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우리나라는 교대근무에 대해 법적으로 정의도 내리

고 있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한 근무에서 다른 근무로 

업무가 인계될 수 있는 업무 활동이나, 24시간 주기에

서 다른 시간대에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1]. 자본주의 

시장에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서 노동 지향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국민 생활의 편의

를 위한 공공사업이 증가하고 노동시간이 1일 24시간

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인 노동서비스 제공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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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주간근무 및 교대근무 여성 근로자의 일반적 요인 및 여성건강관련 요인들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제7기 2차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였으

며 설문 조사에 참여한 조사자는 모두 10,430명이었다. 그 중 1,995명 근로자의 건강관련 변수와 건강관련 삶의 

질 차이를 분석하였다. 여성 근로자의 연령, 결혼여부, 교육수준, 종사상지위, 출산경험은 주간근무 근로자와 교대

근무 근로자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반면 소득이나 주관적 건강인식, 스트레스 인지, 우울경험, 초경연령, 

폐경연령, 수유기간과 건강관련 삶의 질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교대근무는 산업의 발전과 탄력 근로

제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대근무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인 관심과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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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compare general and female health-related factor between day-work 

and shift-work worker. It is based on the data of the Korea National Health&Nutrition Examination 

Survey(KNHANES) 2nd year on 7th period. The number of participants was 10,430. Out of the 

participants, 1,995 workers’ dara was analyzed. The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occupational 

status and childbirth experience of female workers indicat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day and 

shift work. By contrast,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did not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s these 

factors; income, subjective health cognition, stress perception, depression experience, menarcheal age, 

menopausal age and breastfeeding period. The shift work is inevitably implemented as an industrial 

development and flexible work hours. Therefore, social and national attention and measures as well 

as those of individual workers are required to reduce the side effects from shif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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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교대근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2]. 교대근무는 작

업의 연속성을 가져오며,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 창출

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신체 및 일상생활

의 리듬을 파괴하여 여러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를 

일으킨다[3]. 교대근무는 식습관과 운동을 비롯한 생활

양식에 영향을 미치며[4],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인해 

위장장애, 심혈관계 질환, 대사증후군과 같은 건강문제

를 가져온다[4,5]. 또한, 불안과 우울 같은 정신건강 문

제[6]와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끼친다[7].

여성은 자신의 직업을 통해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

시키고 경제적으로도 독립된 생활을 추구한다. 그러나 

경제활동 외에도 가사노동, 출산, 육아 등 여성으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8]. 특히 교대근무를 하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주간근로자보다 수면시간은 짧고 

가사에 쏟는 시간이 더욱 길어져 수면 부족과 가사 부

담으로 건강과 일 가정 양립에 이중고가 예상된다. 교

대근무를 하는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

[9] 참여자는 ‘힘들게 일하고 퇴근 후 다시 집에 출근하

여 양육과 돌봄에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본인 몸이 

으스러지는데도 제대로 쉴 수조차 없다.’라고 하면서 감

당하기 힘들 정도로 우울로 다가온다고 표현하였다. 이

렇게 가정에서 충분히 재충전하지 못한 근로자가 현장

에서 지속해서 근로하게 되면 업무의 오류, 수행능력의 

감퇴, 정신력 저하뿐만 아니라[10], 생산성 저하, 비효

율적 업무 결과를 초래하여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11], 여성 근로자의 건강문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

요가 있다.

교대근무는 산업의 변화로 인해 피할 수 없는 근무 

조건이라고 하나,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신체적, 정신

적, 사회적 문제에 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복지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연구와 중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근로자

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는 단일사업장[12], 간호사

[13], 경찰[14] 등 측정 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행되

었다. 전체 근로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15]는 근로

자의 정규직 여부에 관하여 분석한 연구만을 찾아볼 수 

있었으며, 본 연구는 그중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

였다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국가의 건강증진 정책

의 하나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인 제7기 2

차년도(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여

성 근로자의 근무 형태에 따라 건강 관련 변수들과의 

관계 및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여성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여성 근로자의 건강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주간 및 교대근무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차이를 파

악한다.

