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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순환교대근무 간호사와 주간고정근무 간호사의 수면양상, 직무만족 및 삶의 질을 비교해 보고,
직무만족과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으로서 개인적 요인(일주기 리듬, 성격)과 제도적 요인(근무제도)이 기여
하는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순환교대근무 간호사 85명(이하 순환군)과 주간고정근무 간호사 70명(이하 주간군)을 대상으로 수면설문
지, 한국어판 조합척도(Korean translation of Composite Scale：KtCS), 직무만족 지수(Job Satisfaction
Index), 일반건강설문지(General Health Questionnaire), Eysenck의 성격차원검사(Eysenck’s Personality Questionnaire)를 실시하였다. 자료는 근무형태(순환교대근무와 주간고정근무)에 따른 주중 수면양상,
최근 한달 간의 수면장애 빈도, 일주기 리듬 양상, 직무만족 및 삶의 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비교분석되
었다. 또한 근무형태, 일주기 리듬, 외향성 및 신경증적 경향성 성격차원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직무만족과 삶
의 질을 각각 준거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결 과：
순환군은 주간군과 야간 수면양상(기상시각, 총 수면시간, 수면잠재기), 수면의 규칙성 및 낮잠의 빈도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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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몽)가 더 많았으며, 직무만족과 삶의 질이 더 낮았다. 또한 순환교대근무 형태이고, 신경증적 경향이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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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과 삶의 질이 좋지 않았고, 주간고정근무이고, 외향적일수록 직무만족과 삶의 질이 더 높았다. 그러
나 교대근무의 적응력에서 보다 근본적인 개인차 요인으로 보고된 일주기 리듬은 직무만족이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 론：
순환군은 주간군에 비해 수면문제가 더 많았다. 또한 일주기 리듬이 근무의 적응도를 반영하는 직무만족과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근무형태(순환교대와 주간고정근무)와 성격차원(외향성, 신경증
적 경향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교대근무에 의해 일주기 리듬이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
며, 교대근무의 적응과 관련하여 성격특성이 중요한 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심 단어：순환교대근무·주간고정근무·간호사·수면양상·직무만족·삶의 질.

러한 방법들도 실제로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으며, 그

서

론

효과도 대부분 이론적인 수준이다. 이는 교대근무로 인
한 문제 해소 방법의 한계성, 교대근무의 적응에 포함

인간의 전형적인 생활양상은 주간의 각성상태에서 활
동을 하고 야간의 수면상태에서 휴식을 취한다. 그러나

되어 있는 다양한 요인들, 교대근무와 관련된 연구의
복잡성 등4)5)을 반영한다.

문명과 산업의 발달로 하루에 24시간을 지속적으로 운

외국에서는 근무자의 건강, 안전성, 결혼생활과 사회

영해야 하는 직장이 점증하면서, 교대근무자의 수도 또

생활의 적응도, 직무의 만족도, 생산성 등에 교대근무가

한 필연적으로 점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체 근로

미치는 영향이나 혹은 교대근무의 적응력에 미치는 요

1)2)

자의 약 20%가 교대근무제도하에서 일하고 있다.

인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직종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

인간의 다양한 생리적(예컨대, 수면과 각성, 대사율, 호

다.3)6)7) 이러한 연구들은 교대근무의 단기효과(short-

르몬 분비), 심리적(예컨대, 기억력, 인지기능, 감정)

term effect)에 대해 상당히 분명하고 일관된 정보를

및 사회적 기능(예컨대, 가족관계, 사회활동, 업무수행)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장기간의 교대

은 약 24시간 주기의 리듬(circadian rhythm：일주기

근무가 수면, 건강 및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포

리듬)을 유지하고 있다. 교대근무제도는 근본적으로 이

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으며, 교대근무의 적응력에

러한 일반적인 일주기 리듬과 부합하지 않는다. 인간의

대한 개인적 요인을 밝혀 보려는 시도가 매우 미흡한

전형적인 생활양식에서 일탈되는 생활을 하면서, 교대

실정이다.8) 국내에서는 교대근무와 관련한 연구가 주로

근무자는 자신의 고유한 일주기 리듬이 붕괴될 수 밖에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즉, 야간근무를 포함하

없다. 결국 교대근무자에게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

여 교대근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서 수면양상,9) 피로

는데, 여기에는 생리적 기능의 변화, 정신적 및 신체적

도,10-13) 건강상태,14-17) 교대근무와 일주기 리듬의 관

건강의 문제, 가정생활과 사회활동의 문제, 직무상 효

계18-21) 등이 연구되었다. 이상의 국내연구들 역시 교

3)

대근무의 영향을 단편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교대근

교대근무에 인체의 고유한 일주기 리듬과 생활양식을

무의 장기효과(long-term effect)로서 수면, 직무만족

맞추기란 실제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대근무로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지 못했

야기되는 문제를 일소시킬 수 있는 완전한 방법은 없다.

