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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sleep, job commitment, wellness, and identify contributing factors affecting on the wellness of night shift nurses in medium and small-sized hospitals. Methods: One hundred twenty four nurses who had working
experiences with night shifts for 6 months or more completed a pack of questionnaire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with Scheffe
tes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Factors including quality of sleep, job commitment, and wellness were identified. The quality of sleep
score of the subject was 7.55 (0-21), the job commitment was 20.17 (7-35), and the wellness was 2.93 (1-5). There was no significant in well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The subjects’ wellness ha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quality of sleep (r = -0.31, p < 0.001), an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job commitment (r = 0.45, p < 0.001).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wellness of night shift nurses
showed that job commitment w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p < 0.001), followed by quality of sleep (p = 0.049). In the regression analysis, quality of
sleep and job commitment were significant predictors and explained 21.9% (p < 0.001) of wellness. Conclusions: Results of this study have suggested
that job commitment and quality of sleep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nurses’ wellness in medium and small-sized hospitals. Therefore, there is a needed
to develop a program with an enhancement of job commitment and a strategy of improving quality of 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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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호사의 월평균 야간근무일수는 6.2일로 나타났고, 밤번 근무조의 평
균 근무시간은 9-11시간으로 낮번과 초번 근무조의 평균 근무시간이

연구의 필요성

8-9시간인 것에 비하여 밤번 근무 간호사들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24시간 지속적으로 환자 상태를 관찰해

는 것으로 나타났다[1]. 특히 중소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는 대형

야 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야간교대근무가 필수적인데, 야간교대근무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환경과 인력부족, 근무시간 초과, 낮

를 하는 형태나 조건은 병원의 규모와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다. 2016

은 임금 등과 같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2].

년 병원 간호사 근로조건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반병동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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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를 시행하는 근로자들은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를

간호사들은 국민의 보건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경험하게 되는데, 야간교대근무로 인한 암, 심뇌혈관질환, 주요 만성질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 악화는 업무능력 저하 및 생산성 감소로 인

환과의 관련성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3]. 프랑스에서

한 경제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17] 간호사의 건강상태는 간호업

수행된 대규모 역학조사연구에서 장기간 연속적인 야간 교대작업을

무 수행의 정확성 및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환자안전과

수행한 여성근로자의 유방암 발생률이 1.43배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직결되는 만큼 중요한 보건학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18].

나타났으며, 특히 첫 임신 이전에 야간 교대작업을 수행한 여성의 경우

우리나라의 3,205개의 병원 중 43개의 상급종합병원과 294개의 종

유방암 발생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 이러한 야간교대근무

합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모두 병원급으로 분류되는데[19], 이

의 위험성 때문에 덴마크에서는 20년 이상 야간근무를 한 간호사, 간

중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은 전체 병원의 85.5%를 차지하고 있다[20].

호조무사, 의사, 그 외 직업을 가진 근로자가 유방암을 진단받을 경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야간교대근무 간호사의 수면의 질에 관한 연구

직업병으로 승인하였다[5].

는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8,10,11]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야간교대근무 종사자들에게서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건강문제로

있으며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웰니스에 관한 연

수면장애를 들 수 있는데, 수면장애는 총 수면시간 부족, 수면의 질 저

구는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비중의 간호사

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국외의 연구에서는 야간교대근무 간호

가 중소병원에서 야간교대근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들의 59-76%가 수면의 질 저하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6,7],

의 수면의 질과 웰니스에 관한 연구는 드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

우리나라의 간호사들도 상당수가 수면의 질 저하를 경험하고 있는 것

소병원 야간교대근무 간호사의 수면의 질, 직무몰입, 웰니스와의 상관

으로 나타났다[8]. 간호사의 수면장애는 피로나 우울 불안 및 우울 등

관계를 파악하고 수면의 질, 직무몰입이 웰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9]. 또한 간호 현장에서 투

하여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야간교대근무 간호사들의 건강관리를 위

약오류 발생 등의 업무 오류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10]. 특히, 야간교대

한 전략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근무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수면의 질 저하는 간호사 개인이 경험하는

연구 방법

고통을 넘어서, 업무성과의 저하, 병원 내 안전사고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11].
간호사의 행위는 환자의 치료환경이나 질병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연구설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간호 행위마다 고도의 집중과

본 연구는 중소병원에서 야간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몰입이 요구된다. 직무몰입이란 조직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행하

수면의 질, 직무몰입이 웰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학인하기 위한 서술적

고 있는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지, 또한 현재 직

상관관계 연구이다.