주간 및 교대근무 근로자의 건강관련 특성 차이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성 주간근무 및 교대근무 근로자의 일

반적 특성 및 건강관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원시 자료를 이용한 제7기 2차년도 국

민건강 영양조사(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국민건강증진법 제 16조에 근거한 

법정조사이다. 표본은 계통 추출의 방법으로 국민건강 

영양조사의 각 표본 조사구로부터 최종 조사 대상 가구

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 영양조사 홈페이지

에서 원시 자료 요청서 및 이용 계획 요약서를 제출한 

후 국민건강 영양조사 원시 자료의 승인을 받은 후 사

용하였다. 만 1세 이상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제7기 2차년도의 원시 자료를 이용하였다. 국

민건강 영양조사 제7기 2차 년도 건강검진 및 설문조

사에 참여한 피조사자는 모두 10,430명이었으며, 그 

중 여성근로자 1,995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2.3.1 소득수준

본 연구에서 소득수준은 ‘소득, 부동산, 이자, 임금, 

친척이나 자녀들의 용돈, 정부 보조금을 포함한 모든 

수입을 합쳐 최근 1년 동안 가구의 총소득은 대략 얼마

입니까? 만일 연간 소득을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 월평

균 액수를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응답에 가구 균등화 

소득에 따라 성·나이별 5개 군으로 등분하기 위해 5분

위수로 조정한 값을 사용하여 하, 중하, 중, 중상, 상으

로 5개 범주로 구분하여 측정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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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교육수준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 중졸, 고

졸, 대졸 이상’의 네 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최종 학력 

여부를 묻는 말에 대상자가 응답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2.2.3 여성건강 변수

본 연구에서 여성건강 관련 변수로 초경 나이와 폐

경연령, 수유 기간에 대해 대상자가 정량적으로 응답한 

연속형 변수를 분석하여 비교하였으며, 출산경험은 “출

산경험이 있으십니까?”에 대한 여부를 범주로 구분하여 

측정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2.3.4 우울 증상 경험

본 연구에서 우울 증상 경험은 ‘최근 1년 동안 연속

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

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로 범주화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2.3.5 주관적 건강 인식

본 연구에서 주관적 건강 인식은 평소에 본인의 건

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의 다섯 개 범주로 응답한 것을 사용하였다.

2.3.6 건강 관련 삶의 질

건강 관련 삶의 질이란 건강과 관련된 신체적, 역할

기능, 사회적, 정신건강 및 건강에 대한 지각을 포함하

는 개념으로 전반적 삶에 대한 안녕감이다[20]. 본 연구

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EQ-5D (European 

Quality of Life-5 Dimensions) 측정 결과를 이용하

였다. 해당 도구는 EuroQoL group이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 상태를 가치화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이다. 세

부 항목으로는 운동능력, 통증/불편감, 불안/우울, 자기

관리, 일상활동의 5개로 ‘지장 없음, 다소 지장 있음, 매

우 심함’의 세 가지 수준으로 평가하게 되어있다. 건강 

관련 삶의 질은 한국인 질 가중치 모형 연구[16]를 반

영하여 산출된 지표이다.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IBM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여성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과 여성건강변수들은 χ
2-test와, t-test를 이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여성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여성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Female Workers

Variables Categories

Day work

(n=1,660)

Shift work
(n=335)

χ2/t p
N/Mean
(%/SD)

N/Mean
(%/SD)

Income Level

Low 186(11.2%) 24(7.2%)

5.56 .210

Low-intermediate 296(17.8%) 67(20.0%)

intermediate 376(22.7%) 77(23.0%)

Upper-intermediate 390(23.5%) 87(26.0%)

High 411(24.8%) 80(23.9%)

Age

20> 24(1.4%) 29(8.7%)

81.32 <.001

20-29 225(13.6%) 65(19.4%)

30-39 278(16.7%) 47(14.0%)

40-49 348(21.0%) 77(23.0%)

50-59 374(22.5%) 68(20.3%)

60-69 271(16.3%) 42(12.5%)

70≤ 140(8.4%) 7(2.1%)

Marriage status
Married 1,357(81.7%) 218(65.1%)

46.62 <.001
Single 303(18.3%) 117(34.9%)

Education

≤Elementary school 331(19.9%) 44(13.1%)

14.68 .002
Middle school 167(10.1%) 35(10.4%)

High school 503(30.3%) 132(39.4%)

≥University 659(39.7%) 124(37.0%)

Occupational Status

Full time Job 706(66.5%) 79(44.1%)

23.75 <.001Temporary Job 279(26.3%) 90(50.3%)

Day Job 77(7.3%) 10(5.6%)

Work Time 37.0(16.7) 31.0(19.5) 5.80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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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중 소득은 주간 근로와 

야간 근로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χ
2=5.56, p=.210). 그러나 주간근무의 경우 소득 ‘상’의 

비율이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대근무의 경

우, ‘중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6.0%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연령의 경우 주간근무와 교대근무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χ2=81.32, p<.001). 주간근무의 경

우 50대까지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비율도 점차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60대와 70대 이상의 비

율 역시 16.3%, 8.4%로 교대근무에 비에 높게 나타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교대근무의 경우 20대 

미만의 비율도 8.7%로 높게 나타났으며, 40대가 

2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결혼상태는 주간근무와 교대근무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46.62, 

p<.001) 주간근무 여성 근로자의 경우 81.7%가 기혼이

였으며, 교대근무 여성 근로자 중 65.1%만이 기혼으로 

확인되었다.

