한 생활 방해와 일-생활 갈등

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여가제약이 없는 환경

을 조성한다면 생활로 인한 일 방해와 일-생활 갈등이 줄어들 수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생활 갈등은 직무만족을 낮추고, 수면장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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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적절한 간호사 배치 수준을

유지하면서 간호사들의 여건이나 상황에 맞는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을

통해 개인별 업무의 강도를 줄여 동료의 근무를 바꾸어 주는 빈도수를

낮출 것을 제안한다. 또한, 여가제약이 생활로 인한 일 방해와 일-생활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업무 환경의 개선 뿐 아니

라 여가생활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을 뒷

받침하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모형은 향후 간호조직의 교대근무 특성과 개인생활

을 고려하여 일로 인한 생활 방해와 생활로 인한 일 방해, 일-생활 갈등

을 낮추고, 이를 통해 직무만족을 높이고 수면장애, 피로를 낮추는 전략

을 제시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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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4개의 병원에서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편의

추출법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병원의 지리적 위치, 의료기관 종별,

침상수를 기준으로 비슷한 병원을 선정하였으나, 실제 각 병원별 교대근

무 환경은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병원의 교대근무 환

경, 직무 등의 다양한 조직 특성을 고려한 반복연구를 통해 간호사의 교

대근무 특성 및 개인생활이 일로 인한 생활 방해, 생활로 인한 일 방해,

일-생활 갈등에 미치는 영향과 일-생활 갈등이 각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2) 간호 및 병원 조직, 국가의 교대근무 특성, 개인생활, 일−생활 갈등과

관련된 실증 연구 확대가 필요하다.

3) 일-생활 갈등을 낮추는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교대근무 간호사의 직무

만족을 높이고 수면장애와 피로를 낮추기 위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

다.

4) 간호현장에서 일−생활 갈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제한된 환경 아

래서 교대 간호사의 직무만족을 높이고 수면장애와 피로를 낮추기 위한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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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nurses’shiftwork characteristics

and private lives on work-life conflict,

job satisfaction, sleep disturbance,

and fatigue

Hye-Kyung Oh

Depar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research study reported in this dissertation examined the 

effects of shiftwork characteristics, private lives on work-life 

conflict on job satisfaction, sleep disturbance, and fatigue of 

hospital nurses (working three shifts).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a cross-sectional design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nurses who worked in three shifts in four general hospitals in G 

and D areas of Korea. A total 271 data points were collected 

from nurses working in five different nurse units (medical ward, 

surgical ward, intensive care unit, emergency room and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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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integrated services ward). Data collection occurred between 

August 29 to September 25, 2019, through nurse questionnaires 

and shift schedules of units. 

The standard shiftwork index and previous studies’ 

questionnaires were used to measure the nurses’ shiftwork 

characteristics, private lives, job satisfaction, sleep disturbance, 

and fatigue. The work-life conflict scale was used to measure 

the nurses’ work-life conflic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shiftwork characteristics of nurses consisted of 

working hours, shift patterns, nurses staffing adequacy, shiftwork 

control, and shift instability. average working hours per week 

was 45.38 (±4.55) hours, average number of over 40-hour 

working weeks in a month was 2.02 (±0.98), average unsocial 

working hours per week was 30.65 (±5.33) hours, the ratio of 

unsocial working hours per week to working hours per week 

was 67.54%, and overtime work was 0.53 (±0.56) hours. 

Among the shift patterns, the frequency of average shifts in a 

month was shown in order of day, evening, and night shifts. The 

number of maximum consecutive shifts between days off during 

3 months was 6.59 (±2.01) days and the number of average 

unhealthy shift patterns in a month was 4.36 (±2.39). The 

frequency of unhealthy patterns was shown in order of working 

more than 3 consecutive night shifts, returning to work without 

48-hour resting after night shifts, and working more than 5 

consecutive days in 3 shifts. 

The nurses staffing adequacy was 100%, but there was a big 

difference in each ward’s staffing degree. There was a low 

level of shiftwork control, and shift instability was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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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 

In private lives, the amount of time spent on housework or 

child rearing on holidays was higher than on working days. More 

than half of the working nurses received domestic help. 

Structural constraint were the highest in leisure constraints. The 

work interference with life was higher than the life interference 

with work in nurses’ work-life conflict. Job satisfaction level 

was below average, and the level of sleep disturbance and 

fatigue were moderate. 

Second, the differences in shiftwork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nurses’ age group showed that the 20s group had more 

working hours per week, and worked night and evening shifts 

compared to the 30s group. The level of nurses staffing 

adequacy was, in ascending order, intensive care unit, emergency 

room / nursing care integrated services ward, and medical / 

surgical ward.  

Differences in home demands in nurses’ private lives were 

shown according to nurses’ age group, that is, above 40s, 30s, 

and 20s. The above-40s group spent more time in housework 

or child rearing than the 20s and 30s group. 

Third, factors influencing on work-life conflict were ‘control 

of the specific start & finish time’, ‘swap shifts with 

colleagues’, ‘nurses staffing adequacy’, and ‘leisure 

constraints’. 

Fourth, in terms of work-life conflict and work interference 

with life affected all dependent variables. Life interference with 

work only affected sleep disturbance and fatigue. 

Based on this results, it is necessary to operate flexible shift 

patterns depends on individual life patterns. However, befo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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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ible shift patterns is implemented, working environment with 

a variety of shift patterns options should be established first. 

The degree of swap shifts with collegues was related with 

nurses staffing adequacy. Therefore, one of solutions is to 

increase the level of addition and subtraction of nursing 

management fee for proper nurses staffing level. Also, 

appropriate compensation and specific working conditions should 

be supported to maintain the nurses staffing adequacy.

In October 2019,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ovided a 

guideline for the night shifts for nurses. In addition, detailed 

guidelines for shiftwork nurses should be prepare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pecific systems and policies to identify 

and solve problems that arise when structural constraints such 

as working three shiftwork emerge. 

The results from this study are meaningful because data on bot

h objective and perceived shiftwork characteristics were obtaine

d. It is expected that it can be used to identify the shiftwork ch

aracteristics, and to prepare specific systems and policies to red

uce work-life conflict, sleep disturbance, fatigue, and increase jo

b satisfaction.  

keywords : nurse, shiftwork characteristics, private lives, 

work-life conflict, job satisfaction, sleep disturbance, fati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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