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6, No. 4, pp.323-329, November 30, 2020.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323 -

http://dx.doi.org/10.17703/JCCT.2020.6.4.323

JCCT 2020-11-42

Ⅰ. 서 론

우울증은전세계적으로가장빈번히발생하는정신장

애 중 하나로 5억 명 이상의 인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미국의 경우 성인인구의 9.4%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으며[2], 국내의경우 4.3-15%까지나타나고있다[3, 4].

우울증의 영향요인은 성별, 나이, 교육수준, 결혼상태,

사회경제적 상태, 사회적 지지체계,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만성질환,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직업의 안정성, 수면의 질 및 교대근무 등 매우 다양하

며[2, 5-8], 여성은 호르몬 변동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

역할-스트레스 및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남성보다

약 두 배 이상 높은 우울증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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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순환 교대근무 및 수면의 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s of Rotating Shift Work and Quality of Sleep on Depression 
in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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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병원근무 여성 간호사의 우울 정도를 확인하고, 순환 교대근무와 수면의 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서울지역 2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총 295명의 간호사로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및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참여자의 71.2%가 우울한 것으로 응답했으며(CES-D

총점 ≥ 16), 간호사 우울의 유의한 영향요인으로는 수면의 질, 순환 교대근무, 근무기간(1-2.9년, 10년 이상)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성 간호사들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수면의 질과 순환 교대근무의 부정적 영

향을 개선 시킬 수 있는 중재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고려된다.

주요어 : 간호사, 교대근무, 수면의 질, 우울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depression among female hospital nurses and the influence of rotating shift 
work and quality of sleep on depression. A total of 295 nurses in Seoul were recruited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number of depressed nurses was 71.2%(CES-D total score ≥ 16) and 
factors influenced on nurses’ depression were quality of sleep, rotating shift work, and work experience in 
nursing(1-2.9 years, more than 10 years).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nurse managers and hospital 
organization should use appropriate interventions to improve quality of sleep and negative effects of rotating 
shift work for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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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도 우울병 에피소드

상병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 중 여성은 66.5%, 남성은

33.5%로 보고되고 있어[10], 여성에서의 우울증 발병의

심각성과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간호사

직업군은 대부분 우울에 취약한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

을 뿐 아니라[11], 교대근무로 인해 낮은 수면을 질을

나타내고 있어 우울의 고위험군으로 고려되고 있다[7,

9]. 한국 간호사 9,789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의 64.8%가 경증 이상의 우울증상을 나

타내었었으며, 그 중 3.1%는 심각한 정도의 우울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12]. 간호사들의 밤 근무를

포함한 순환 교대근무(rotating shift work)는 일주기 리

듬을 교란시켜 주간 업무 시 졸리움과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 밤 근무 후 낮에 잠을 자는 간호사는 야간에 잠을

잘 때보다 평균 1-4시간 수면 시간이 적을 뿐 아니라

높아진 혈중 코디졸로 수면을 통한 신체 회복력이 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3]. 우울한 간호사는 집중

에 어려움이 있으며 업무 시 간호사고를 일으키기 쉬워

잠재적으로 이들이 제공하는 간호의 질에도 영향을 미

칠 수 있어[9, 14]. 간호사들의 우울의 영향요인을 규명

하고,이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중재가 제공되어

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성보다 우울에 취약한 여

성 간호사를 대상으로 우울 정도를 확인하고, 밤 근무가

포함된 순환 교대근무와 수면의 질이 우울에 미치는 영

향을 규명하고자 실시되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성 간호사를 대상으로 우울 정도를 확인

하고, 순환 교대근무및 수면의질이 우울에미치는영향

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자가 「병

원간호사의 이상섭식행위 예측모형」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의 일부를 이차 분석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만

20세-45세 미만의 여성 간호사를 근접 모집단으로 하여,

병원 간호 부서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

였을 때 자료수집을 허락한 2개의 대학병원 근무 간호

사 중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에 동의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임산부의 경우 근무형태 및 수면

의 질 등에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연구대

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G*Power program을 이용하여 284명이 산출되었으나

탈락률 5% 고려하여 300명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실

시하였으며, 최종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설문응답이

불완전한 5명을 제외한 295명이였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 근무관련 특성 및 건강상태는 연령,

결혼상태, 직위, 간호사로 일한 총 근무 기간, 간호사로

일하는 동안 밤 근무가 포함된 교대근무 총 기간, 알코

올 섭취 및 BMI를 포함하였다.

