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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messages
본 연구는 교대근무 간호사들의 수면장애와 직무 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
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J도의 J시, G시, N시에 있는 3교대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175명이 편의 추출되
었으며, 일반적 특성, 수면장애, 직무 스트레스, 간호사 이직의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포함한 설문
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서술통계, ANOVA, 상관분석,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
을 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수면장애와 이직의도 간, 직무 스트레스와 이직의도 간, 수면장애와 직무
스트레스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상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임상경력,
직무 스트레스의 하부영역 중 직장문화, 급여수준, 수면장애 총합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교대근무 간호사 이직의도의 예측요인 뿐 아니라 이직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포함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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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urvey research that aims to provide basic data for effici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that can contribute to reducing turnover rate among nurses, by
identifying the impact of sleep disorder and job stress on the turnover intention of shift working
nurses and understanding the key factors influencing their turnover intention.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were 188 nurses working 8-hour shifts in J-city, G-city and
N-city, of which 13 respondents who produced unreliable answers were excluded from the analysis,
making the total number of valid questionnaire 175.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a SPSS 12.0
program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OVA,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As for correlation between domains, sleep disorder and turnover intention had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the total job stres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urnover intention. Variables influencing turnover intention among the subjects were; the more
clinically experienced, and in regards to job stress, the less adapted to workplace climate, the lower
the level of payment and the more serious the sleep disorder.
Conclusions: In conclusion, as a nurse in shift work, the more clinical experience, the less the salary,
the more sleeping obstacles, the less the job adaptation to the work culture, the more the degree of
turnover is found to be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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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간호사는 환자에게 연속성 있는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일 24시간 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밤
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를 하게 된다. 교대근무 간호사들은
자신의 신체 리듬과 상관없이 이어지는 근무 환경 속에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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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한 생활과 만성적인 수면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아 육체
적 건강과 심리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Ko
HJ, 2004). 특히, 대부분의 교대근무 간호사들이 수면 부족
을 호소하고 있고(Son YJ et al., 2011), 교대근무 간호사가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잠자는 시간과 활동 시간이 뒤바뀜으로
써 초래되는 생체 리듬 파괴와 수면장애이다. 수면장애와 만
성적인 수면부족은 장기적으로 볼 때 비교대 근무자들보다
더 많은 불면증을 유발한다(Son KH et al., 2005) 간호사의
교대근무에 따른 수면장애는 간호업무의 수행능력을 저하할
뿐만 아니라 환자가 받는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졸음으
로 인한 업무상 실수로 사고발생률을 높이는 등 악영향을 미
친다고 보고된 바 있다(Lee KS et al., 2011). 교대근무로 인
해 일주기 리듬이 지속해서 교란되면 멜라토닌의 총 분비량
이 감소하는데 이는 수면장애, 수면의 질과 관련된 우울감
(Kim JK, 2010), 직무만족도 저하, 스트레스 조절능력 저하
및 면역력 감소와 그에 따른 질병 발생률 증가 등으로 직결
되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에 많은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Lee JK et al., 2008).
수면의 질과 직무 스트레스의 관련성에 대해 Harvey(2000)
와 Morin(2003)은 수면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건강한 수면
자들 보다 높은 스트레스와 각성 상태를 보인다고 하면서 수
면의 질이 나쁠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지
적하였다. Lee KS(2011)에 따르면 업무 요구도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낮아졌으며, 업무의 자율성과 상사 및 동료의
지지도가 낮을수록 수면의 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직
무 스트레스 정도와 수면의 질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또
다른 요인에는 과중한 업무량, 부서간의 갈등, 역할에 대한
좌절, 불충분한 자원, 교대근무와 관련한 의사소통 및 협력
문제, 역할 갈등 등이 있다(Almost et al., 2002).
간호사의 직업적 특성에서 오는 직무 스트레스 요인으
로 과중한 업무, 업무 자율성의 결여, 역할 모호성, 부적
절한 보상과 비합리적이고 권위적인 직장 문화가 있으며,
이들은 정신과적 질환 및 심신증의 주요한 위험 요인으로
인식된다(Jang SJ et al., 2005). 또한 의료 사고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과 같은 직무 특성(Lee YH, 2010)과, 결혼
과 육아, 진학 등의 개인적 요인으로 인한 직무 수행의
연속성 결여, 직무 불만족 등은 직무 스트레스로 발전하
게 된다(Lee EH, 2007). 간호사가 겪는 이러한 문제들은
생산성을 저하하고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이직으로 연결되므로, 안정적으로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병원 측에서는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일이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Yeom YH et al., 2009). 직
무 스트레스는 간호사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
며, 업무의 성질과 유형에 따라 동기 부여 정도와 직무
만족도, 결근율, 나아가 이직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Jung IH, 2011).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는 병원을 떠나려
는 이직 충동을 갖게 하는 중요 요인이 되며(Lee YN,
2003),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으로 알려진 간호직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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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Lee HJ et al., 2002).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관련된 과거의 논문을 살펴보면 ‘직
무 스트레스와 소진이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Yoon KS et al., 2010)’, ‘교대근무 간호사의 피로도가 직
무 스트레스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Lee KH et al.,
2011)’,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도가 소진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 실증연구(Bang BM et al.,
2015)’ 등이 있다.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 피로도에 관한 연
구는 많았지만 교대근무 간호사의 수면장애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제껏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교대근무 간호사들의 수면 장애와 직무 스트
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병원 조직
이 효율적인 인적 자원 관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 자
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2) 교대근무를 하
는 간호사의 수면장애, 직무 스트레스, 이직의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3)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면장애, 직무 스트레스, 이직의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4)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의 수면장애, 직무 스트레스, 이직의
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5)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교대근무 간호사의 수면 장애와 직무 스트레스
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
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 대상은 병원급(100병상)이상의 3개 병원에서 일반병동
과 특수병동(중환자실, 응급실 등)에 3교대 근무를 하는 미
혼과 기혼의 간호사를 기준으로 하였다. 기관장의 승인을 받
아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고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간호사와 간호관리자,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하지 않는 자와 설문지 답변에서 누락된
내용이 있는 응답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대상
표본의 수는 G-POWER 3.1.7 program을 이용하여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중간 .15, 검정
력 .80으로 하였을 때 157명으로 산출되었다. 자료의 탈락
률 10∼20%를 고려하여 총 188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
였다.

