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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수면의 질, 피로가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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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messages
본 연구는 교대근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수면의 질, 피로 및 직무몰입 수준과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G광역시에 소재한 1개 대학병원
과 200병상 규모 1개 종합병원에서 매달 3일 이상 밤 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 170명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수면의 질, 피로, 및 직무몰입 수준을 조사하고 직무몰입에 대한 설명력을 확인하
였다. 연구결과, 교대근무 간호사는 보호자나 환자와의 관계로 인해 가장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
으며, 의사와의 갈등과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와 수면의
질, 피로는 직무몰입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수면의 질이 교대근무간호사의 직무몰입에 가장 영향
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교대근무를 수행해야 하는 간호사들의 직무몰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수
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며, 이는 직무스트레스와 피로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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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job stress, sleep quality, and fatigue and identify
major variables that influence work engagement in order to develop an intervention program for shift
duty nurses to enhance their work engagement.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70 nurses working with shift duty at one university hospital
and one general hospital located in G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February to March 2018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 mean scores of job stress, sleep quality, fatigue, and work engagement were 3.87, 1.57,
4.64, and 2.36, respectively. The work engagement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job stress, sleep
quality, and fatigue. The most powerful variable influencing work engagement was sleep quality and the
model showed explanatory power of 22.5%.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quality of sleep is most important factor affecting
work engagement of shift nurses.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a variety of strategie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sleep and to intervene in job stress and fatigue, eventually lead to enhancing
nursing performance.
Key Words: Nurse, Job stress, Good sleep habit, Fatigue, Involvement

서 론
최근 의료전문직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질적인 서비스가 요구되면서 간호서비스에