다. 특히 교대근무의 적응력에 대한 개인적 요인을 밝

단지 교대근무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적응

혀보려는 시도는 매우 부족하였다.

율성의 감퇴 등이 포함된다.

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는 정도이

외국의 여러 연구결과들을 국내에 적용해 볼 수 있지만,

다. 예컨대, 순환근무 스케줄의 조정, 밝은 광선을 이용

교대근무제도나 근무자의 특성이 국가마다 직장마다

한 일주기 리듬의 변경, 수면위생의 개선, 신체활동 시

다르므로, 국내에서도 교대근무와 관련한 체계적인 연

간의 적정화, 식사습관의 개선, 스트레스 조절, 사회 지

구가 절실히 요망되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지집단의 조직, 가족상담 등을 들 수 있다.4) 그러나 이

일련의 연구 가운데 하나로서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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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순환교대근무 간호사와 주간고정근무 간호사를 대

3) 직무만족 지수(Job Satisfaction Index)

상으로 첫째, 두 군간의 수면양상, 직무만족 및 삶의 질

직무만족에 관한 전반적인 지수를 제공하기 위해 Br-

을 비교해 보고, 둘째, 직무만족과 삶의 질에 미치는 요

ayfield와 Rothe25)가 개발한 것을 이명하26)가 간호사

인으로서 개인적 요인(일주기 리듬, 성격)과 제도적 요

에게 실시할 수 있도록 일부 문항들을 수정한 18문항

인(근무제도)이 기여하는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으로 된 1～5점 평정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
족도가 높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방법

이 척도의 반분 신뢰도는 .87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Cronbach Alpha는 순환군이 .92였고, 주간군

1. 연구대상

은 .86이었다.

6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순환교대근무 간호사 85명
(이하 순환군)과 주간고정근무 간호사 70명(이하 주간
군)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도구를 실시하였다.

2. 연구도구

4) 일반건강설문지(General Health Questionnaire)
Goldberg27)가 개발한 이 설문지는 전체 60문항으
로 된 0～3점 평정척도이다. 이는 개인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와 스트레
스로 인하여 새로운 사상이 발생하였는지를 알아보기

1) 수면설문지
전남대학교병원 수면장애 클리닉에서 사용하는 설문
지이다. 이는 주중 평일(순환군은 근무시간대가 주간근
무로 돌아왔을 때를 기준) 통상적인 취침시각과 기상시
각, 총 수면시간, 수면 잠재기, 깨는 빈도, 수면에 대한
만족도, 수면의 규칙성, 낮잠과 깜박잠의 빈도 및 지속
기간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최근 한달

위한 것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health-related quality
of life)척도로도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세진28)
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는데, 내적 일치도는 Cronbach alpha .94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다.

5) Eysenck의 성격차원검사(Eysenck’s Personality
Questionnaire)

간의 수면장애의 빈도에 관한 질문들도 포함시켰는데,
수면장애로는 입면과 수면유지의 어려움, 다시 잠들기

Eysenck29)가 개발한 성격검사를 Eysenck와 이현

어려움, 주간 수면발작, 야간의 불면, 잠꼬대, 몽유, 이

수30)가 한국판으로 표준화하였다. 79문항으로 구성되

갈이, 야뇨, 야경, 악몽, 두통, 경련 또는 사지의 이상한

어 있고,‘예’혹은‘아니오’로 응답하게 되어 있어서 0

움직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점 혹은 1점으로 채점한다. 이 검사는 정신병적 경향성,

2) 한국어판 조합척도(Korean translation of Composite Scale：KtCS)
일주기 리듬을 측정하는 Smith등22)의 조합척도(Composite scale：CS)를 윤진상 등23)이 표준화하였다.
이는 전체 13문항으로 3개 문항은 1～5점 평정척도이
며, 10개 문항은 1～4점 척도여서, 대상자는 최저 13
점에서 최고 55점까지의 점수를 얻을 수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아침형에 가깝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 척

외-내향성, 신경증적 경향성 및 허위성 척도를 포함하
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외-내향성과 신경증적 경향
성 척도 점수만 이용하였다. 외-내향성 척도의 내적 일
치도는 남자가 Cronbach Alpha .80, 여자가 Cronbach
Alpha .78이었고, 신경증적 경향성 척도의 내적 일치
도는 남자가 Cronbach Alpha .78, 여자가 Cronbach
Alpha .74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향적이고 신경증적
경향이 강하다.

