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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pact of shift work on psychological, physical and social adjustment in 
nurses. 

Methods: Two hundred ninety-nine female nurses(179 shift worker, 120 non-shift worker) filled out a questionnaire, which con-
sisted of fifty-six items includ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bjective ratings of psychological, physical, social and sleep-

related distresses were assessed with a visual analogue scale(100mm). 

Results: Shift work exerted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s on all psychological, physical, social and sleep-related variables of the 
shift work nurses. The subjective perception about psychological and physical health of shift work nurses was significantly neg-

ative as compared to that of non-shift work nurses. Shift work nurses complained of more shift work related social dysfunction 

and limited social activity. Shift work nurses were also suffering from significant sleep difficulties as compared to non-shift work 

nurses.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shift work can exert a negative impact 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health of nurses as it 
can cause disturbances of the normal circadian rhythms of the psychophysiological functions, beginning with the sleep-wake 

cycle. Shift work can also cause difficulties in maintaining the usual relationships both at family and social levels. These results 

may suggest that we need appropriate coping strategies to overcome adverse effects of shift work. Sleep Medicine and 
Psychophysiology 1999；；；；6((((1))))：：：：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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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근무시간의 변경(shift work)이란 전통적인 정규 근무시간

으로 알려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까지의 하루 8시간의 근

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무함을 말하는 것으로, 주 근무시

간이 이른 아침, 늦은 오후, 또는 밤일 수 있다. 현대 사회에

서 전문직과 서비스직이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야간 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 유럽의 경

우 전체 근로자의 17.6%가 근무시간의 최소 25%를 야간 근

무에 종사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근로자의 15∼20%, 개발도

상국의 경우 15∼30%가 교대근무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1,2). 

우리 나라 인구 중 교대 근무 종사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우리 나라도 급격한 생활양식의 변화와 산업화의 결

과로 교대근무 종사자의 수가 상당수에 이르리라 추정되며 앞

으로 더욱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교대근

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고려가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교대근무, 특히 야간 교대 근무자는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생

활리듬을 영위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신적, 신체적

인 고통을 겪는다. 즉 교대 근무자에서 가정 및 사회적인 문제

(3), 위장관계 장애(4,5), 심혈관계 장애(6), 피로감(7), 그리

고 높은 결근율(8)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교대근무로 인해 발

생하는 수면습관의 변화는 일주기리듬에 장애를 초래하여 만

성적인 수면부족과 불면증을 초래하고(9,10), 이로 인해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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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중의 기민성의 저하와 졸림기의 증가로 사고발생의 위

험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이외에도 교대근무로 인

한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 정신과적 장애들이 유발될 수 있는

데, 적응장애, 정동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포함하는 불

안장애, 신체화장애 및 정신신체장애, 기존의 정신장애의 악

화와 물질남용 등 그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1). 

본 연구의 목적은 교대근무의 대표적인 직종인 간호사를 대

상으로 교대근무에 따르는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문제와 

이들의 기여인자로 작용할 수 있는 수면관련 요인들을 조사함

으로써 교대 근무자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필요성을 제기하

고 치료적 접근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순환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부산시 소재 일 대학병원 간호

사들 중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

한 교대근무 간호사 192명에게 설문지 조사를 시행하여 성

실하게 응답한 179명을 연구 대상군으로 하였다. 한편 정규

적인 주간 외래근무만 하는, 부산지역 네 곳의 대학병원의 외

래 간호사 150명에게 설문지 조사를 하여 이 중 성실하게 응

답한 120명을 대조군으로 하였다. 

대상군 및 대조군 모두에서 연구에 포함된 간호사의 직위

는 일반 간호사 및 간호 조무사로 한정하였고, 심각한 신체질

환이나 정신질환이 있어서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

인이 있는 자와 설문지 문항의 10%(6개 항목) 이상을 누락

한 경우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교대근무 간호사인 경우, 교대근무의 주기는 각 부서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주간, 저녁, 야간근무 순으로 순환

하면서 각각 2∼3일부터 길게는 4∼5일까지 하며 각 근무시

간 변경 때마다 1∼3일 간의 비번이 있었다. 각 교대근무시

간은 주간근무는 오전 7：00∼오후 3：30, 저녁근무는 오후 

3：00∼저녁 10：00, 야간근무는 저녁 10：00∼다음날 오전 

7：00까지이고, 근무교대시 약 30분 정도의 인수인계 시간이 

있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저자들이 고안한 설문지를 이용하

였다. 조사기간은 1998년 1월부터 2월까지였다. 전체 대상군 

및 대조군에게 설문지 조사를 하기 전, 일부 교대근무 간호사

들을 대상으로 하여 예비 설문지 조사를 시행하였고, 이후 설

문지 내용을 보완, 수정하여 연구에 이용하였다. 