대한 기대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간호사는
환자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높은 수준의 간호요구에 맞추
어 중재를 제공하고 매 순간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간호
사는 하루 24시간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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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는 간호를 수행해야 하므로 교대근무가 불가피하며,
병원에서의 교대근무는 대다수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근무형태이다.
교대근무 간호사는 과다한 업무량과 높은 수준의 간호
요구와 관련된 어려움뿐만 아니라 생체리듬의 변화로 인
해 많은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교대근무
는 투약오류, 환자파악의 오류, 주사침 상해, 의료기기의
오작동 등을 포함한 간호사의 업무수행능력 감소 및 직무
스트레스 증가, 수면박탈, 주간 졸림 증상 등으로 병원 내
사고를 발생시키는 위험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Suzuki et al., 2004). 교대근무 간호사는 일주기 생체
리듬과 심혈관계, 소화기계, 내분비계 기능 등의 생리적
활동 주기성의 장애를 경험하고(Larry, 2010), 집중력과
업무수행능력에 지장을 받게 된다. 이처럼 교대근무는 간
호업무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교대근무 간호
사는 고정근무자에 비해 직무만족이 떨어지고 이는 직무
몰입과 연결된다(Seo YS et al., 2007).
간호사의 직무몰입은 간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주도적으로 책임감을 가지며 직
무에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간호서비스의 질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직무몰입은 업무의 성과를 결정하
는 중요한 변수로서 환자 안전과 효율적인 간호업무 수행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간호직에 대한 애착과 긍지를
높이게 된다. 반면에 교대근무 간호사의 불규칙한 수면으
로 인한 수면의 질 저하와 피로감 증가,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간호서비스의 질
을 저하시키게 된다(Hwang EH et al., 2011; Chae YJ
et al., 2017).
직무스트레스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리적, 심리적, 사
회적 장애를 유발할 정도로 부담을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
(Yom YH et al., 2009). 간호사는 대상자를 간호하면서
급속하게 변화되는 의료환경과 관련된 과중한 업무량, 간
호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가, 의사소통 및 협력문제 등으로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근무형태와도 관련되며(Lin SH et al., 2012),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간호업무에 대한 흥미상실과
직무만족도 저하로 이직의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환자간
호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
교대근무 간호사가 겪는 흔한 어려움 중의 하나는 수면
시간과 활동시간이 뒤바뀜으로써 생체리듬이 깨지게 되어
수면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다. 교대근무 간호사는 고정근
무 간호사들에 비해 더 많은 불면증을 경험하고 수면의 질
과 양상이 좋지 않으며, 이러한 수면장애는 간호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투약오류를 비롯한 사고발생의 위험을
높이게 된다(Saleha et al., 2014). 교대근무 간호사의 수
면장애는 장기적으로는 직무수행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Lee KS et al., 2011).
교대근무간호사들은 불규칙한 근무시간으로 고정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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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보다 피로를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Yuan et al., 2011), 피로가 누적됨으로 인해 적절한 수
면을 이루지 못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Kho HJ, 2004).
피로는 간호사 자신의 신체적 및 정신적 문제뿐만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 및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고 수준 높은 간호
행위를 저해하며, 의료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Hwang EH et al., 2011). 일주기 리듬의 변화로 인한
교대근무 간호사의 피로는 대상자 간호에 대한 무관심 및
불친절 등을 야기하며, 효율적인 간호제공 및 업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되어 환자의 안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직구성원들의 직무몰입은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결정
하는 중요한 태도 변수로서(Park YB et al., 2006), 간호
사의 태도뿐 아니라 업무수행의 질에 영향을 미쳐 환자의
안전문제로 연결되므로 의료서비스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
다. 대부분의 간호사가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조직형태를
고려할 때, 간호사들이 직무몰입을 통해서 환자에게 양질
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무몰입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확인해야 하며, 간호사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직무몰입에 긍정
적인 영향과 함께 효율적인 간호업무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Chae YJ et al., 2017).
교대근무 간호사의 직무몰입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와 수면의 질은 상관관계가 있으며(Jeong
MS, 2013),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적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Hwang HJ
et al., 2009). 또한 불규칙적인 수면은 수면의 질을 저하
시키고 투약오류와도 관련되며(Saleh, 2014), 수면의 질
저하는 피로감을 증가시키고 직무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Jeong HS, 2015; Chae YJ et al., 2017). 이처
럼 교대근무 간호사는 비교대 근무자보다 높은 직무스트
레스, 수면과다증이나 불면 등의 수면 장애, 피로의 증가
등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조직몰입의 저하를 초
래하고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교대근무 간호사의 직무몰입의 정도는 의욕상실, 환자
및 보호자 등에 대한 무관심과 불친절, 간호업무 실수나
사고와 관련되어 환자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므로 간호사의 업무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교대근무 간호사의 직무몰입에 영향을 주는 직무스트레
스, 수면의 질, 피로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이들 변수
와 직무몰입과의 관련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대근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수면
의 질, 피로 정도와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직무몰입에 미치
는 영향정도를 규명하여 질적인 간호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직무몰입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중재를 개발
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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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교대근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수면의 질, 피로 및 직무몰입 정도를 파악하고, 직무몰입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G광역시에 소재한 1개 대학병원과
250병상 규모 1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중에서
매달 3일 이상의 밤 근무를 포함하여 3개월 이상 교대근
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취
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로 선정하였으
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가보고 하도록 하였다.
표본크기는 G power 3.1.9 version을 이용하여 간호사
의 수면의 질과 직무몰입 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Jeong
HS, 2015)를 근거로 효과크기 .30, 검정력 .80, 유의수준
.05로 산출한 결과, 회귀분석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140
명이었다. 설문지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180명에게 배부
하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불완전한 설문지 10부를 제외하
고 총 170부를 최종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G광역시에 소재한 1개 대학병원과 250병상 규모 1
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간호사
2) 매달 3일 이상의 밤 근무를 포함하여 3개월 이상 교
대근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
3)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간호사
반면에 현재 수면제나 안정제, 급성기 질환의 치료약물
을 복용 중이거나 6개월 이내에 복용경험이 있는 간호사
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3. 연구도구
1) 직무스트레스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업무 중에 경험하는 스트레스
를 측정하는 도구로 Kim MJ et al.(1984)이 개발한 도구
를 사용하였으며, 도구사용에 대해 개발자의 승인을 받았
다. 스트레스요인의 하위영역은 간호업무 관련 사항, 전문
직 역할갈등, 전문지식 및 기술부족, 다른 사람과의 대인
관계 문제, 의사와의 갈등, 의료한계에 대한 심리부담, 간
호사에 대한 대우, 근무일정과 관련된 사항, 보호자와 환
자에 대한 9개 영역이다. 도구는 총 43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 MJ et al.(1984) 연구에
서 Cronbach’s =.94,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
.95이었다.