도의 반분신뢰도(.85), 검사-재검사 신뢰도(.91), 내

3. 자료분석

적 일치도(Cronbach alpha .82)는 매우 양호하였고,‘취

근무형태(순환교대근무와 주간고정근무)를 독립변인

침과 수행의 선호시간’,‘기상시간’및‘아침의 각성’
을

으로 하고, 주중 통상적인 수면양상, 최근 한달 간의 수

포함한 세 요인이 추출되었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교

면장애의 빈도, 일주기 리듬 양상, 직무만족 및 삶의 질

24)

차타당화 연구 에서도 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이 일

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각각 t-검증을 하였다. 또한 근

관되고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형태, 일주기 리듬, 외향성 및 신경증적 경향성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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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leep patterns in nurses on rotating shift work and daytime fixed work schedules†
Sleep patterns

Rotating shift work(n=85)

Daytime fixed work(n=70)

t

Bed time(clock time)

11：47(01：29)

11：36(01：12)

Rise time(clock time)

7：52(01：59)

6：34(00：53)

5.45**

Sleep length(min)

484.88( 90.14)

417.36(67.55)

5.33**

Sleep latency(min)

22.03( 14.93)

14.73(11.17)

3.48*

2.60( 2.75)

1.72

Nocturnal sleep patterns

Waking frequency(no. )
Quality of sleep

3.52(

3.70)

0.84

‡

Depth

3.51(

0.84)

3.44( 0.71)

0.50

Length

3.08(

0.90)

3.16( 0.63)

-0.61

Refreshment

2.67(

0.79)

2.87( 0.80)

-1.57

Total

9.26(

1.90)

9.47( 1.59)

-0.75

Regularity of sleep§
Bedtime

3.25(

1.39)

2.09( 1.02)

6.00**

Rise time

3.25(

1.52)

1.26( 0.44)

11.51**

Sleep length
Total

3.78(

1.22)

2.06( 0.90)

10.09**

10.27(

3.64)

5.40( 1.77)

10.89**

1.69(

1.61)

0.30( 0.77)

7.06**

137.52(183.01)

9.57(26.66)

6.36**

Nap and doze
Frequency of nap(no.)
Duration of nap(min)

0.26( 0.70)

-1.37

Duration of doze(min)
1.60( 8.39)
1.71( 5.77)
†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standard deviations).
‡
Ratings of the scale are on 1-5 scale. 1 indicates very unsatisfied；5, very satisfied.
§
Ratings of the scale are on 1-5 scale. 1 indicates very regular；5, very irregular.
*p<.001. ** p<.0001.

Frequency of doze(no.)

0.12(

0.54)

-0.10

차원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직무만족과 삶의 질을 각
각 준거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자료분석은
SAS Version 6.0331)을 이용하였다.

2. 수면양상(표 1)
1) 야간 수면양상
취침 시각은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t＝
0.84, df＝153, n.s.), 기상시각은 주간군이 순환군에
비해 유의하게 더 빨랐다(t＝5.45, df＝153, p<.0001).

연구결과

총 수면시간과 수면잠재기는 순환군이 유의하게 길었
다(각각 t＝5.33, df＝153, p<.0001；t＝3.48, df＝153,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순환군은 기혼 39명(45.9%), 미혼 46명(54.1%)이
었으며, 주간군은 기혼 37명(52.9%), 미혼 33명(47.
1%)으로 근무형태와 결혼상태간에는 관련이 없었다
2

p<.001). 깨는 빈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
1.72, df＝153, n.s.).

2) 수면에 대한 만족도

(χ ＝0.75, df＝1, n.s.). 연령은 순환군이 28.73±

수면의 깊이, 수면의 길이, 회복감 및 수면에 대한 만

3.50세, 주간군은 30.06±3.96세로서 주간군이 유의

족도 총점에서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각

하게 더 많았다(t＝-5.55, df＝153, p<.00001). 근무

각 t＝0.50, df＝153, n.s.；t＝-0.61, df＝153, n.s.；t

년수는 순환군이 6.73±3.50년, 주간군은 10.06±

＝ -1.57, df＝153, n.s.；t＝-0.75, df＝153, n.s.).