3.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5년 8월에 전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
의 통과 후 8∼9월에 자료 수집 및 준비를 마쳤으며, 이후
연구 참여 대상자를 모집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J도의 J시, G시, N시 병원급(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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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이상 3곳에서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총 188명의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
수한 결과, 188부 모두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불충분하거나
불성실한 응답자 13부를 제외한 175부의 자료를 분석하여
사용하였다.

4. 연구도구
1) 수면장애 측정도구
수면 장애를 측정하기 위해 Snyder-Helpern과 Verran
(1987)의 도구를 기본으로 Oh JJ et al.(1998)가 개발하고
Lee KS(1999)이 재수정한 15문항의 수면장애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가끔 그렇
다’ 2점, ‘자주 그렇다’ 3점, ‘항상 그렇다’ 4점의 4점 척도
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장애가 큰 것을 의미한다. Oh JJ 등
(1998)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0.75였으며 본 연
구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0.90이었다.
2) 직무 스트레스 도구
직무 스트레스의 측정은 Jang SJ et al.(2005)의 한국형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 단축형(SF-KOSS)에 기본형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KOSS)의 물리환경 영역을 포함하여 측
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27개 문항으로 ‘매우 아니다’ 1점에
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Jang SJ et al.(2005)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0.78이었으며 본 연구 도구
의 신뢰도 Cronbach's =0.79였다.
3) 이직의도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간호사 이직의도 측정도구는 Yoon
EJ, Kim HJ(2012)이 개발한 측정도구로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개발된 전체 이직의도 측정 도구의 내적 일관성 계수
Cronbach's =0.83이었고 요인별 내적 일관성 계수로 근무
조건 요인 0.78, 업무 수행 요인 0.74, 대인 관계 요인 0.80
으로 모두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도구의 신뢰
도 Cronbach's =0.91이었고 요인별 내적 일관성 계수로
근무 조건 요인 0.80, 업무 수행 요인 0.79, 대인 관계 요인
0.82로 모두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설문지를 작성하기 전 대상자에게 연구의 배경
과 목적, 연구 참여 대상, 연구 방법, 연구 참여 기간, 부작용
또는 위험요소,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개인
정보와 사생활이 보장됨을 충분히 설명한 후 이에 동의하는
자만 서면 동의서를 받고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모두에게 답례품(칫솔세트)을
제공하였다.