http://www.stressresearch.or.kr/

2) 수면의 질
수면의 질에 대한 측정은 Lee HR(2005)이 개발한 도
구를 사용하였으며, 도구사용에 앞서 개발자의 승인을 받
았다. 이 도구는 주간 기능장애, 수면 후 회복, 잠들기 어
려움, 일어나기 어려움, 수면만족도, 수면유지 어려움의 6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문항 수는 28개이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 0점부터 ‘거의 항상 그렇다’
3점이며, 부정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
록 수면의 질 정도가 낮음을 의미하고, 도구의 신뢰도는
Lee HR(2005) 연구에서 Cronbach’s =.92, 본 연구에
서는 Cronbach’s =.90이었다.
3) 피로
피로 측정도구는 Schwartz et al.(1993)이 개발한
Fatigue Assessment Inventory (FAI)을 토대로 Chang
SJ et al.(2005)이 재구성한 Multidimensional Fatigue
Scale (MFS)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도구사용에 대해
저자의 승인을 받았다. 도구 구성은 상황적 피로, 일상생
활 기능장애, 전반적 피로로 총 19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7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hang SJ et al.(2005) 연구에서 Cronbach’s =.88,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89이었다.
4) 직무몰입
직무몰입은 Kanungo(1982)가 개발한 직무몰입 측정
도구를 Kim JA(1997)가 병원상황과 간호사에게 적합하
도록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7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
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직무몰입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 JA(1997)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74, 본 연구
에서는 Cronbach’s =.74이었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2월 19일부터 2018년 3월 5
일까지였으며, 본 연구자가 연구대상 병원 간호부를 통해
자료수집 의뢰를 신청하고 허락을 얻은 후에 시행하였다.
이후 각 부서를 방문하여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자발적으
로 참여하는 교대근무 간호사에 한하여 설문지를 배부하
였다. 개별적으로 작성된 설문지는 무기명 봉투에 넣고 밀
봉하여 병동 수간호사의 협조 하에 일정한 수거장소에 두
도록 하였으며, 이를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총 180부를 배부하여 모두 회수하였고, 이 중 응답이 불
완전한 설문지 10부를 제외한 총 170부를 최종분석 자료
로 사용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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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그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수
면의 질, 피로, 직무몰입의 차이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
하고, t-test와 ANOVA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연구변수
들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실시하였으
며, 직무몰입에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D대학의 2017년 기관생명윤
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
(1040708-201711-SB-040-01)을 거쳐 진행하였다. 대
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 참여의 자유 등에 대
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가 가능하며, 연구를 위해 수집된 모든 자료
와 개인정보는 익명을 원칙으로 완벽하게 비밀이 보장됨
을 설명하였다.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사람에 한하
여 서면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작성된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수면의 질, 피로, 및 직무몰입
본 연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수면의 질, 피로, 및 직
무몰입 정도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점수는 평균 3.87±.55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고 점수범
위는 최소 1.00점부터 최대 5.00점이었다. 직무스트레스
의 하위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보호자와 환자 영역의 점
수가 평균 4.35±.6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의사
와의 갈등 4.21±.74점, 간호업무 4.10±.64점, 근무일정
표 3.96±.68점, 심리적 부담감 3.84±.73점, 대인관계
3.80±.76점, 역할갈등 3.72±.63점, 전문지식 3.70±.69
점, 간호사대우 3.25±.73점 순이었다.
대상자의 수면의 질 점수는 평균 1.57±.45점이었고 점
수범위는 최소 0.5점부터 최대 2.68점이었으며, 피로 점
수는 평균 4.64±.88점이었고 점수범위는 최소 2.00점부
터 최대 6.68점이었다. 대상자의 직무몰입 점수는 평균