설문지의 항목은 연구 참여 동의서와 함께 인구통계학적 

자료를 포함한 5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기에는 

16개 문항의 0∼10 cm 범위로 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그

리고 수면과 관련된 자기 보고형 시각 유추 척도(visual an-

alogue scale, 이하 VAS)와, 근무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

관적인 자기보고형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3. 통계처리 

SAS 6.12판을 이용하여 표준적인 방법으로 평균과 표준편

차를 구하였다. 교대 근무자와 비교대 근무자 간의 인구통계학

적 요인 및 VAS 비교는 t-test로 검증하였고, 근무시간과 

관련되어 느끼는 불편과 비번인 날에 선호하는 활동, 수면장애 

기여요인 및 수면전략 등의 비교는 비율 검증하였다. 교대

근무에 따른 실수 횟수 및 수면 시간의 비교는 t-test로 검증

하였다. 

 

연 구 결 과 
 

1. 인구학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모든 간호사는 여성이며 부서별 분포는 내

과계, 외과계, 그리고 중환자실 등의 특수계 병동별로 각각 

60명, 67명, 52명이었다. 교대근무인 경우 대부분이 일반 간

호사(N＝174, 97.2%)이었던 반면에 비교대 근무 간호사는 

간호조무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N＝53, 44.2%). 

인구통계학적 요인의 비교 결과(표 1), 교대근무 간호사는 

비교대 근무 간호사에 비하여 평균연령이 더 낮았고(p<0. 

001), 미혼이 더 많았으며(p<0.001), 교육수준은 더 높았다

(p＝0.001). 총 근무경력은 비교대 간호사가 더 많았으나(p<. 

001) 현 근무시간으로 근무한 기간은 교대 간호사가 더 길

Table 1. Comparison of demographic variables between shift-work and non-shift work nurses 

Shift(N＝179) Non-shift(N＝120)  

Mean±SD(range) Mean±SD(range) 
t p 

Age(yr) 25.1±3.0(18-34) 29.5±5.2(20-40) 8.29 0.000** 
Marital status(single, %) 150(83.8%) 54(45.0%) -7.06 0.000** 
Education(yr) 15.2±0.7(12-16) 14.2±1.6(12-18) -6.93 0.001** 
Total working period(yr)  3.6±2.8(0.3-12.5)  8.6±4.6(1.8-23.8) 10.59 0.000** 
Working period on current duty(yr)  4.3±4.2(0.2-12.5)  3.2±2.6(0.1-21.7) 2.3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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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p<0.05). 

 

2. 정신신체사회적 측면 및 수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응답자 자신이 정신, 신체, 사회 및 수면분야에 대하여 주

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인식에 관하여 각각 4개씩의 총 16개 

문항의 자기 보고형 시각 유추 척도(VAS)를 이용한 주관적 

평가를 시행하였다. 

정신건강에 대한 항목에서 교대 근무자들은 유의하게 정신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았고(p＝0.001), 근무시간이 정

신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p<0. 

001), 더 우울하고(p<0.001), 더 불안하고 안절부절 하다고 

호소하고 있었다(p<0.005). 

신체건강에 대한 항목에서 교대 근무자들은 신체건강에 대

한 만족도가 더 낮았고(p<0.001), 업무와 관련된 신체적인 

고통이 더 많았고(p<0.001), 신체적인 불편으로 일상적인 업

무를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p<0.001), 신체적인 통증을 

경험하는 경우도 더 많았다(p<0.001). 

사회생활에 대한 항목에서 교대근무 간호사들은 비교대 근

무 간호사들에 비하여 유의하게 현 근무 시간대에 대한 만족

도가 더 낮았고(p<0.001), 근무시간과 관련되는 사회활동에

서의 불편이 더 많았으며(p<0.001), 사회활동의 제한과 수

면장애로 인한 사회적 비기능이 더 많다고 호소하고 있었다

(p<0.001). 