7. 제한점
본 연구는 지방 소재의 세 곳의 병원급 이상에서 근무하
는 간호사를 편의 추출하였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확대 적용
하는 경우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Table 1. Common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75)
Variables
Gender
Age

Clinical experience
(yr)

Level of education

Salary

Marital status
Working department

5. 자료분석
Skill level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파악하
였다. 대상자들의 수면장애, 직무 스트레스, 이직의도는 평
균과 표준편차로 파악하였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
른 수면장애, 직무 스트레스, 이직의도는 t-test, ANOVA 분
석으로 파악하였다. 대상자들의 수면장애, 직무 스트레스,
이직의도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파악하였다. 대상자들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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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eeping hours

Working type

Categories
Male
Female
＜30
31∼40
41∼50
51∼60
＜5
5∼10
11∼15
16∼20
＞20
Community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1,500,000∼＜2,000,000
≤2,000,000∼＜2,500,000
≤2,500,000∼＜3,000,000
＞3,000,000
Married
Single
Internal
Surgical
ICU, emergency
OBGYN, pediatrics, neurology
Etc.
Completely unskilled
Unskilled
Normal
Skilled
Very skilled
Almost unable to sleep
2∼3
4∼5
6∼7
＞8
Day shift
Afternoon shift
Night shift

n
7
168
68
66
32
9
65
45
28
17
20
71
86
18
34
97
32
12
82
93
41
39
30
16
49
5
22
57
75
16
5
2
59
96
13
38
10
127

%
4.0
96.0
38.9
37.7
18.3
5.1
37.1
25.7
17.7
8.0
11.4
40.6
49.1
10.3
19.4
55.4
18.3
6.9
46.9
53.1
23.4
22.3
17.1
9.1
28.0
2.9
12.6
32.6
42.9
9.1
2.9
1.1
33.7
54.9
7.4
21.7
5.7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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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근무 유형에서는 밤 근무가 72.6%로 대다수를 차지하
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교대근무 간호사들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96%로 대다수를 차지했
다. 나이는 30세 이하가 38.9%로 가장 많았고 31∼40세가
37.7%, 41∼50세가 18.3%로 20∼30대 인력이 대다수임을
알 수 있었다. 임상경력으로는 5년 미만이 65%, 5∼10년 미
만이 25.7% 순이었고, 근무 부서는 내과계 병동이 23.4%,
외과계 병동이 22.3%의 순이었다. 최종학력은 대졸이
49.1%로 가장 많았다. 급여 수준은 200∼250만원이 55.4%
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결혼 상태는 기혼과 미혼이
각각 53.1%와 46.9%로 비슷했다. 일의 숙련도에서는 ‘익숙
하다’가 42.9%, ‘보통이다’가 32.6%의 순이었다. 수면시간
은 6∼7시간이 54.9%로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4∼
5시간’이 33.7%, ‘거의 잠을 자지 못한다’도 2.9％ 정도 있

Table 2. Sleeping disorder, working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of
subjects (N=175)
Variables

Mean±SD

Total sleeping disorder
Total working stress
Categories of working stress
Physical environment
Job responsibilities
Lack of job autonomy
Relationship conflict
Job instability
Organizational system
Inappropriate compensation
Corporate culture
Total turnover intention

31.83±7.66
66.68±8.36
7.48±1.51
12.17±3.12
10.49±1.23
6.06±1.30
4.78±1.27
9.50±2.04
7.14±1.46
9.05±1.86
37.35±6.64

Table 3. Sleeping disorde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75)
Sleeping disorder
Variables
Gender
Marital status
Age

Level of education

Clinical experience (yr)

Skill level

Sleeping hours

Salary

Working type

Working department

*Tukey (p＜.05).

Categories
Male
female
Married
Single
＜30
31∼40
41∼50
51∼60
Community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5
5∼10a
11∼15
16∼20b
＞20
Completely unskilled
Unskilled
Normal
Skilled
Very skilled
Almost unable to sleepa*
2∼3
4∼5
6∼7b
c
＞8
≤1,500,000∼＜2,000,000
≤2,000,000∼＜2,500,000
≤2,500,000∼＜3,000,000
＞3,000,000
Day shift
Afternoon shift
Night shift
Internal
Surgical
ICU, emergency
OBGYN, pediatrics, neurology
Etc.