2.36±.58점이었고 점수범위는 최소 1.00점부터 최대
4.14점이었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수면의 질, 피로, 직
무몰입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수
면의 질, 피로, 직무몰입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
와 같다.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점수는 연령(F=3.30,
p=.040), 임상경력(F=4.35, p=.006), 일회 밤근무 지속
일수(t=3.72,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연령에서는 40세 이상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가 평
균 4.22±.73점으로 가장 높았고 30∼39세 3.92±.66점,
29세 미만 3.81±.44점이었다. Scheffe 사후검증 결과,
30∼39세와 40세 이상 대상자가 29세 이하 대상자 보다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경력
에서는 9년 이상 근무한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가 평균
4.10±.5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3∼6년 대상자, 6∼
9년 대상자, 3년 미만 대상자 순이었다. Scheffe 사후검
증 결과, 9년 이상 근무한 대상자가 3년 미만인 대상자보
다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일회 밤근
무 지속일수에 있어서는 1∼2일 연속 밤근무를 하는 대상
자의 직무스트레스 점수가 3.93±.49점으로 밤근무를 3∼
4일 연속으로 하는 대상자의 3.49±.71점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상자의 수면의 질 점수에 있어서는 수면양상에 따라
저녁형 대상자의 점수가 평균 1.78±.41점으로 아침형인
대상자 평균 1.50±.44점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48, p=.001). 대상자의 피로 점수에
있어서는 최종학력(t=−2.39, p=.018), 일회 밤근무 지속
일수(t=2.18, p=.030), 수면양상(t=−3.49, p=.001)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최종학력에 따라서
는 학사이상 대상자의 피로점수가 평균 4.73±.86점으로
전문대 졸업 간호사의 평균 4.37±.88점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 밤
근무 지속일수에 따라서는 1∼2일 연속 밤근무를 하는 대
상자의 피로 점수는 4.70±.86점으로 3∼4일 연속으로

Table 1. Degrees of job stress, sleep quality, fatigue, and work engagement (N=170)
Variables
Job stress

Sleep quality
Fatigue
Work eng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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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Minimum

Maximum

M±SD

Total
Nursing work
Role conflict
Expert knowledge
Conflict with one's doctor
Psychological burden
Interpersonal relationship
Nursing treatment
Roster
Caregiver and patients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50
2.00
1.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2.68
6.68
4.14

3.87±.55
4.10±.64
3.72±.63
3.70±.69
4.21±.74
3.84±.73
3.80±.76
3.25±.73
3.96±.68
4.35±.64
1.57±.45
4.64±.88
2.36±.58

Sleep pattern

Duration of night
work (days)

Number of working
nights (days)

Working
department

Clinical career (years)

Education level

Marital status

Age(yr)

Characteristics

b

3∼4
Morning type
Night type

1∼2

5∼6
＞7

Ward
Intensive care unit
＜4

＞9

d

6∼9c

3∼6b

30∼39
c
＞40
Unmarried
Married
College
≥University
a
＜3

＜29

a

Categories

3.49±.71

23 (13.5)
3.74±.73
3.90±.48

3.77±.60
3.93±.49

47 (27.6)
147 (86.5)

38 (22.4)
132 (77.6)

4.10±.57
3.89±.55
3.71±.48
3.98±.53
3.86±.52

(27.6)
(89.4)
(10.6)
(24.2)
(8.2)

47
152
18
41
82

21 (12.4)

3.81±.82

4.22±.73
3.82±.52
3.98±.63
3.75±.60
3.91±.52
3.76±.44
3.82±.38

11
127
43
59
126
77
25

(6.5)
(74.7)
(25.3)
(34.7)
(74.1)
(45.3)
(14.7)

3.81±.44
3.92±.66

M±SD

−1.62 (.106)

3.72 (＜.001)

1.58 (.209)

1.26 (.208)

4.35 (.006)
(d＞a)

−1.63 (.104)

−1.52 (.132)

3.30 (.040)
(b,c＞a)

t or F(p)

Job Stress

106 (62.3)
53 (31.2)

n(%)

1.50±.44
1.78±.41

1.63±.40

1.51±.45
1.55±.46

1.59±.38
1.55±.46
1.71±.37
1.65±.49
1.55±.43

1.64±.53

1.67±.51
1.53±.46
1.67±.42
1.61±.44
1.55±.45
1.56±.49
1.48±.36

1.52±.46
1.63±.42

M±SD

−3.48 (.001)

−0.78 (.434)

1.17 (.312)

−1.49 (.137)

0.55 (.660)

0.17 (.439)

−1.75 (.082)

1.43 (.243)

t or F(p)

Sleep Quality

Table 2. Differences of job stress, sleep quality, fatigue, work engage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70)

4.21±1.02
4.76±.80

4.27±.94

4.60±.82
4.70±.86

4.57±.97
4.68±.84
4.30±1.13
4.59±.97
4.69±.87

4.64±1.09

4.76±1.09
4.66±.84
4.55±1.02
4.37±.88
4.73±.86
4.71±.83
4.56±.66

4.71±.82
4.47±.95

M±SD

t or F(p)

−3.49 (.001)

2.18 (.030)

0.24 (.788)

1.73 (.086)

0.32 (.810)

−2.39 (.018)