수면에 대한 항목에서 교대 근무자들은 수면과 관련되는 

불편이 더 많았고(p<0.001), 평소에 잠을 잘 자야한다는 압

박감을 더 많이 받고 있었으며(p<0.001), 잠에 대한 걱정이 

더 많았고(p<0.001), 업무시간 중에 더 졸립다고 호소하였다

(p<0.001)(표 2). 또한 교대근무자인 경우 74.9%에서 지

난 한달 동안 근무시간 중에 졸아서 평균 1.71회의 실수를 

한 적이 있었다고 보고한 반면에 비교대 근무자는 50.5%에

서 졸음에 의한 실수가 있었다고 하였고 횟수도 평균 1.13회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본인이 원하는 근무시간에 대하여 교대근무 간호사는 68. 

9%가 정규 주간근무를 희망하였고, 13.6%만이 현 근무시간

의 유지를 원하였던 반면, 비교대 근무 간호사의 대부분(89. 

8%)은 현 근무시간의 유지를 희망하였다. 

 

3. 근무시간과 관련되어 느끼는 불편 

현재의 근무시간과 관련되어 느끼는 불편으로 교대근무 간

호사들은 수면장애(18.3%), 여가시간의 제한(18.0%), 사회

활동의 제한(15.8%), 가족관계의 장애(14.0%) 순으로 호소

하였다. 반면에 비교대 근무 간호사들은 여가시간의 제한(16. 

7%), 수면장애(11.7%), 가족관계의 장애(11.6%), 사회활

동의 제한(11.5%) 순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다(그림 1). 

Table 2. Subjective perception of health and sleep in shift work and non-shift work nurses 

Shift(N＝179) Non-shift(N＝120)  

Mean±SD Mean±SD 
t p 

1) Subjective perception on psychological health     
(1) satisfying with psychological health 5.7±2.4 6.8±2.5 3.44 0.001** 
(2) adverse effect of working schedule on psychological well-being 5.5±2.1 3.2±2.8 -8.17 0.000** 
(3) depressed mood 4.8±2.3 3.6±2.6 -3.99 0.000** 
(4) anxiety and restlessness 4.1±2.4 3.3±2.6 -3.00 0.003** 

2) Subjective perception on physical health     
(1) satisfying with physical health 5.2±2.0 6.7±2.3 6.26 0.000** 
(2) work related physical distress 5.4±2.2 2.7±2.6 -9.44 0.000** 
(3) discontinuing usual work due to physical discomfort 3.2±3.0 1.6±2.4 -5.14 0.000** 
(4) experiencing somatic pain 4.4±2.8 2.8±2.7 -4.85 0.000** 

3) Subjective perception on social life     
(1) satisfying with present working schedule 4.5±2.0 8.0±1.9 14.92 0.000** 
(2) working schedule-related discomfort in social life 6.7±2.1 3.8±2.8 -9.66 0.000** 
(3) limited social activity 5.0±2.7 2.5±2.7 -.80 0.000** 
(4) social dysfunction induced by sleep disturbance 5.0±2.4 2.5±2.5 -8.54 0.000** 

4) Subjective perception on sleep     
(1) sleep related suffering 6.2±2.6 4.1±3.1 -6.10 0.000** 
(2) pressure for sleep 6.3±2.7 4.7±3.1 -4.98 0.000** 
(3) worrying about sleep 4.8±2.8 2.9±2.6 -5.91 0.000** 
(4) sleepiness during working hour 4.7±2.2 3.1±2.2 -6.08 0.000** 

Mean±SD indicates a score calculated by the 10cm visual analogue scale(Min＝0, Max＝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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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중 수면장애와 사회활동의 제한 호소는 교대근무 

간호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가사와 어린이 양육의 어려움 

호소는 비교대 근무 간호사들이 유의하게 더 많았다(p<0.01) 

(그림 1). 

교대근무 간호사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근무시간은 가중치 

계산을 하였을 때 야간(47.6%), 주간(29.9%), 저녁(22.5%)

의 순이었다(Z＝3.77, p＝0.000). 

 

4. 비번인 날에 선호하는 활동 

비번인 날의 활동에 대한 중복 응답 결과 교대근무 간호사

들은 모자란 수면을 보충(66.3%), 친구를 만남(56.2%), 휴

식(38.8%), 가사활동(29.2%), 쇼핑(24.2%), 여가선용(19. 