무에 대해 얼마나 몰두하고 있는지를 말한다[12]. 직무몰입은 간호업
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가 있고[13], 특히 수면의 질과 수

연구대상

면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야간교대업무는 직무몰입에 부정적

본 연구는 경상남도 J시, G시에 위치한 1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대부분의 병원간호사가 야간

의 중소병원 3곳에서 교대 근무하는 간호사를 근접모집단으로 하였으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간호사의 직무몰입을 통

며,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검진 대상 야간근로자인 6개월간 오후

해서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수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수행

면의 질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간호업무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경우(6개월간 누적횟수가 24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간호사

1948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처음 등장한 웰니스(wellness)라

를 대상으로 하였다[21].

는 용어는 2011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사업장

연구 대상자 수는 G power program (3.1 version)을 활용하여 산출

웰니스(workplace wellness)’가 핵심 의제로 채택되면서 사업장에서 일

하였다. 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0.15, 검정력 0.80,

하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예측변수 10개로 계산하였을 경우 최소 118명이 요구되었으며 탈락률

[15]. 근로자의 웰니스는 개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뿐만 아니라,

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총 147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불충분

출근은 했지만 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업무의 성과가 현저히 낮아지게

한 답변을 한 설문지를 제외한 124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프리젠티즘(presenteeism)과 결근율 감소, 기업
주에게는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16], 이로 인해 웰니스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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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료수집 시 연구대상자에

Buysse et al. [22]이 개발한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를

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후 연구참여 동

Jo et al. [23]이 번역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지난 한 달간의 수

의서에 서명하게 하였다. 연구참여 동의서에는 연구목적, 대상자의 익

면의 질을 측정하는 것으로, 총 19개 문항, 7개 범주(주관적 수면의 질,

명, 비밀보장 등에 관해 기술되어 있었으며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직

수면잠복기, 수면시간, 습관적 수면효율, 수면장애, 수면제 사용, 주간

접 설명하여 자발적인 연구를 보장하였다. 설문 참여 시 언제든 취소

기능장애)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은 0-3점(0 =전혀 없었다, 1=일주

할 수 있으며,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일에 1회 미만, 2 =일주일에 1-2회, 3 =일주일에 3회 이상)으로 점수화
하였다. 습관적 수면효율은 (실제 수면시간÷잠자리에 있는 시간)×100

자료 분석방법

으로 계산하여, 85% 초과 시 0점, 75-84% 1점, 65-74% 2점, 65% 미만은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3점으로 환산하였다. 점수범위는 0-21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

IL, USA)을 사용하여 통계분석 하였으며, 구체적인 통계방법은 다음

의 질이 낮음을 의미한다. Buysse et al.[22]의 기준에 의해 5점 이하이면

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서술통계를 실시하여 실수와

수면의 질이 높고 5점이 초과되면 수면의 질이 낮은 것으로 분류된다.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PSQI 19문항 중 7개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아 점수화 되지 않는 문항

따른 수면의 질, 직무몰입, 웰니스와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사용

인 ‘타인에 의해서 수면에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1문항을 제외한 18

하여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문항을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18문항을 사

셋째, 대상자의 수면의 질, 직무몰입, 웰니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용하였다. 수면의 질 영역 중 수면잠복기, 수면시간, 습관적 수면효율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웰니스에 유의한 영향을

영역은 대상 간호사가 3교대근무를 하므로 지난 한 달 동안의 낮번, 초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저녁번, 밤번 근무에 대해 각각 질문한 뒤 평균을 구하여 0-3점으로 점

독립변수를 동시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시행하였다.