0.73 (.469)

1.40 (.249)

Fatigue

2.53±.59
2.31±.57

2.38±.61

2.21±.52
2.35±.58

2.39±.59
2.34±.59
2.48±.50
2.51±.67
2.36±.55

2.32±.65

2.52±.80
2.28±.56
2.57±.61
2.44±.60
2.33±.58
2.38±.62
2.24±.38

2.32±.58
2.39±.53

M±SD

2.16 (.032)

−0.20 (.842)

3.04 (.051)

−0.92 (.357)

0.46 (.706)

1.09 (.279)

−2.85 (.005)

0.74 (.480)

t or F(p)

Work eng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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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근무하는 대상자의 평균 4.27±.94점보다 높았고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수면양상에 따라서는 저녁
형이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피로점수가 평균 4.76±.80점
으로 아침형 대상자의 4.21±1.02점보다 높았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직무몰입 점수에 있어서는 결혼상태(t=−2.85, p=.005)
와 수면양상(t=2.16, p=.032)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기혼인 대상자의 직
무몰입 점수는 평균 2.57±.61점으로 미혼인 대상자
2.28±.56점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수면양상에 따라서는 아침형인 대상자의 직무몰입 점
수가 평균 2.53±.59점으로 저녁형 대상자 2.31±.57점
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수면의 질, 피로 및 직무몰입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수면의 질, 피로 및 직
무몰입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몰입과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역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r=−.21, p=.007),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간호업무(r=−.24,
p=.002), 역할갈등(r=−.18, p=.018), 의사와 갈등(r=−.20,

Table 3. Correlations among of job stress, sleep quality, fatigue, and work
engagement (N=170)
Work engagement
Variables
Job stress
Nursing work
Role conflict
Expert knowledge
Conflict with one's doctor
Psychological burden
Interpersonal relationship
Nurse treatment
Roster
Caregiver and patients
Sleep quality
Fatigue

r

p

−.21
−.24
−.18
−.05
−.20
−.16
−.14
−.12
−.22
−.14
−.41
−.26

.007
.002
.018
.495
.010
.041
.083
.128
.004
.066
＜.001
.001

p=.010), 심리적 부담감(r=−.16, p=.041), 근무일정표
(r=−.22, p=.004)에 대한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몰입과 유
의한 역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수면의 질 점수는
직무몰입과 중정도의 유의한 역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r=−.41, p＜.001) 수면의 질이 좋을수록 직무몰
입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피로는 직무
몰입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정도의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r=−.26, p=.001).

4.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수면의 질 및 피로가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
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일반
적 특성 중 대상자의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난 결혼상태는 기혼과 미혼, 수면양상은 아침형과 저녁
형으로 더미변수로 변환시켰으며, 직무몰입과 상관관계를
보인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영역, 수면의 질, 피로를 예측변
인으로 투입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
하기 위한 공차한계값은 .336∼.921로 모두 .10보다 크게
나타났고 VIF 값은 1.086∼3.189에 분포되어 있어 독립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Durbin−Waston 검정결과 값은 2.043로 기준값 2에
가까워 자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수면의 질로 나타났
고 설명력은 22.7%이었다. 즉, 수면의 질이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고 직무스
트레스와 피로는 직무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찰

본 연구는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
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고 간호업무에 대
한 몰입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교대근무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수면의 질, 피로 수준과
이들 변수들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에 대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work engagement (N=170)
Variables
(Constant)
Marital status
Sleep pattern
Job stress

B

S.E

3.760

.356
.099
.104
.115
.101
.096
.076
.080
.098
.058

−.234

Nursing work
Role conflict
Conflict with one's doctor
Psychological burden
Nurse treatment

Sleep quality
Fatigue
R2=.227, Adj.R2=.184, F=3.815, p＜.001, Durbin−Watson=2.043.