n (%)
7 (4.0)
168 (96.0)
82 (46.9)
93 (53.1)
68 (38.9)
66 (37.7)
32 (18.3)
9 (5.1)
71 (40.6)
86 (49.1)
18 (10.3)
65 (37.1)
45 (25.7)
31 (17.7)
14 (8.0)
20 (11.4)
5 (2.9)
22 (12.6)
57 (32.6)
75 (42.9)
16 (9.1)
5 (2.9)
2 (1.1)
59 (33.7)
96 (54.9)
12 (7.4)
34 (19.4)
97 (55.4)
32 (18.2)
12 (6.9)
38 (21.7)
10 (5.7)
127 (72.6)
41 (23.4)
39 (22.3)
30 (17.1)
16 (9.1)
49 (28.0)

M±SD

t or F

p

29.42±6.56
31.92±7.70
33.59±7.80
30.28±7.05
33.24±8.10
31.77±7.52
29.13±6.59
31.22±7.24
32.60±7.64
31.67±7.70
29.50±7.47
32.04±7.76
34.29±7.68
30.97±7.25
26.71±8.49
30.50±5.43
29.20±7.53
32.73±8.22
32.40±7.60
31.62±7.62
30.31±7.85
40.80±7.05
34.00±4.24
33.58±7.85
30.84±6.64
27.38±10.44
31.53±7.56
32.04±7.70
32.69±8.34
28.67±5.57
32.10±8.28
28.40±6.96
32.01±7.52
32.02±9.71
31.82±6.38
32.57±6.83
33.56±6.13
30.65±7.70

−0.845

0.416

2.907

0.164

2.152

0.095

1.216

0.299

3.124

0.016
a＞b*

0.466

0.760

4.313

0.002
a＞b,c*

0.855

0.466

1.064

0.347

0.563

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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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들의 수면장애 총합은 31.83±7.66점으로 나타났
다. 직무 스트레스 총합은 평균 66.68±8.36점이었고,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직무영역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은 ‘직무
요구’로 나타났으며 평균 12.17±3.12점, ‘직무불안정’이 평
균 4.78±1.27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직의도 총합은 평균
37.35±6.64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직무 스트레스 분석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중환
자실, 응급실(F=4.054, p=0.004)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직
무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중환자실, 응급실에 근무하는 교대근무 간호사가 산부인과,
소아과, 신경과, 기타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보다 직무 스
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에서는 영역별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5).

3.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면장애, 직무 스트
레스, 이직의도

4. 대상자들의 수면장애, 직무 스트레스, 이직의도와의
상관관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면장애 분석결과는 임상경력 ‘5∼
10년 미만’(F=3.124, p=0.016)의 간호사가 수면장애를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면시간에서는 ‘거의 잠
을 자지 못한다’(F=4.313, p=0.002)는 응답자의 수면장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들의 수면장애, 직무 스트레스, 이직의도와의 관계
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수면장애와 이
직의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0.365, p＜0.001). 직무 스트레스와 이직의도간의 상관관
계를 살펴보면 직무 스트레스 총합은 이직의도와 정적 상관

2. 대상자들의 수면장애, 직무 스트레스, 이직의도

Table 4. Working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75)
Working stress
Variables
Gender
Marital status
Age

Level of education

Clinical experience (yr)

Skill level

Sleeping hours

Salary

Working type

Working department

*Tukey (p＜.05).

Categories
Male
Female
Married
Single
＜30
31∼40
41∼50
51∼60
Community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5
5∼10
11∼15
16∼20
＞20
Completely unskilled
Unskilled
Normal
Skilled
Very skilled
Almost unable to sleep
2∼3
4∼5
6∼7
＞8
≤1,500,000∼＜2,000,000
≤2,000,000∼＜2,500,000
≤2,500,000∼＜3,000,000
＞3,000,000
Day shift
Afternoon shift
Night shift
Internal
Surgical
a
ICU, emergency
b
OBGYN, pediatrics, neurology
c
Etc .

n (%)
7 (4.0)
168 (96.0)
82 (46.9)
93 (53.1)
68 (38.9)
66 (37.7)
32 (18.3)
9 (5.1)
71 (40.6)
86 (49.1)
18 (10.3)
65 (37.1)
45 (25.7)
31 (17.7)
14 (8.0)
20 (11.4)
5 (2.9)
22 (12.6)
57 (32.6)
75 (42.9)
16 (9.1)
5 (2.9)
2 (1.1)
59 (33.7)
96 (54.9)
12 (7.4)
34 (19.4)
97 (55.4)
32 (18.2)
12 (6.9)
38 (21.7)
10 (5.7)
127 (72.6)
41 (23.4)
39 (22.3)
30 (17.1)
16 (9.1)
49 (28.0)