7%), 자녀 돌보기(6.7%) 등을 하고 있었다. 교대 근무 간호

사의 경우 모자란 수면의 보충과 친구교제가 비교대 근무 간

호사에 비하여 유의하게 많았고(p<0.01), 가사활동은 비교대 

근무 간호사에게 유의하게 더 많았다(p<0.05). 

 

5. 수면장애 기여요인 및 수면전략 

교대근무 간호사들은 기상시간에 대한 압박감(80.2%), 불

규칙한 수면시간(77.4%), 침실의 소음(27.7%), 침실의 밝기

(23.2%) 등을 수면장애 기여요인으로 꼽고 있었고, 이상의 

요인들은 비교대 근무 간호사들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01)(그림 2). 

잠을 이루기 위하여 교대근무 간호사들이 동원하는 방법으

로는 소음차단(76.4%), 온도조절(69.1%), 빛 차단(69.1%), 

이완요법(41.0%), 잠을 이루려고 노력함(38.2%) 등이었는

데, 잠을 자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하는 경우(2. 

8%)나 술을 마시는 경우(2.2%)도 있었다. 

 

6. 수면시간의 비교 

평균 수면시간은 근무시간에 따라 달랐다. 즉 교대근무 간

호사는 주간 근무인 경우 평균 6.03시간, 저녁 근무인 경우 

평균 8.42시간, 야간 근무인 경우 6.87시간이었고, 비교대 

근무 간호사는 평균 6.57시간이었다. 원하는 수면시간은 교

대근무 간호사인 경우 평균 7.74시간이었고 비교대 근무 간

호사는 평균 7.48시간으로 교대근무 간호사의 그것이 더 길

었다(p<0.05). 

 

고     찰 
 

모든 생명체에는 생물학적인 리듬이 있으며, 인체의 수많은 

생물학적 변인들이 정상적인 조건밑에서는 24시간 주기의 

리듬을 보인다. 즉 체온, 수면-각성 주기, 심혈관계의 매개변

수, 정신운동 활동, 내분비 및 대사, 그리고 우울과 불안 같

은 심리적인 변인들이 모두 일정한 리듬에 따라 서로 조화를 

이룬다. 그러나 산업화의 과정에서 부산물로 파생되는 교대 

근무는 수십년간 유지되어 오던 그 개인의 리듬에 부조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초래하리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는 교대 근무를 하는 대표적인 전문직종인 

간호사에서 정신 및 신체적인 건강, 사회기능 그리고 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 본 연구를 통해서도 확

인된다. 

본 연구결과는 교대 근무자들이 비교대 근무자들에 비하여 

우울과 불안 등의 정신적 고통을 더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교대 근무자들은 자신들의 근무시간이 정신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교대근무로 인

Fig. 1. The sufferings associated current working-schedule
in shift working and non-shift working nurses. Items, 1: sleep
disturbance, 2: restriction of leisure, 3: restriction of social life,
4: worsening of intrafamilial relationship, 5: restriction of phy-
sical exercise, 6: eating problem, 7: housekeeping, 8: looking
after a child.*: p<0.01. 

Fig. 2. The contributing factors for sleep disturbance in shift
working and non-shift working nurses. Items, 1: pressure for
getting up, 2: irregular sleeping time, 3: noise in bedroom,
4: brightness in bedroom, 5: worrying about, 6: physical dis-
comfort, 7: housekeeping, 8: looking after a child.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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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만성적인 불안이나 우울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

전의 연구들의 결과를 확인하여 준다(1,8,10). Folkard(12)