수화하였다. 도구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개발 당시 0.83이었

연구 결과

고, 본 연구에서는 0.70이었다.
직무몰입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직무몰입은 Kanungo [24]가 개발한 직무몰입 측정도구를 Kim [25]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0.82세로 나타났고, 그 중 25-30세

이 병원 상황과 간호사에게 적합하도록 어휘 등을 수정, 보완한 도구

미만이 37.1%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61.3%,

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7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기혼이 38.7%로 나타났고, 종교는 없다고 답한 경우가 58.1%로 가장 많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도록 구성되

았고, 불교 21.0%, 개신교 15.3%, 천주교 5.6%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정

어 있으며 최저 7점에서 최고 35점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

도는 전문대졸이 52.4%로 많았고, 4년제졸이 46.0%, 석사가 1.6%로 나

수록 직무몰입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 [25]의 연구에서 도구의

타났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는 일반병동이 87.1%로 가장 많은 수

신뢰도는 0.7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71이었다.

를 차지하였고, 중환자실 5.6%, 응급실 7.3%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평
균 근무경력은 6.71년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5년 미만이 49.2%로 가장

웰니스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교대근무경력은 평균 5.87년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Choi et al. [26]이 개발한 직장인 웰니스 측정도구를 사

그 중 5년 미만이 51.6%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수면위생교육

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이 도구는 총 18문항이 신체적 영역 4문

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경우가 81.5%로 나타났으며, 교육경험이 있

항, 정서적·영적 영역 5문항, 사회적 영역 3문항, 인지적 영역 3문항, 직업

는 경우는 18.5%로 나타났다(Table 1).

적 영역 3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이며, ‘매우 그렇다’의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웰니스가 높음을 의미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웰니스의 차이

다. Choi et al. [2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0.91이었고,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웰니스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본

는 0.92이었다.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신체적 웰니스 0.80, 정서적 웰니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과 웰니스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0.88, 사회적 웰니스 0.84, 인지적 웰니스 0.86, 직업적 웰니스 0.79이었다.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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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of welln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night shift nurses (n=124)				
Characteristics

Categories

M ± SD or n (%)

Age (y)

Marital status
Religion
Education level

Clinical setting

30.82 ± 7.63
23 (18.5)
46 (37.1)
21 (16.9)
34 (27.4)
76 (61.3)
48 (38.7)
52 (41.9)
72 (58.1)
65 (52.4)
57 (46.0)
2 (1.6)
108 (87.1)
7 (5.6)
9 (7.3)
6.71 ± 60.75
61 (49.2)
28 (22.6)
35 (28.2)
5.87 ± 52.94
64 (51.6)
33 (26.6)
27 (21.8)
23 (18.5)
101 (81.5)

<25
25-29
30-34
≥35
Single
Married
Yes
No
College
University
Master
Ward
ICU
ER

Work experience (y)
<5
5-9
≥10
Working experiences with night shift (y)

Experience of sleep hygiene education

<5
5-9
≥10
Yes
No

Wellness
M ± SD

t or F (p)

2.99 ± 0.47
2.79 ± 0.70
2.97 ± 0.41
3.06 ± 0.56
2.88 ± 0.64
3.01 ± 0.49
2.97 ± 0.65
2.90 ± 0.54
2.90 ± 0.58
2.96 ± 0.58
3.28 ± 1.26
2.93 ± 0.60
3.12 ± 0.44
2.80 ± 0.45

1.49 (0.221)

-1.15 (0.254)
0.66 (0.510)
0.52 (0.594)

0.60 (0.553)

2.88 ± 0.61
3.00 ± 0.60
2.97 ± 0.59

0.52 (0.599)

2.89 ± 0.61
3.05 ± 0.59
2.89 ± 0.59
3.02 ± 0.69
2.91 ± 0.56

0.85 (0.424)

0.77 (0.445)

M±SD, mean±standard deviation; ICU, intensive care unit; ER, emergency room.