M±SD

t or F

p

62.00±13.46
66.88±8.08
67.45±8.67
66.00±8.07
66.38±8.76
67.92±8.34
64.65±7.75
67.00±7.10
66.63±8.24
66.92±8.03
65.72±10.59
64.92±7.75
68.60±9.16
68.29±8.47
65.57±9.39
66.35±6.77
63.40±5.86
68.40±7.18
66.26±8.44
67.73±8.08
61.88±10.15
66.68±8.36
66.40±9.81
66.00±4.24
67.12±7.86
66.27±7.74
63.68±6.92
67.15±8.17
68.97±10.37
65.25±5.40
66.76±8.68
68.60±9.48
66.50±8.23
66.63±8.43
67.21±7.35
71.33±7.42
63.44±6.35
64.51±9.14

0.087

−1.517

0.665

1.147

1.148

0.331

0.153

0.859

1.694

0.154

2.136

0.079

0.171

0.953

2.549

0.058

0.291

0.748

4.054

0.004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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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75)
Variables

Turnover intention
Categories

n (%)
M±SD

Gender
Marital status
Age

Level of education

Clinical experience (yr)

Skill level

Sleeping hours

Salary

Working type

Working department

Male
Female
Married
Single
＜30
31∼40
41∼50
51∼60
Community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5
5∼10
11∼15
16∼20
＞20
Completely unskilled
Unskilled
Normal
Skilled
Very skilled
Almost unable to sleep
2∼3
4∼5
6∼7
＞8
≤1,500,000∼＜2,000,000
≤2,000,000∼＜2,500,000
≤2,500,000∼＜3,000,000
＞3,000,000
Day shift
Afternoon shift
Night shift
Internal
Surgical
ICU, emergency
OBGYN, pediatrics, neurology
Etc.

관계를 나타냈는데(r=0.501, p＜0.001), 하부영역 중에서는
물리적 환경(r=0.320, p＜0.001)), 직무요구(r=0.243, p＜
0.05), 관계갈등(r=0.178, p＜0.05), 직무 불안정(r=0.374, p＜
0.001), 조직체계(r=0.383, p＜0.001), 보상 부적절(r=0.352,
p＜0.001), 직장문화(r=0.443, p＜0.001)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직무 스트레스와 수면장애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
면 직무 스트레스 총합에서는 수면장애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r=0.403, p＜0.001), 하부영역 중에서는 물리적
환경(r=0.313, p＜0.001), 직무요구(r= 0.205, p＜0.001), 직
무자율성 결여(r=0.151, p＜0.05), 조직체계(r=0.289, p＜
0.001), 보상 부적절(r=0.507, p＜0.001), 직장문화(r=0.221,
p＜0.001)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6).

5. 대상자들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교대근무 간호사들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들을 확인하고자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회귀모형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7 (4.0)
168 (96.0)
82 (46.9)
93 (53.1)
68 (38.9)
66 (37.7)
32 (18.3)
9 (5.1)
71 (40.6)
86 (49.1)
18 (10.3)
65 (37.1)
45 (25.7)
31 (17.7)
14 (8.0)
20 (11.4)
5 (2.9)
22 (12.6)
57 (32.6)
75 (42.9)
16 (9.1)
5 (2.9)
2 (1.1)
59 (33.7)
96 (54.9)
12 (7.4)
34 (19.4)
97 (55.4)
32 (18.2)
12 (6.9)
38 (21.7)
10 (5.7)
127 (72.6)
41 (23.4)
39 (22.3)
30 (17.1)
16 (9.1)
49 (28.0)

32.86±7.03
37.54±6.58
37.40±6.99
37.30±6.36
36.66±7.33
38.68±5.54
35.94±7.57
37.78±3.27
38.18±5.95
37.03±6.73
35.56±8.51
36.00±7.46
39.11±5.90
37.58±5.14
37.00±7.87
37.65±6.12
36.08±9.83
38.04±7.28
37.69±6.50
37.88±5.18
32.88±9.86
40.20±6.72
48.50± .70
36.93±6.22
37.51±6.58
35.23±8.06
38.18±6.81
37.43±6.17
36.50±8.13
36.58±5.90
38.58±5.75
38.40±6.17
36.90±6.90
37.07±6.94
38.41±5.79
37.53±6.42
38.75±6.48
36.16±7.21