는 교대 근무자들에서 정신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 개념적 모

델을 정립하였다. 그에 의하면 교대 근무자에서 각 개인 및 

환경의 차이가 생물학적 리듬, 수면, 가족 및 사회생활 등에 

혼란을 초래하여 기분과 업무수행에 급성효과를 유발하는데, 

이 때 대응전략이 원만하지 않으면 정신건강에 만성적인 부

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교대 근무자들이 비교대 근무자들에 비하여 

유의하게 신체적인 고통이 많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교대

근무로 인해 위장관계 장애와 심혈관계 장애 등의 건강상의 

문제가 많다는 연구들과 일치한다(4-10). 교대근무로 인한 

위장관계 장애를 보면 교대 근무자는 20∼75%에서 식욕부

진, 불규칙한 장운동, 변비, 소화불량, 속쓰림, 더부룩함, 복

통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로 인해 만성위염, 위

십이지장염, 위궤양, 장염 등이 초래된다(8). 교대근무자의 

위장관계 장애 기전에서 Vener등(4)은 교대근무로 인해 식

사시간과 위산분비, 효소 활성, 장운동 등의 위장관 기능의 

일주기 리듬의 부조화가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고, 

Scott와 LaDou(5)는 교대근무자의 식습관의 변화, 일주기 

리듬의 분열, 그리고 스트레스가 위장관 장애의 이유가 된다

고 하여 야간 교대 근무자들이 식욕저하와 자신들의 식습관

에 불만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Novak과 Auvil-

Novak(9)은 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중환자실 간호사에 대

한 연구에서, 약 반수에서 야간근무 동안 평소 식사량보다 

1/2 정도를 섭취하지만, 졸음을 줄이기 위해 소량의 간식이나 

가벼운 식사를 자주 하는 불편감 호소가 많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교대근무 간호사들이 식사 패턴의 변화가 

많았는데, 불규칙한 식사 시간(92.9%), 식사횟수의 변화(61. 

8%), 식사량의 변화(22.9%), 음식 종류의 변화(11.8%) 등

을 호소하였고, 특히 야간근무 동안 식사습관의 변화가 많다

고 보고하였다. 즉 소화가 안되거나 졸릴 것을 우려하기 때문

에 평소보다 적게 먹게 되거나(62.8%), 오히려 더 많이 먹게 

되고(25.0%), 또는 자주 먹게 되는(14.0%) 등의 변화를 보

고하여 교대근무가 식사습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야간 교대 근무자에서 신체질환, 의욕저하, 만성 피로

감 등으로 인해 피로 누적율이 주간 근무자들에 비해 높은 것

으로 알려져 있는데(7,10), 본 연구에서도 교대근무 간호사

들(87.0%)이 비교대 근무 간호사들(70.4%)에 비하여 주관

적인 피로감 호소가 유의하게 많았다. 

순환교대 근무자의 사회생활의 단점으로 주간 근무시 레저

활동에 제한이 있고, 저녁 근무시 저녁시간에 해야 할 가족

관계 및 사회생활에 제한이 있으며 야간 근무시 수면시간의 

감소와 생리적 불균형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또

한 정상적인 수면, 일, 여가의 배열 순서가 교대근무자인 경

우, 특히 저녁 및 야간 근무시 수면, 여가, 일로 바뀌어 사회생

활에 지장을 주게 된다(3). 뿐만 아니라 야간 교대근무는 결

혼관계와 자녀양육, 사회접촉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가족에 

대한 의무가 취약해지고(8), 사회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1). 

특히 교대 근무자가 기혼 여성인 경우 직업과 가사활동의 이

중고가 예상되므로 교대근무에 의한 고통이 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교대 근무자들은 근무시간과 관련되어 사회활

동에서 불편과 장애가 많음을 호소하고 있었다. 가사와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비교대 근무 간호사들의 불편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이는 비교대 근무자들이 기혼자가 더 많았기 때문

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외의 전반적인 사회생활에서 교대근

무 간호사들의 주관적인 고통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는 예측된 결과로서 직업, 가정, 그리고 사회활동에서의 장애

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대 근무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

위의 이해와 도움이 필요하다. 

교대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수면습관의 변화는 일주기리듬

에 장애를 초래하여 만성적인 수면부족과 불면증을 초래하고

(8-10), 이로 인해 근무시간 중의 기민성의 저하와 졸림기

의 증가로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1,11,13). 

특히 교대 근무자는 야간 교대근무 후 낮 동안의 수면이 힘들

고(9), 짧은 수면시간에 의한 수면 부족 때문에 일부는 오후

에도 졸음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 

본 연구에서 야간 교대근무 간호사의 평균 수면시간(6.87

시간)이 비교대 근무 간호사(6.57시간)에 비해 다소 길게 나

타나, 야간 근무자들이 주간 근무자에 비해 일주일 동안 5∼

7시간 정도 적은 수면을 취한다는 다른 연구(15)와는 차이

가 있었다. 그러나 수면은 양적인 면보다 질적인 면이 더 중

요하며, 생체리듬에 역행하여 낮 동안에 취하는 수면의 질은 

야간수면의 그것에 비하여 나쁘기 때문에 야간 근무자들이 

상대적으로 수면박탈을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비

번인 날의 선호하는 활동에 대한 비교에서 교대 근무자들의 

가장 많은 수에서 모자란 수면을 보충한다는 응답 등에서 교

대근무 간호사들이 수면부족을 경험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김원길 등(16)은 순환교대 근무제로 일하는 정신과 간호사