연구대상자의 수면의 질, 직무몰입, 웰니스 정도
대상자의 수면의 질은 평균 7.55점이었고(범위 0-21), 수면의 질 점수
가 5점 이하인 경우는 25.8%로 나타났고, 5점 초과인 경우는 74.2%로
나타났다. 하위변수별 점수는 주관적 수면의 질 평균 1.56점(범위 0-3),

Table 2. Mean score of quality of sleep, job commitment, and wellnes
(n=124)
Variables
Quality of sleep

수면잠복기 평균 1.77점(범위 0-3), 수면시간 평균 1.31점(범위 0-3), 습관

Range

M ± SD or n (%)

0-21
≤5
>5
7-35
1-5
1-5
1-5
1-5
1-5
1-5

7.55 ± 3.05
92 (74.2)
32 (25.8)
20.17 ± 3.69
2.93 ± 0.59
2.21 ± 0.83
3.07 ± 0.68
3.77 ± 0.77
2.96 ± 0.76
2.79 ± 0.75

수는 사회적 웰니스(3.77), 정서적 웰니스(3.07), 인지적 웰니스(2.96), 직

Job commitment
Wellness
Physical wellness
Emotional wellness
Social wellness
Intellectual wellness
Occupational wellness

업적 웰니스(2.79), 신체적 웰니스(2.21)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M ± SD, mean ±standard deviation.

연구대상자의 수면의 질, 직무몰입, 웰니스의 상관관계

무몰입(r= -0.36, p < 0.001), 신체적 웰니스(r= -0.29, p = 0.001), 정서적 웰

적 수면효율 평균 0.48점(범위 0-3), 수면장애 평균 0.97점(범위 0-3), 수
면제 사용 평균 0.08점(범위 0-3), 주간 기능장애 평균 1.37점(범위 0-3)
으로 나타났다. 직무몰입은 평균 20.17점(범위 7-35)으로 나타났고, 웰
니스는 평균 2.93점(범위 1-5)으로 나타났다. 웰니스의 하위변수별 점

대상자의 웰니스는 수면의 질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니스(r= -0.25, p = 0.006), 사회적 웰니스(r= -0.18, p = 0.049), 인지적 웰니

으로 나타났고(r= -0.31, p < 0.001), 직무몰입(r= 0.45 p < 0.001)과는 유의

스(r= -0.19, p = 0.033), 직업적 웰니스(r= -0.28, p = 0.002)로 전 항목에서

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웰니스의 하위변수별 상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몰입과 유의한 양

관계를 본 결과, 수면의 질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항목은 직

의 상관관계가 있는 항목은 신체적 웰니스(r= 0.26 p = 0.003),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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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s among quality of sleep, job commitment, and wellness (n=124)							

Variables

Quality of sleep
Job commitment
Wellness

Physical wellness
Emotional wellness
Social wellness
Intellectual wellness
Occupational wellness
Total

Quality of
sleep

Job
commitment

r (p)

r (p)

-0.36 ( < 0.001)
-0.29 (0.001)
-0.25 (0.006)
-0.18 (0.049)
-0.19 (0.033)
-0.28 (0.002)
-0.31 ( < 0.001)

Wellness
Physical
wellness

Emotional
wellness

Social
wellness

Intellectual
wellness

Occupational
wellness

r (p)

r (p)

r (p)

r (p)

r (p)

0.59 ( < 0.001)
0.65 ( < 0.001)
0.67 ( < 0.001)
0.88 ( < 0.001)

0.45 ( < 0.001)
0.43 ( < 0.001)
0.65 ( < 0.001)

0.73 ( < 0.001)
0.83 ( < 0.001)

0.83 (<0.001)

0.26 (0.003)
0.40 ( < 0.001) 0.44 ( < 0.001)
0.24 (0.006)
0.15 (0.098)
0.29 (0.001)
0.477 ( < 0.001)
0.58 ( < 0.001) 0.46 ( < 0.001)
0.45 ( < 0.001) 0.69 ( < 0.001)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wellness of night shift nurses (n=124) 				
Variables
(Constant)
Quality of sleep
Job commitment
F=18.22, p <0.001
Adjusted R2 =0.22

B

SE

1.92
-0.03
0.06

0.34
0.02
0.01

β
-0.17
0.39

t (p)
5.62 ( < 0.001)
-1.99 (0.049)
4.59 ( < 0.001)

SE, standard error.