t or F

p

−1.839

0.706

0.100

0.448

1.642

0.182

1.318

0.270

1.510

0.201

2.093

0.084

2.095

0.084

0.405

0.750

1.071

0.345

0.838

0.690

Durbin Watson 검정결과를 적용했을 때 2.161로 오차항 간
에 자기상관성이 없었고 모든 변수에서 공차한계(Tolerance)
는 0.81∼0.99로 0.1 이상을 보였으며, VIF값은 1.11∼1.23
으로 0.1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아 모든 변수에서 다중공선
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잔차 분석 결과 모
형의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분포성, 등분산성이 확인되어, 본
연구에서 사용된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은 일반적 특성에서 나이, 임상경력, 최종학력, 급여
수준, 일의 숙련도를 동시 투입한 분석모형으로서 임상경력
이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352, p＜
0.05). 이에 대한 설명력은 6.7%로 나타났다(F=2.440, p＜
0.05).
모형 2는 직무 스트레스 하부영역인 ‘물리적 환경, 직무요
구, 직무자율성 결여,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문화’를 모형 1에 추가한 분석모형으로, 설명력
이 6.7%에서 36.7%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모형은 통계적인
적합성을 지니고 있었다(F=7.189, p＜.001). 일반적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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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0.575**
0.390**
0.289**
0.383**

1.00
0.287**
0.507**
0.352**

1.00
0.221**
0.443**

1.00
0.365**.

1.00

새로 투입된 직무 스트레스 영역은 이직 의도를 27.6% 추가
2
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였다(F 변화량=9.540, R 변화량=
0.030). 분석 결과 임상경력(β=.288, p＜.05), 급여수준(β=
-.231, p＜.05), 직장문화(β=.260, p＜.001)에서 유의한 영
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들의 설명력은 30%였
다(F=7.189, p＜.001).
모형 3은 수면장애를 모형 2에 추가한 분석모형으로 설명
력이 36.7%에서 39.9%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모형은 통계
적인 적합성을 지니고 있었다(F=7.586, p＜.001). 모형 2에
서 새로 투입된 수면장애는 이직의도를 3.2% 추가적으로 유
2
의하게 설명하였다(F 변화량=8.434, R 변화량=0.032). 분
석 결과 임상경력(β=.304, p＜.05), 직장문화(β=.243, p＜
.05), 급여수준(β=-.237, p＜.001), 수면장애(β=.211, p＜
.05)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으며 변인들의 설명력은
39.9%로 나타났다. 즉 임상경력이 적을수록, 직장문화에 적
응하지 못할수록, 급여가 낮을수록, 수면장애가 심할수록 이
직의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0
0.366**
0.328**
−0.30
0.329**
0.367**
0.420**
0.247**
0.313**
0.320**

1.00
0.259**
0.022
0.189**
0.326**
0.225**
0.164*
0.205**
0.243**

1.00
0.186*
0.086
0.233**
0.261**
0.162*
0.151*
0.098

1.00
0.033
0.255**
0.237**
0.213**
0.127
0.178*

1.00
0.452**
0.239**
0.403**
0.125
0.374**

고

*p＜.05, **p＜.001.

1.00
0.629**
0.665**
0.484**
0.341**
0.542**
0.762**
0.651**
0.592**
0.403**
0.501**
Working stress
Total
Physical environment
Job responsibilities
Lack of job autonomy
Relationship conflict
Job instability
Organizational system
Inappropriate compensation
Corporate culture
Total sleeping disorder
Total turnover intention

Working stress

Relationship
conflict
Lack of job
autonomy
Job
responsibilities
Physical
environment
Total
Variables

Table 6. Correlation among sleeping disorder, working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of subjects (N=175)