를 대상으로 한 수면양상의 연구에서 야간 교대근무 후의 

수면 시간이 주간이나 저녁 교대근무 후 보다 짧다고 보고하

였는데, 본 연구에서 교대근무에 따르는 수면시간의 길이는 

저녁, 야간, 주간 근무의 순서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저녁 

교대 근무시 평균 수면시간이 원하는 수면시간보다 길었던 

이유는, 저녁 근무 후 다음 날 오전까지 충분한 수면을 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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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고, 주간 근무시의 

수면시간이 가장 짧은 이유는 다음날 근무를 위하여 새벽에 

일어나야 한다는 기상시간에 대한 압박감으로 숙면을 취하기

가 어렵고, 대상군의 연령을 참고할 때 수면시간의 위상전진

이(즉,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기 위하여 일찍 잠을 잔다) 어

렵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많은 간호사들이 수면장애의 요인

으로 기상시간에 대한 압박감을 첫째로 든 점도 이러한 추정

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수면

시간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므로 생체리듬에 역행하여 잠을 

자야하는 야간근무후의 수면이 가장 많이 장애받는다고 예상

할 수 있다. 이는 교대근무자의 약 반수에서 야간근무가 가장 

힘들다는 보고와도 관련이 된다. 

교대 근무자들이 수면장애로 고통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은 

타 연구에서도 잘 인식되고 있다(9,10,13,14). 본 연구에서

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교대 근무자들이 보고하듯이 수면

장애가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장애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면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이 필요하

다. 교대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수면생리에 대한 내용을 통하

여 올바른 수면습관을 갖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

의할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 교

대근무자의 38.2%가 잠을 자려고 노력한다고 하였고, 2.8%

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고, 2.2%가 잠을 자기 위하여 술을 

마신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야간 교대근무 간호사의 5.5%가 

수면장애, 심리장애, 피로감 등의 이유로 수면제나 진정제를 

사용했다는 Niedhammer등(17)의 연구를 일부 확인하게 되

어 향후 교대 근무자들의 올바른 수면전략의 중요성을 뒷받

침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교대 근무자들이 정신, 신체, 사회

적 측면 및 수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서 4개 분야 모두에

서 비교대 근무자들이 유의하게 더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

었다. 이러한 고통은 교대근무와 관련된다고 생각되며 이는 교

대근무자의 86.4%가 자신의 근무시간대를 바꾸고 싶다는 점

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교대 근무자들이 호소하는 고통은 곧 업무와 연결되기 때

문에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특히 교대근무자의 74.9%는 업

무시간 중에 졸음으로 인해 지난 한달 동안 평균 1.71회의 실

수를 보고하고 있었다. 외국의 경우 특히 야간근무자가 귀가하

는 도중 졸음으로 인한 운전사고가 약 1년 동안에 20%이상 

있었음을 보고한 연구가 있다(18). 즉 교대근무로 인한 기민

성의 저하와 졸음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특히 간호사란 전문직종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 

 

 

요     약 
 

목   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들의 심인적, 신체적 그리

고 사회적 적응에 대한 교대근무의 영향을 조사하는데 있다. 

방  법： 299명(교대근무 179, 비교대근무 120)의 간호

사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알맞게 고안된 56항의 설문

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결  과： 교대근무는 간호사들의 심인적, 신체적, 사회적 

그리고 수면관련 요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교대

근무 간호사들의 심인적,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비교대 근무자들에 비하여 유의하게 부정적이었다. 교대근

무 간호사들은 비교대근무 간호사들에 비하여 교대근무와 관

련된 사회생활의 장애 및 사회활동의 제한을 호소하고 있었고, 

수면과 관련된 장애들을 유의하게 더 많이 호소하고 있었다. 

결  론： 본 연구결과는 교대근무가 정신생리적 기능의 일

주기 리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교대근무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뒷받침

한다. 또한 교대 근무자들은 가족 및 일반적인 사회관계에서 

여러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은 교대근무

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전략이 필요함을 시

사한다. 
 

중심 단어：교대근무·간호사·정신신체사회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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