교육수준은 주간근무와 교대근무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4.68, p=. 

002). 주간근무자의 경우 대졸 이상이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대 근무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37.0%로 가장 주간근무 여성 근로자의 경우 96.6%가 

출산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교대근무의 경우 

출산경험이 없는 여성 근로자는 주간근무 여성의 두 배

인 7.6%로 확인되었다.

여성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는 주간근무와 교대근무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χ2=23.75, p<.001). 주간근무의 경우 상용직이 66.5%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대근무의 경우 44.1%로 나

타났다. 그에 비에 교대근무 여성 근로자의 임시직의 

경우 50.3%로 주간근무의 임시직 비율의 약 두 배 정

도로 확인되었다.

근무시간은 주간근무와 교대근무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5.80, p<.001).

3.2 여성 근로자의 여성건강 관련 특성

여성 근로자의 여성건강 관련 특성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Women's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 of Female Workers

Variables Categories

Day work

(n=1,660)

Shift work
(n=335)

χ2/t p

N/Mean
(%/SD)

N/Mean
(%/SD)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Very Healthy 51(3.1%) 16(4.8%)

4.63 .327

Healthy 377(22.7%) 72(21.5%)

Moderate 931(56.1%) 193(57.6%)

Unhealthy 248(14.9%) 48(14.3%)

Very Unhealthy 53(3.2%) 6(1.8%)

Normal Stress Perception

Feel a Great Deal 84(5.1%) 22(6.6%)

3.18 .528
Feel a Lot 439(26.4%) 83(24.8%)

Feel Slight 932(56.1%) 196(58.5%)

Feel very Little 203(12.2%) 34(10.1%)

Depress Experience
No 226(13.6%) 44(13.1%)

.463 .793.
Yes 1,432(86.3%) 291(86.9%)

Birth Experience
Yes 1,289(96.6%) 206(92.4%)

9.03 .003
No 45(3.4%) 17(7.6%)

Menarcheal Age 13.8(2.0) 13.5(2.0) 1.71 .086

Menopausal Age 48.9(5.1) 49.3(4.9) -.675 .500

Breastfeeding Duration(Month) 27.2(28.8) 23.2(24.2) 1.76 .080

EQ-5D 0.95(.09) 0.96(.09) -1.59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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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의 여성건강 관련 변수 중 주관적 건강 

인식은 주간근무와 교대근무 간에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χ2=4.63, p=.327). 

평소 스트레스 인지 정도와 우울 경험도 두 집단 간

에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χ2=3.18, p=. 528)(χ2=.463, 

p=.793). 

출산경험은 주간근무와 교대근무 집단 사이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χ
2=9.03, p=.003). 

주간근무자의 출산경험이 96.6%로 교대 근무자의 

출산경험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경연령과 폐경연령, 수유기간, 건강관련 삶의 질

은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t=1.71, p=.086)(t=-675, p=.500)(t=1.76, p=.080) 

(t=-1.59, p=.113).

4. 논의

최근 산업화 및 환경의 변화로 인해 여러 직종에서 

교대근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뢰성이 

검증된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여성 근로

자의 근무특성 및 건강 관련 특성과 여성건강특성의 차

이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결과 여성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에서는 근무 

형태에 따라 학력, 결혼 여부, 종사상 지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근무 형태에 따른 일반적 특성 중 연령과 학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연령은 20세 미만, 20대 그룹에서 특히 교대 근무

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학력은 고졸 그룹에서 높게 나

타났다. 이는 제조업 사업장 교대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17]와 근무 형태에 따른 건강행태를 비교한

[18]의 연구,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한 국내 선

행연구[19]와도 같은 맥락으로 나타났다. 교대 근무자

들에게 제공되는 대부분의 일자리가 비정규직으로, 교

대근무로 운영되는 생산직 및 제조업이 많다고 보여진

다. 교대근무의 근로 형태가 임시직이 50%로 비정규직

에 불안정하다 보니 기혼보다는 미혼여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주관적 건강상태에서는 주간근무자와 교대 근무자 