2) 순환 교대근무

본 연구에서 순환 교대근무란 낮번, 초 저녁 번 및 밤

번의 세 가지 근무형태의 조합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것

을 의미하며, ‘밤 근무 포함 교대근무’로 응답한 경우 순

환 교대근무 ‘유’, 그 외의 경우는 순환 교대근무 ‘무’로

변수를 범주화하였다.

3) 수면의 질

본 연구에서는 Jenkins[15]가 개발한 Jenkins Quality

of Sleep Questionnaire(JSQ) 도구를 Kim 등의[16] 연

구에서 번역-역번역 과정을 거친 후 신뢰도 및 내용 타

당도 검증을 받은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4문

항의 6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4-2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 문제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한 자료를 크기

순으로 배열하여 4등분 한 값, 즉 사분위수로 하여

1(0-3점), 2(4~5점), 3(6-10점), 4(11-24점) 단계로 범주

화하여[17] 수면의 질의 정도를 구간별로 구분하여 사용

하였다. 도구개발 시 Cronbach’s α=.63-79이며, 본 연구

에서의 Cronbach’s α=.89로 나타났다.

4) 우울

본 연구에서는 Radloff가[18] 개발한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를

Jeon 등이[19] 기존의 세 가지의 한국판 CES-D를 이용

하여 문항을 개선한 개정판 CES-D를 원저자의 동의를

받고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우울정서, 신체적 저하, 대

인적 실패감, 긍정정서의 4개의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정서 문항은 역코딩 되었다. 총 20문항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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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Likert 척도로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0-60점이며, 점

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Radloff의[18] 연구에서는 16점을 기준으로 임상적 우울

과 정상을 구분하고 있다. 도구개발 당시의 Cronbach’s

α=.85-.91,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72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진행하였으며,

연구 자료는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수집하였다. 연구

자와 연구보조원은 구두질문을 통해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준하는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대상자가 설

문지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자료분석을 SPSS/WIN 24.0 program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특성, 순환 교대근무 및 수면의

질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로 분석

하였다. 일반적 특성, 순환 교대근무 및 수면의 질에 따른

우울의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로분석하였으며,

사후 분석은 Scheffe’ 검정을 이용하였다. 순환 교대근무,

수면의 질 및 우울의 상관관계는 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으며, 상관분석을 위해 수면의 질

은사분위수(quartile)로, 우울은도구개발자가제안한절

단점인 16점을기준으로범주화하였다. 간호사의순환교

대근무 및 수면의 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 회귀문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통계분석의 평가에 있어 p<.05가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

여, 서울 소재 대학병원의 기관윤리 심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을 받아 진행

하였다(2017-01-040-002). 승인 당시 후속연구

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대상자의 동의

서에 ‘수집된 데이터가 후속연구(2차 분석연구)

를 위해 사용되는 것에 대해 동의함 ’의 내용을

포함하여 승인을 받았다. 자료수집 전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연구목적, 연

구방법 및 대상자가 원하면 언제라도 참여를 철

회할 수 있음과 철회 시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음

을 대상자에게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익명

성이 보장되었고,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한 후 설문에 대해 자발적 참여

의지를 가지고 서면 동의서를 작성한 대상자에

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 변수에 따른 우울

차이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9.90±5.40세였으며, 30대 미

만이 59.0%로 가장 많았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67.5%

였으며, 간호사로 일한 총 근무경력은 10년 이상이

27.8%로 가장 많았다. 직위는 일반 간호사가 85.8%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간호사로 일하는 동안 총 밤 근

무 기간은 5년 이상이 47.1%로 가장 많았다. 건강상태

중 알코올 섭취는 한 달에 2-4회가 30.8%로 가장 많았

으며, BMI는 정상이 76.9%로 가장 높았고, 참여자의

72.2%가 순환 교대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1.2%가 수면의 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

며, 우울은 나이(F=4.41, p=.013), 결혼상태(t=23.18,

p<.001), 총 근무기간(F=3.82, p=.004), 순환 교대근무

(t=32.34, p<.001), 및 수면의 질(F=28.54, p<.001)에 따

라 차이가 있었다(Table 1).