3.95년으로 주간군이 유의하게 더 많았다(t＝-5.55, df
＝153, p<.00 001).

3) 수면의 규칙성
취침시각, 기상시각, 총 수면시간 및 수면의 규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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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leep disorders in nurses on rotating shift work and daytime fixed work schedules†
Sleep disorders

Rotating shift work(n=85) Daytime fixed work(n=70)

Difficulty in sleep induction

3.33(3.61)

T

2.06(2.15)

2.72**

Difficulty in sleep maintenance

2.56(3.54)

1.07(1.67)

3.45***

Difficulty in returning to sleep after awakening

1.55(2.20)

1.03(2.60)

1.35
-0.61

Daytime sleep attack

0.86(1.71)

1.03(1.72)

Nighttime insomnia associated daytime sleepiness

2.40(2.51)

0.81(1.15)

5.21****

Sleep talking

0.99(3.57)

0.50(1.03)

1.20
-1.10

Sleep walking

0.00(0.00)

0.01(0.12)

Teeth grinding

0.28(0.91)

0.21(0.74)

0.50

Enuresis

0.21(0.96)

0.34(1.06)

-0.80

Night terror

0.28(0.67)

0.19(0.43)

1.09

Nightmare

1.84(3.31)

0.86(0.94)

2.60*

Headache, convulsion, cramp
0.40(1.20)
0.40(1.01)
†
Values are frequencies per month and expressed as means(standard deviations).
*p<.05. **p<.01. ***p<.001. ****p<.0001.

0.00

Table 3. KtCS, job satisfaction index and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scores in nurses on rotating shift work
and daytime fixed work schedules†
Variables
KtCS

‡

Job satisfaction index§

Rotating shift work(n=85)

Daytime fixed work(n=70)

t

33.38( 6.38)

36.70( 5.83)

-3.36**

56.59(10.14)

60.44( 7.99)

-2.65*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55.76(17.25)
46.79(18.49)
3.12**
KtCS indicates the Korean translation of Composite Scale.23)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standard deviations).
‡
§
The higher score, the closer to the morning type.
The higher score, the greater satisfaction with the job.
‖
The higher score, the poorer quality of life.
*p<.01. **p<.001.

총점에서 순환군이 주간군에 비해 유의하게 더 불규칙

＝153, n.s.；t＝-0.61, df＝153, n.s.). 야간의 불면은

하였다(각각 t＝6.00, df＝153, p<.0001；t＝11.51,

순환군이 주간군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다(t＝5.21, df

df＝153, p<.0001；t＝10.09, df＝153, p<.0001；t＝

＝153, p<.0001). 잠꼬대, 몽유, 이갈이 및 야뇨의 빈

10.89, df＝153, p<.0001).

도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각각 t＝1.20, df＝
153, n.s.；t＝-1.10, df＝153, n.s.；t＝0.50, df＝153,

4) 낮잠과 깜박잠
순환군이 주간군에 비해 낮잠의 빈도가 유의하게 더
많았고, 지속시간도 유의하게 더 길었다(각각 t＝7.06,
df＝153, p<.0001；t＝6.36, df＝153, p<.0001). 그
러나 깜박잠의 빈도와 지속시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각각 t＝-1.37, df＝153, n.s.；t＝-0.10, df＝
153, n.s.).

n.s.；t＝-0.80, df＝153, n.s.). 야경의 빈도는 두 군간
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악몽은 순환군이 주간군에
비해 유의하게 더 많았다(각각 t＝1.09, df＝153, n.s.；t
＝2.60, df＝153, p<.05). 두통, 경련 및 사지의 이상
한 움직임의 빈도에서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t＝0.00, df＝153, n.s.).