349

.185
−.107
.088
−.101
.043
−.016
−.344
−.084



t
10.558

＜.000

−.174

−2.371

.133
−.117
.095
−.128
.054
−.020
−.268
−.128

1.786
−.932
.877
−1.053
.566
−.195
−3.498
−1.441

.019
.076
.353
.382
.294
.572
.845
.001
.152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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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교대근무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점수는
평균 3.87점으로 중간 수준보다 높았으며, 이는 교대근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한 Kang
HL(2010) 연구에서의 3.42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무스
트레스의 하위영역에서는 보호자와 환자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의사와의 갈등, 간호업무, 당직근무표 영역의
점수가 전체평균보다 높았으며, 전문지식과 간호사 대우
영역에서의 스트레스 점수는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교대
근무 하는 간호사들은 임상실무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환자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높
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근무시간 중에 해결해야 할 업무량
에 비해 인력이나 시간의 부족으로 보호자와 환자를 응대
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고 이는 직무스트레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대근무 간호사들
이 의사와의 갈등에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간
호사의 대우나 전문지식 영역에서의 스트레스 점수는 다
른 영역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대
근무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근무하면서 마주치게 되는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나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받
게 되는 고통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무현장
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를 위해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
간호사들의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적정한 간호 인력의 배치로 간호업무량의 할당
을 줄이고 의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
는 만큼 간호사들의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증진
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마련되어져야 한다.
본 연구대상자의 수면의 질 점수는 평균 1.57점으로
Lee HR(2005)이 보고한 일반 성인보다 수면의 질이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근무로 인한 불규칙한 수면시
간은 수면의 질을 좋지 않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은 좋은 수면습관을 기르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은 일주기 리듬 장애로 인해 우
울한 기분에 영향을 미치고 우울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
며, 좋지 않은 수면은 피로를 증가시킨다(Kim HS et al.,
2011; Back JH et al., 2017). 교대근무 간호사의 수면
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밤 근무 이후 입면시간을 줄이기
위해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피하고 자신의 취향에 따
라 주간에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갖기 위한 방법들을 실
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 관리자들은 교대근무
간호사의 수면장애에 관심을 가지고 개인별 특성과 조건
을 고려하여 근무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간호사 자신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노력을 통해 교대근무
간호사들의 수면의 질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교대근무 간호사의 피로점수는 평균 4.67
점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Chang SJ et al.(2005) 연
구에서의 4.12점보다 높았고, 교대근무 간호사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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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Back JH et al.(2017) 연구에서보다 환산점수로 비
교했을 때 약간 높게 나타났다. 간호사는 업무의 특성상
자주 앉고 서거나 허리를 구부리는 반복적인 움직임, 환자
를 부축하거나 체위변경을 하는 등 힘겨운 활동으로 신체
적 피로가 심하고, 환자와 보호자를 직접 응대하고 여러
의료인들과 의사소통하면서 감정노동의 심리적 피로 정도
가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교대근무 간호사는 일반직장인
보다 불규칙한 근무시간으로 인해 수면장애가 많이 발생
하고 피로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 피로감이 상승하고 소
진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Back JH et al., 2017). 따라서
교대근무 간호사의 피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을 위한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고 수면장애를 초래하
는 여러 가지 요인을 피하도록 하며 심리적, 사회적 지지
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심리적 피로가 깊은 수면 단계에
서 회복되는 근거를 고려하여 수면의 질에 관심을 가지고
질적인 수면으로 교대근무 간호사들의 피로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교대근무간호사의 직무몰입 점수는 평균
2.36점으로 Sung MH et al.(2017) 연구에서 3.0점,
Chae YJ et al.(2017) 연구에서의 2.88점보다 더 낮았으
며, 환산점수로 선행연구들(Kim JA, 1997; Hwang EH
et al., 2011)과 비교할 때 다소 낮게 나타났다. 교대근무
간호사의 직무몰입 정도가 낮은 이유는 밤 근무로 인한 수
면의 질 저하, 수면장애로 인한 피로감 증가, 불규칙한 사
회생활양상 등이 근무시간 중에 집중력을 높이는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나아가 직무몰입의 저하를 유발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몰입 수준의 차
이를 살펴보면 결혼 상태와 수면양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기혼인 간호사와 수면양상이 아침형인 간호사
의 직무몰입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an YH
et al.(2010)은 결혼상태, 종교, 교육정도, 직위에 따라 직
무몰입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기혼
인 간호사의 직무몰입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일치하
였다. 이는 결혼한 간호사들이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를 받
게 되고 실제로 혼자 지내거나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미혼
간호사에 비해 가족들의 신뢰감과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
게 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수면
양상에 따라 직무몰입의 차이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연구대상 병원의
간호사들이 한 달에 2∼5일 정도 밤 근무를 하고 있는 점