웰니스(r= 0.40 p < 0.001), 사회적 웰니스(r= 0.24 p = 0.006), 인지적 웰니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25-30세의 미혼 간호사들이 높은 비율

스(r= 0.29 p = 0.001), 직업적 웰니스(r= 0.58 p < 0.001)로 전 항목에서 유

을 차지하였는데, 이들의 병원 근무경력은 5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

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다. 프랑스의 CECILE study에서 첫 임신을 하기 이전에 4년 이상 야간
업무에 종사한 자에서 높은 유방암 발생 위험을 보고한 바 있는데[4],

연구대상자의 웰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근무경력 5년 미만의 미혼 간호사임을

대상자의 웰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

고려할 때 이들의 야간교대근무가 향후 유방암 발생위험을 높일 수 있

을 실시하기 전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는 0.1 값보다 컸으

음을 인식하고 유방암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증진행위 혹은 이

며, 분산팽창인자(VIF)는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

들의 웰니스를 증진시킬 수 있는 행위를 수행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의 웰니스 점수는 2.93점으로 나타났다. 사무직과 생

본 연구에서 웰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면

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Jung [27]의 연구에서 보고된 근로자의 웰

의 질, 직무몰입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 회

니스 3.21-3.35점보다 다소 낮은 점수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의 웰니스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면의 질(β = -0.17, p = 0.049), 직무몰입(β = 0.39,

하위요인별 점수는 사회적 웰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p < 0.001)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웰니스에 대한 총 설명력은 22.0%로

다음이 정서적 웰니스와 인지적 웰니스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확인되었고, 이들 변수는 웰니스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중소병원 간호사들의 사회적·정서적 웰니스 점수가 신체적·직업적 웰

났다(F =18.22, p < 0.001) (Table 4).

니스 점수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는 간호직에 종사하는 간호사들의 성
격특성 혹은 품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직에 종사하는

논의 및 결론

근로자의 성격특성과 업무성과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간호사의
성격특성 중 사회성이 가장 두드러진 특성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업무

본 연구는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에서 6개월 이상 야간교대근무

는 환자, 보호자나 다른 의료진들 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으로 이뤄

를 월평균 4회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들의 수

져있기 때문에 높은 사회성을 보이는 간호사들이 자신의 직무에 좀

면의 질, 직무몰입, 웰니스 정도를 파악하고, 야간교대근무 간호사의

더 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맥락을 함께 한다. 본 연구에서의 직

웰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업적 웰니스는 2.79점으로 신체적 웰니스 다음으로 낮은 점수분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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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는데, 이들의 직업적 웰니스 점수가 낮은 이유는 중소병원 간

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몰입과 웰니스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

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자신의 직업에

아보기 어려웠지만, 직무몰입이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직업적 웰니스의 중요

행연구를 고려할 때[13], 직무몰입이 웰니스의 하위개념인 직업적 웰니

한 요인인 ‘일과 여가활동의 균형에 대한 만족’의 경우 간호사의 야간

스에 영향을 미쳐 간호업무성과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이

교대근무형태는 일과 여가활동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어렵게 하는

는 간호사가 자신의 직무에 몰입하게 될 때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

대표적인 근무조건이므로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도가 높아짐으로써 직업적 웰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필요하다.

또한 간호직으로의 몰입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활력과 자신에 대한

본 연구 대상자의 수면의 질 점수는 평균 7.5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믿음과 신뢰를 통해 정서적·사회적 웰니스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Jeong and Gu [8]의 연구에서는 7.35점

수 있다. 간호사의 직무몰입을 통해 이들의 사회적·정서적 웰니스와

으로, 이는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야간교대근무 간호사들의 수면의 질

직업적 웰니스를 높이는 것은 간호조직의 업무성과와 생산성 향상에

이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낮은 수면의 질은 중소병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Choi et al. [29]의 연구에서는

근무환경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대학병원의 간호사보다 다소 낙후된

신체적 웰니스, 인지적 웰니스, 정서적 웰니스는 주관적 행복감에 유

환경과 근무조건을 가지고 있는 중소병원의 간호사들의 수면의 질이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행복감은 삶의 질에

대학병원이나 국외의 간호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웰니스라는 개념은 행복

Buysse et al. [2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면의 질 점수가 5점 초과인 경