4. 일주기 리듬, 직무만족 및 삶의 질(표 3)

3. 수면장애(표 2)
최근 한달 동안 입면과 수면유지의 어려움은 순환군
이 주간군에 비해 유의하게 더 많았다(각각 t＝2.72,
df＝153, p<.01；t＝3.45, df＝153, p<.001). 수면중 깬
후 다시 잠들기 어려움이나 주간 수면 발작의 빈도에서
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각각 t＝1.35, df

순환군은 주간군에 비해 아침형을 측정하는 일주기 리
듬의 점수가 유의하게 더 낮았다(t＝-3.36, df＝153,
p<.001). 직무만족과 삶의 질은 순환군이 주간군에 비
해 유의하게 더 낮았다(각각 t＝-2.65, df＝153,
p<.01；t＝3.12, df＝15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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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xamining the effect of the work schedule, extroversion, neuroticism on the job satisfaction and the quailty
of life
Job satisfaction
Index†
Variables
Work schedule

§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4.56

4.98*

길었다. 비록 야간수면의 만족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0.48

18.87***

에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순환군은 야

124.56***

간 수면이 더 불규칙했으며, 낮잠의 횟수가 빈번하고 그

-3.0

4.35*
7.73**
6.63*

1.01

Neuroticism

-0.16

수면양상은 순환군이 주간군에 비해서 야간수면에서
취침시각과 수면중 깨는 횟수는 차이가 없지만, 수면
잠복기는 더 길며, 기상시각은 더 늦고, 수면길이가 더

F

0.22

한다.

F

B

Extroversion

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서 본 연구 결과를 고찰하기로

B

R-square
0.14
0.55
†
The higher score, the greater satisfaction with the job.
‡
The higher score, the poorer quality of life.
§
Work schedule is a dummy variable：The daytime fixed work is‘0’
and the rotating shift work is‘1’
.
*p<.05. **p<.01. ***p<.0001.

길이도 평균 2시간 정도였다. 수면장애의 빈도에서도
순환군이 주간군에 비해 입면장애, 수면유지장애, 주간
의 졸음이 동반되는 야간의 불면증, 악몽 등이 더 빈번
하였다.
이와 같은 수면양상 및 수면장애는 이미 어느 정도

5. 근무형태, 일주기 리듬, 외향성, 신경증적 경향성과
직무만족 및 삶의 질의 관계(표 4)

예측된 결과였다. 일반적으로 야간근무자가 주간에 취
하는 수면은 주간이나 저녁 근무자가 야간에 취하는 수

근무형태(순환교대 대 주간고정)와 성격차원(외향성

면보다 수면의 길이가 짧고 수면의 질도 불량하여 회복

과 신경증)은 직무만족의 변량 중 14%를, 그리고 삶의

감이 부족하다.32-34) 결과적으로 수면부족이 반복적으

질의 변량 중 55%를 각각 설명하였으나, 일주기 리듬

로 누적되며, 근무시간에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가 어

이 직무만족과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

렵고 과도한 졸음을 느낀다.35)36) 본 연구의 결과도 이

다. 즉, 순환군일수록 직무만족과 삶의 질이 유의하게

전의 보고들과 매우 일치하고 있다. 교대근무로 인하여

더 낮았으며, 외향적일수록 직무만족과 삶의 질이 더 높

불면이나 수면과다가 심한 경우에는 교대근무 수면장

았고, 신경증적일수록 직무만족과 삶의 질이 더 낮았다.

애라는 진단이 내려질 수 있다.3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진단을 충족시키는 간호사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고

찰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일부 순환군에서 수면문제를 심
각하게 지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교대근무제도에서

국내의 병원에서 간호사의 통상적인 근무배정방법 즉,

순환교대 근무자가 야간고정 근무자보다 전반적으로 불

초보 간호사는 일단 순환교대근무를 경험해야 하며, 근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고 한다.38) 야간고정 근무자는 스

무년한이 어느 정도 경과하여 직위가 상승하여야 주간

스로 수면습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반면에, 순환

근무로 고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에서 주간군

교대 근무자는 일정 간격으로 바뀌는 근무시간에 수면

의 연령과 근무년한이 순환군 보다 유의하게 많고 길었

습관을 적응시키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던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주간군은 대부분 이미 순환

교대근무는 수면문제나 피곤감 외에도 다른 건강상의

교대근무의 경력이 있으며, 만약 순환교대근무 시절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위장계통의 장애로서 소화

적응을 하지 못했다면 현재 위치에서의 근무도 불가능

불량, 식욕저하, 변비, 위궤양 등이 흔히 보고된다.39)40)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주간군은

이는 위액분비의 일주기 리듬41)과 맞지 않는 근무자의 불

과거에 순환교대근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현재의 위치

규칙한 식사습관42-44)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지만, 이러한

로 옮겨온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한 순환교대근무에

설명을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45) 교대근무에 따른 과도

적응할 수가 없어서 이미 사직한 경우는 현재의 순환군

한 카페인 섭취나 흡연의 영향 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에 포함될 수 없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 개개

이다. 다른 특정 질병으로는 심혈관계의 장애의 높은 발

인의 과거의 근무 방법과 적응도 등을 자세히 조사하지

현율46)47)이 제안되기도 한다. 교대근무와 어느 특정질병

못했고, 단지 최근의(현재의, 지난 1년간의) 근무방법

과의 관계를 분명히 밝힐 수는 없을지라도, 기존하는 질

을 기준으로 순환군과 주간군으로 구분한 문제점이 있

병(예컨대, 간질발작)의 악화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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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에서 특정 질병의 높은 발현율을 아직 발견하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다.