을 감안할 때 아침형인 간호사들이 일상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고 몰두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간호사의 직무몰입 수준은 결과적으로
환자가 받는 간호서비스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간호사가 업무를 수행
할 때 충분히 직무몰입을 할 수 있는 근무조건이나 환경조
성이 마련되어야 한다. 추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교대근
무 간호사의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체적
으로 규명하고 직무몰입을 방해하는 변수나 요인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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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교대근무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수면의
질, 피로와 직무몰입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직무스트
레스와 피로가 높을수록 직무몰입 점수는 낮아지고 수면
의 질이 좋을수록 직무몰입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수면의 질이 직무몰입에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
였다. 교대근무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몰입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직무스트레스가 직
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Oh
MO et al., 2011)와 일치하였다.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영
역에서는 간호업무, 역할갈등, 의사와 갈등, 심리적 부담
감, 근무일정표에서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직
무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스
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적절한 인력배치 및 간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역할
이 모호한 근무환경에서 자주 경험하게 되는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교대근무를 수행해야 하는 간호사들의 직무특
성 상 간호 관리자들은 근무일정표를 작성하는데 있어 보
다 신중하고 공정한 자세로 간호사들을 배려해야 할 것이다.
교대근무 간호사의 피로는 직무몰입과 부정적인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대근무로 인하여 발생되
는 피로는 간호사의 근무 중 실수나 사고와 관련되어 환자
안전에 위협을 준다고 보고한 연구결과(Yuan SC et al.,
2011)와 유사하였다. 과중한 업무와 대인관계에서 지속적
으로 느끼는 피로감은 업무집중력이 떨어져 실수가 늘어
나게 되고 정신적 압박감으로 일할 의욕도 감소된다. 이를
고려하여 간호사 스스로 피로를 감소시키기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거나 자신의 취미나 운동을 시작하고 병원정
책에 있어 인력충원, 업무량 분배 등의 행․재정 측면의 적
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교대근무 간호사의 수면의 질은 직무몰입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이는 수면의 질이 높을수
록 직무몰입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Chae YJ et
al., 2017)나 교대근무 간호사의 직무몰입에 있어 수면의
질이 의미 있는 관련요인임을 제시한 연구(Jeong HS,
2015)와 유사하였다. 교대근무에 따른 불규칙한 수면으로
신진대사가 감소되고 신체기능의 회복이 어려워 피로를
많이 느끼며, 업무 중 졸음도 심해질 수 있어 수면의 질은
직무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부분의 교대
근무 간호사들은 1∼2일만에도 근무형태가 바뀌는 잦은
교대근무 주기로 일주기 생체리듬에 적응하지 못하고 수
면의 질이 저하되어 만성적인 피로가 누적되며, 근무시간
중에도 업무에 몰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처럼 교
대근무 간호사의 수면의 질은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환자간호의 질과 관련되므로 교
대근무 간호사들이 자신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직무에서의 만족과 성취감을 올리기 위해서는 수면문제의
해결이 우선적으로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교대근무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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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면의 질을 높이고 직무몰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근무조정과 적정인력 확보를 통해 교대근무체제를 개선하
고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물리적, 제도적 측면의 지원을
포함하여 간호사의 복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수반되
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교대근무 간호사의 직무몰입에 영향을 주
는 변수는 수면의 질로 나타났다. 이는 교대근무 간호사들
의 수면의 질과 직무몰입이 웰니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Chae YJ et al., 2017)나 수면의 질 저하는
직무 스트레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직업의 자율성이
나 건강상태와도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관련요인
(Knudsen et al., 2007)이라는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반면 Sung MH et al.(2017)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직무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무만족, 셀프리더십, 총
임상경력, 현 부서경력이었고 그 중 직무만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추후에는 교대근무 간
호사의 직무몰입에 관한 관련요인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져야 한다.
교대근무 간호사의 직무몰입은 업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
로 환자간호의 질과 환자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직무몰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수면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과 직무스트레스와 피로에 대
한 중재가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교대근무에 대한 바람직
한 대책방안을 모색하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
도적인 개선과 환경조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 뿐 아니라 수
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재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일 지역의 1개 대학병원과 1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병
원 규모에 따른 교대근무 간호사들의 직무몰입과 관련요
인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교대근무 간호사의 불규칙한 근무주기로 인한 주관적인
수면의 질 저하는 직무몰입과 업무의 효율성을 감소시키
는 주요 요인이고 직무스트레스와 피로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
한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은 물론 행정조직에서 간호인력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조적 차원의 제도를
마련해야 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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