간에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건강영

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만 4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

으로 조사한 Park[5], Kim[18]의 연구결과와 같은 결

과를 보인다. 그러나 여성 근로자는 대부분 경제활동 

외에도 가사노동, 출산, 육아 등 여성으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8]. 가사 부담으로 건강과 일 가

정 양립에 이중고가 예상된다. 양육과 교대근무를 하는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9]에서 참가자들

은 교대근무와 가사, 양육을 병행하면서 오는 신체적 

피로에 대해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가족들을 챙기지 

못한 죄책감을 가지면서도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

해 본인의 잠을 줄여가며 살면서 자신의 몸이 다 녹아

버릴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며 육아와 일을 병행한다고 

토로하였다. 여성 근로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고, 경제활동 참여여성 중 가임기에 있는 여성 근로

자도 매년 증가한다. 여성근로자의 건강인식에 대해 상

반된 결과들이 보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

의 건강은 다음 세대 인구의 건강과도 직접 연관된 여

성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교대근무와 여성건강

에 대한 반복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 인지와 우울은 교대 근무자와 주간근무자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건강 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Kim[18]의 연구와 상반

된 결과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교대근무는 불규칙한 근

무 형태로 인해 교대근무 자체로 많은 스트레스를 일으

킨다.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위장관계 질환이나 심혈

관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교대근무

를 지속하는 경우 신체 증상뿐만 아니라 정신질환 발생

도 증가시키며, 기분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21]. 근로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은 스트레스로[18,22],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인

지 정도가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우

울 역시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사

료된다. 교대근무 여부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와 우울

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교

대시간, 작업환경 직무 등 여러 직업여건에 따라 다양

한 영향요인이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따라서 서로 다

른 요인들에 대한 연구와 접근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는 직장문화, 보상, 조직체

계, 관계 갈등 등의 요인들이 영향을 주며, 건강과 밀접

한 관련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23]. 

근무 형태에 따른 초경연령과 폐경연령, 수유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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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출산

경험은 근무 형태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Nurminem[24]은 교대근무와 모성 건강과의 관계를 

연구한 9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표준화되지 않은 작

업과 순환적으로 돌아가는 교대근무가 자연유산과 관

련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야간근무가 조산과 관련이 

있으며, 변형된 근로나 순환 근무는 태아의 성장 지연

과 관련 있다고 하였다. 밤 근무가 조산율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며[25] 교대근무가 저체중아 출산과 관

련성이 있으며[26], 교대 근무하는 경우 임신 중 합병증 

발생률이 유의하게 높아진다[27]. 

교대근무는 산업의 발전과 노동시간 유연책으로 불

가피하게 시행되고 있으나, 교대근무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개인은 물론 사회적, 국가적인 관

심과 대책이 요구된다. 양육과 교대근무를 하는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9]에서 참여자들은 교

대근무를 하면서 가사와 양육을 하기에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려는 배려와 정책이 부족하다는 호소를 하였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직장의 조직문화나 직장상사 때문에 괴로워하면

서 교대근무 근로자의 양육 상황을 고려해주기를 바라

는 갈증이 있었으나, 현재의 근로 상황에서는 근로자의 

양육 상황에 대한 배려가 없어 일과 양육에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

는 신뢰성이 높은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단면 조사연구이기 때문에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

서 추후에 교대근무로 인한 건강 영향을 밝히기 위한 

코호트 연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민건

강 영양조사 자료를 통한 근로행태 및 여성건강 관련 

특성에 대해 분석을 하였지만, 여성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지는 못하였다. 향후 교대근무가 건강 영

향에 미치는 다각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 교대근무를 하는 여성 근로자는 주간근

무자에 비해 나이, 교육수준, 결혼 여부, 고용형태, 근무

시간, 출산경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근로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고, 경제활동 참

여여성 중 가임기에 있는 여성 근로자도 매년 증가한

다. 이는 다음 세대 인구의 건강과도 직접 연관된 여성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교대근무와 여성건강에 

대해 더욱 심층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를 통해 교대근무 근로자의 출산과 관련된 여성건강 보

호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교대근무 

여성의 경우, 주간근무자에 비해 임시직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근로안정성을 위한 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변수인 우

울과, 스트레스는 주간근무자와 교대근무자 간의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반복 연구를 통해 변수

의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향후 연구에서는 

근무 형태와 관련한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여성건강 

관련 다양한 영향요인과 교대근무로 인한 장기적 영향

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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