지 못하더라도, 이들에서 피곤감, 쇠약감, 무력감, 의욕 및

한편 교대근무의 적응도와 관련한 개인적 요인으로

사기저하, 사고율의 증가, 생산성의 저하 등은 흔하여, 심

서는 이미 위에서 기술한 일주기 리듬을 주로 강조한

한 경우는 교대근무 부적응 증후군(shift-work mala-

반면에, 성격적 특성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

48)

daptation syndrome) 으로 진단되기도 한다. 본 연

나 본 연구결과는 일주기 리듬이 근무의 적응도를 반영

구에서도 건강관련 삶의 질은 순환군이 주간군보다 유

할 수 있는 직무만족과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의하게 불량하여, 이전의 연구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 않았으나, 근무형태(순환교대 대 주간고정)와 성격

교대근무의 적응도와 관련한 개인적 요인으로는 흔히

차원(외향성 및 신경증적 경향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

근무자의 일주기 리듬의 유형을 강조한다. 일의 효율과

쳤다. 즉, 근무형태가 순환교대이고, 신경증적 경향이

체온이 최고에 이르는 하루의 시간대가 아침인 아침형

높을수록 직무만족과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았고, 근무

(종달새형)보다는 야간인 야간형(올빼미형)이 일주기

형태가 주간고정이고, 성격이 외향성일수록 직무만족

리듬의 주기를 지연시키는 유연성이 더 높다. 따라서

및 삶의 질이 높았다. 이러한 흥미로운 결과는 향후 교

동일한 조건의 야간근무에 노출될 경우에도 저녁형은

대근무의 적응도와 관련한 개인적 요인으로서 성격적

아침형보다 수면문제도 덜 심각하고 직무의 적응도도

특성이 일주기 리듬에 못지 않게 중요함을 시사한다.

더 높다.49-51) 본 연구에서 일주기 리듬을 평가한 Kt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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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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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eep Pattern, Job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in Nurses on
Rotating Shift and Daytime Fixed Work Schedules
Jin-Sang Yoon, M.D., Seung-Hee Kook, M.A., Hyung-Young Lee, M.D.,
Il-Seon Shin, M.D., Ahn-Ja Kim, M.P.A.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Objectives：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1) the differences in the sleep pattern, job
satisfaction, the quality of life between the rotating shift work nurses and the nurses on a fixed day
schedule and (2) the effects of the individual(circadian rhythm and personality) and the work system
factors on the job satisfaction and the quality of life.
Methods：Sleep Questionnaire, Korean translation of Composite Scale(KtCS), Job Satisfaction
Index,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Eysenck’s Personality Questionnaire were administered to 85
rotating shift work nurses(the rotating group) and 70 nurses on a fixed day schedule(the daytime group).
We compared the weekday sleep pattern, the frequency of sleep disorders during the last month, circadian
rhythm patterns, job satisfaction, and the quality of life between the two groups. Also, we conducted the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here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circadian rhythm, work
schedule, extroversion, and neurotism and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the job satisfaction and the
quality of life.
Results：Between the two group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leep pattern including
the regularity of sleep and the frequency and duration of naps. The rotating group had more frequent
sleep problems, poorer job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as compared with the daytime group. The job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were poorer in the nurses who were on a rotating shift work schedule
and who had higher neurotic trend. On contrary, The job satisfaction and the quality of life were better
in those who were on a fixed daytime shift work schedule and who had more an extroversive trend.
However, the circadian rhythm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job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Conclusions：The sleep pattern, job satisfaction, and the quality of life were significantly poorer
in the rotating group than in the daytime group, as expected. In terms of individual factors which determine the job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the personality dimensions had a significant effect, whereas
the circadian rhythm did not.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circadian rhythms of shift workers may be
realigned and that personality characteristics may be an important factor in coping with shift work.
KEY WORDS：Rotating shift work·Daytime fixed work·Nurse·Sleep pattern·Job satisfaction·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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