Job instability

Organizational Inappropriate
system
compensation

Corporate
culture

Total sleeping
disorder

Total turn over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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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본 연구는 교대근무 간호사들의 수면 장애와 직무 스트레
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직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알아봄으로써, 간호사의 이직률을 감
소시키고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교대근무 간호사의 수면장애 측정 총점은
Lee KS(1999)이 재수정하여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한 60
점 만점에 평균 31.82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대
근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Kwak EJ, 2009)에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75점 만점에 평균 46.14점으로 수
면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 또한 수면양
상에 대한 낮 고정근무 간호사와 교대근무 간호사를 비교한
연구(Choi HJ, 2008)에서 수면장애 측정 수치가 교대근무
간호사는 평균 45.89점, 낮 고정 근무간호사는 평균이 38.8
점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고정근무자와 비교할 때 교대근무자의 수면
특성은 취침과 기상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깨어 있는 시간이
전체 수면 시간의 16%로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아, 수면시간
이 6시간 30분이라도 이 중 실제로 자는 시간은 3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대근무자의 수면시간은 항상 평균보
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삼성병원 수면센타, 2015).
교대근무는 수면장애를 비롯하여 장기적으로 수면의 질을
매우 악화시킬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되므로(Ohayon et
al., 2002), 교대근무를 결정할 때 반드시 간호사의 건강 상
태와 경력, 연령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본 연구에서 임상경력 5∼10년 미만 간호사들의 수면장
애가 10년 이상 근무한 대상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Han GS et al.(2011)의 선행 연구에서 임상경력
이 적은 5∼10년 미만의 간호사들이 10년 이상 근무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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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subjects
Model 1
Categories
Age
Clinical experience
Level of education
Salary
Skill level
Working stress category
Physical environment
Job responsibilities
Lack of job autonomy
Relationship conflict
Job instability
Organizational system
Inappropriate compensation
Corporate culture
Total sleeping disorder
R2
Modified R2
R2 change
F
F change

Model 2

Model 3

B



t

B



t

B



t

−0.891

−0.118

−0.999

−0.385

−0.051

−0.496

−0.344

−0.046

−0.454

1.734
−1.504
−1.398
−0.930

0.352
−0.147
−0.168
−0.130

2.531*
−1.810
−1.679
−1.652

1.420
−1.097
−1.920
−0.396

0.288
−0.107
−0.231
−0.055

2.411*
−1.539
−2.674*
−0.801

1.499
−1.032
−1.966
−0.425

0.304
−0.101
−0.237
−0.059

−1.480
−2.800**
−0.878

0.522
0.277
−0.519
0.540
0.619
0.169
0.677
0.931

0.119
0.130
−0.96
0.105
0.119
0.052
0.149
0.260

1.511
1.813
−1.388
1.518
1.496
0.589
1.782
3.577**

0.423
0.240
−0.491
0.509
0.641
0.204
0.258
0.868
0.183
0.399
0.346
0.032
7.586**
8.434

0.096
0.113
−0.091
0.099
0.123
0.063
0.057
0.243
0.211

1.246
1.602
−1.343
1.460
1.583
0.729
0.647
3.401*
2.904*

0.067
0.040
0.067
2.440*
2.440

0.367
0.316
0.300
7.189**
9.540

2.599*

*p＜.05, **p＜.001

호사보다 수면의 질이 낮게 나타났고, Lee IJ(2012)의 연구
에서는 임상경력 12개월 이내의 신규 간호사들에게서 수면
의 질이 낮다는 결과가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임상경력이 적을수록 효율적인 업무 능력
과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면장애와 직무 스
트레스로 직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Doi et al., 2003).
또한 신규 간호사들은 업무 숙련도가 낮아 출근이 빠르거나
퇴근이 늦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역시 불규칙한 생활 패턴을
초래한다(Lee IJ, 2012). 따라서 임상경력이 적은 간호사들
의 수면만족도나 전반적인 수면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교대근무 간호사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서는 경력에 따른 구체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교대근무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총점은
66.68점으로 나타났다. Jang SJ et al.(2004)의 도구개발 당
시 여성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기준에서 50.1∼55.6점이
높은 편이라고 제시된 자료에 비추어 본다면 본 연구 대상자
의 직무 스트레스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인 것이다. 또한 같
은 도구를 사용하였지만 교대근무자만이 아닌 전체 간호사
를 대상으로 한 Yoon KS et al.(2010)의 연구에서 직무 스
트레스 총점이 49.6점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본 연구 대
상자의 총점인 66.68점과 비교하면 교대근무 형태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8개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직무요구 영역이
12.17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와 같은 결과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Woo NH, 2009; Yoon KS &
Kim SY, 2010)결과와 유사하다. 간호업무의 특성상 휴식
시간도 보장받을 수 없는 업무 환경과 동료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과중된 업무량 등이 직무요구 영역의 스트레스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직종 교대근무자의 스트레스 총