감, 삶의 질이라는 개념과 유사함을 알 수 있는데, 야간교대근무 간호

우 수면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수면장애

사들의 수면의 질, 직무몰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재프로

진단기준인 5점 초과인 대상자가 74.2%로 대다수의 야간교대근무 간

그램을 개발하여 그들의 건강관리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이들의 웰

호사가 수면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병상 이상의 종

니스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Jeong and Gu [8]의 연

본 연구에서 웰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수면의

구에서는 76.8%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럼에

질은 웰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의 질이

도 불구하고 수면위생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군은 18.5%에 그쳐

웰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본 선행연구는 찾기 힘들었으나,

24.2%의 경험율을 보고한 Jeong and Gu [8]의 연구와는 확연히 달랐

Choi [30]의 연구에서 보면, 낮 고정근무 간호사가 교대 근무 간호사보

다. 이는 중소병원 간호사의 수면의 질에 관한 열악한 관리인 것으로

다 건강상태가 유의하게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면양상에 있어서도

생각되는데, 통계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본 연구에서 수면

교대근무 간호사가 낮 고정근무 간호사보다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야

위생교육 경험이 있는 군의 웰니스 평균점수는 3.02점이고, 수면위생

간교대근무 간호사의 수면의 질이 좋을수록 건강증진행위에도 영향

교육경험이 없는 군의 웰니스 평균점수는 2.91점으로 교육경험이 있는

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를 볼 때[11], 야간교대근무 간호사들의 수

군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병원 조

면의 질이 높아야 건강증진행위를 선택할 수 있고, 이런 행위들이 야

직 차원에서의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방안이 시급하다고 볼

간교대근무 간호사들의 건강상태를 좋아지게 하여 통합적인 개념인

수 있겠다.

웰니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직무몰입 정도는 20.17점이고 평균평점은 2.88점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야간근무를 월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범위 1-5점)으로 나타났는데,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수술실 간호사의

중소병원 근무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직무몰입정도(3.16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13], 병원의 교대, 비교

인지적·직업적 웰니스, 수면의 질과 직무몰입의 관계를 살펴본 첫 번

대 근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Han et al. [28]의 연구에서의 22.22점보

째 연구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는 대학병원 혹은 상급종합병

다 낮은 20.17점으로 나타나 중소병원 야간교대근무 간호사의 직무몰

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수면의 질이나 1-2개의 건강증진행위

입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의 수면의 질이 낮을수록

를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85%이

직무몰입에도 낮아진다는 상관관계 결과를 볼 때, 야간교대근무로 인

상이 300병상 이하의 중소병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소병원에 근

한 수면의 질 저하가 간호사의 직무몰입과 간호업무 성과를 낮출 수

무하는 야간교대근무 간호사들의 수면의 질과 웰니스 상태를 조사한

있음을 알 수 있다.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 중소

본 연구에서 웰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직무몰입

병원의 야간교대근무 간호사의 웰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수면

은 중소병원 간호사의 웰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의 질과 직무몰입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의 웰

http://www.e-jhis.org |

335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Yeojoo Chae, et al.

니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

Industr Coop Soc 2016:17(6):546-559 (Korean). Doi: 10.5762/

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KAIS.2016.17.6.546.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9. Chan MF. Factors associated with perceived sleep quality of nurses

연구는 일 지역의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3곳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working on rotating shifts. J Clin Nurs 2009;18:285-293. Doi:

일반화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병원급, 종합병원급 혹

10.1111/j.1365-2702.2008.02583.x.

은 병원규모별 야간교대근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필요

10. Yi YH, Choi SJ. Association of sleep characteristics with medication

하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대다수의 간호사들은 총 근무경력 5년

errors for shift work nurses in intensive care units. Korean J Fundam

미만의 미혼 간호사들이었는데, 야간교대근무로 인한 건강 영향 혹은

Nurs 2014;21(4):403-412 (Korean).

웰니스에 대한 영향은 보다 장기간 근무한 간호사들에게 나타날 수

11. Shin SW, Kim SH. Influence of health-promoting behaviors on quality

있으므로 10년 혹은 20년 이상 야간교대근무를 수행한 간호사를 대상

of sleep in rotating-shift nurses. Korean J Fundam Nurs 2014;21(2):

으로 한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야간교대근무 간호사의 수면의 질

123-130 (Korean).

과 직무몰입을 높임으로써 이들의 웰니스를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12. Lodahl TM, Keiner M. The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job involvement. J Appl Psychol 1965;49:24-33.
13. Lee YH, Seomoon KA. Effects of MBO and job commitmen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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