점과 비교해 볼 때 같은 도구를 사용해 교대근무를 하는 사
회복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Jung HC, 2009) 연구에
서는 직무 스트레스 총점이 42.4점이었고, 교대근무를 하는
생산직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Choi HS(2007)의 연구
에서는 직무 스트레스 총점이 41.4점이었다. 이를 통해 교대
근무자 중에서도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타 직종인 사회
복지기관 종사자나 생산직 남성 근로자보다도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는 대
상자의 근무부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중환자실,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직무 스트레스가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써 일반 병동보다 특수부서 간호
사들의 직무 스트레스가 높음을 알 수 있다. Mealer et al.
(2007)의 연구에 의하면 중환자실 간호사는 위중한 환자 간
호의 어려움 뿐 아니라 환자 보호자나 의사, 동료 간호사 등
으로부터 감정 노동에 시달리고 환자의 죽음을 목격하는 등
의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다고 밝혀졌다. 최근 스트레스가 높
은 업무 특성과 관련된 중환자실 간호사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PTSD)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고 있다. 응급실 또한 사건사고로 인해 노출된 환
자들을 처치해야 하는 매우 급박하고 긴장된 환경 속에 있
다. 이에 따라 응급실 간호사도 업무 수행 중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Cohen & Mulvaney, 2005;
Maeng SY & Sung MH, 2015). 선행연구와 본 연구를 통하
여 알 수 있는 것은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중환자실, 응급실
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스트레스가 다른 부서보다 높다는 사
실이다. 따라서 간호인력 관리자는 중환자실, 응급실 간호사
의 업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중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스트레스 장애를 줄
이기 위한 단순한 업무 부서로 이동시키는 등 효율적인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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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활용하여 인적관리를 잘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스트레스가 쌓여 만성적으로 누적된 간호사는 이직 충동을
느끼기 쉽고 실제로 이직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따라서 병원
조직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서는 간호인력에 대한 스트레스
관리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교대근무 간호사의 이직의도 수치는 총점이
37.35점으로 평균은 3.7이었다. 이는 전체 간호사의 이직의
도를 측정한 Kim MJ(2007)의 연구 결과인 5점 만점에 평균
3.3점보다 높은 것이고, Moon MS(2007)의 연구에서 보육교
사의 이직의도 수치인 평균 3.1점보다도 높다. 또한 Kim
EK(2009)의 연구에서 사회복지사의 이직의도 수치는 5점 만
점에 평균값 2.8점이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교대근무 간호
사의 이직의도가 타 직종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적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에서는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다. 이는 Lee HS(2001)의 선행연구에서 임상경력, 연
령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과 다른 결과이다.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변수 중 임상경력이 많을수록
(=.304, p＜0.05). 직장문화에 적응하지 못할수록(=.243,
p＜0.05), 급여가 낮을수록(=−.237, p＜0.05),수면장애가
심할수록(=.211, p＜0.05)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설
명력은 34.6%로 나타났다.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Yoon
HM(2009)의 연구와 경력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Yoon
JA(2007)의 연구에서도 직무 스트레스가 이직의 중요한 변인
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직 예측
요인으로 밝혀진 직장문화와 관련된 스트레스의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수면장애 또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데 수면장애 역시 높은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
으로 밝혀져 있다(Linton, 2004). 여러 선행연구(Kilpatrick
& Lavoie-Tremblay, 2006; Ohayon et al. 2002)에서 교대
근무가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
한 바, 교대근무 간호사의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
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간호사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규명해 주고
있으므로, 간호관리자는 이직률을 낮추기 위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간호조직의 문화를 잘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호사가 이직하는 가장 큰 요
인으로 가정생활과 병행하기 어려운 교대근무와 밤 근무를
들 수 있다. 현재 3교대로 되어 있는 간호 근무형태가 직무
스트레스의 큰 원인이 되므로 분야별 시간제 근무제도나 탄
력근무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Seol MH, 2007). 교대
근무 간호사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근무하면서 규칙적인 근무
패턴을 유지하면 안정적인 생활 속에 직무만족도가 높아지고
이직률도 낮아질 것이다. 간호사의 개인 특성에 따라서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간호 관리자들은 다양한 근무형태
를 개발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Park HS, 2005).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대근무 간호사 이직의도의 예측요인 뿐
아니라 이직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포함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수면 패턴을 파악하여 간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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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면장애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근무제도 개선 프로그램 개
발이 필요하다. 셋째, 교대근무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
하여 이직을 줄이기 위한 병원시스템 개선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교대근무 간호사의
수면장애와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잘 고려하여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업무성과에 따른 적
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교대근무의 환경을 개선하여 간호
사의 수면의 질을 높이며,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한다면 간호사의 이직을 감소시키
고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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