표 1. 변수에 따른 우울 차이

Table 1. Differences in Depression according to Variables

Variables
N %

Depression

M±SD
t or F(p)
Scheffe’

Age
≤30a 174 59.0 19.86±9.70 4.41(.013)

31-39b 105 35.6 16.40±10.05 a>b

≥40c 16 5.4 16.81±6.47
Marital status

Single 199 67.5 20.30±9.56 23.18(<.001)

Married or others 96 32.5 14.65±9.22

Work experience in nursing(years)

<1a 31 10.5 21.58±11.27 3.82(.004)

1-2.9b 52 17.6 19.38±9.71 c>f
3-4.9c 53 18.0 20.60±9.09
5-9.9d 77 26.1 18.48±9.68
≥10f 82 27.8 15.29±9.17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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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우울 정도

대상자의 우울은 28.8%가 정상(<16) 이였으며, 71.2%

가 우울한(≥16) 것으로 나타났다.

3. 순환 교대근무, 수면의 질과 우울의 상관관계

Spearman’s correlation 분석결과 우울은순환교대근

무(ρ=-.34, p<.001)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수면의

질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ρ=.46, p<.001).

4. 순환 교대근무 및 수면의 질의 우울에 대한 영향

본 연구에서는 여성 간호사의 우울 영향요인을 확인

하기 위해 순환 교대근무와 수면의 질 외에 문헌고찰을

통해 일반적 특성에서 우울에 차이를 보였던 나이, 결

혼상태 및 총 근무 기간을 회귀모형에 투입하여 분석하

였다. 회귀분석을 위해 Durbin Watson 통계량을 확인

한 결과, 1.99으로 2.0에 근사하므로 오차 간의 자기 상

관성이 없었다.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0.8 미만

이고, 공차 한계값이 0.56-0.98로 모두 0.1이상이었으며,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팽창계수) 값도 모

두 10 미만으로 공선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중회귀 분석결과 회귀모형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1.29, p<.001), 27.8%의 설명력을 보였

다. 수면의 질은 우울의 가장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

났으며, 수면의 질이 4단계(β=.52, p=<.001), 3단계(β

=.26, p=<.00) 및 2단계(β=.24, p=<.001) 모두의 경우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 다음으로 총 근무기간이

10년 이상(β=-.26, p=.022), 1-2.9년(β=-.21, p=.005), 및

순환 교대근무(β=-.17, p=.006) 순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표 2. 우울증 영향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Table 2. Multiple Regression on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Ⅳ. 논의

본 연구는 여성 간호사를 대상으로 우울 정도를 확

인하고, 간호사의 순환 교대근무 및 수면의 질이 우울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추후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정신·심리적 건강상태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

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참여 대상자의 72.5%에서 도구 개발자

가 임상적 우울로 판단하는 절단점인 16점 이상을 나타

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간호사

를 대상으로 실시 한 연구에서[9] 참여자의 38%가 우

울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것 보다 약 두 배 더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연구자가 임상적

Staff nurse 253 85.8 18.72±9.96 0.80(.451)
Charge nurse 36 12.2 17.14±8.98
Head nurse 5 1.7 14.60±8.26

Total number of years for rotating shift work during career

<1 40 13.6 19.95±11.18 1.53(.218)

1-4.9 116 39.3 19.17±9.38
≥5 139 47.1 17.44±9.69
Alcohol consumption
Never 71 24.1 17.04±9.30 .94(.423)
once a month 89 30.2 18.20±9.93

2-4 times a month 91 30.8 19.21±9.73

2 or more times a
week

44 14.9 19.73±10.49

BMI(kg/㎡) .59(.552)

Normal(18-22.9) 227 76.9 18.36±9.90

Underweight(<18) 36 12.2 17.69±10.16

Overweight(≥23) 27 9.2 20.30±8.56

Rotating shift work

Yes 213 72.2 20.38±9.63 32.34(<.001)

No 82 27.8 13.49±8.45
Quality of sleep(quartile)
1a(Least sleep
problem)

85 28.8 12.38±6.63 28.54(<.001)

2b 74 25.1 18.43±8.88 a,b<c<d
3c 70 23.7 19.29±8.12
4d 66 22.4 25.45±10.97

Variables B S.E β t p
Age(1=≤30)
31-39 1.58 1.69 .08 .93 .353
≥40 5.36 2.84 .12 1.89 .060
Marital status(1=single)
Married or others -2.39 1.38 -.11 -1.74 .083
Work experience in nursing(years)(1=1년 미만)
1-2.9 -5.37 1.92 -.21 -2.79 .005
3-4.9 -3.76 1.92 -.15 -1.96 .051
5-9.9 -3.64 1.96 -.16 -1.85 .064
≥ 10 -5.59 2.43 -.26 -2.30 .022
Rotating shift work (1=yes)
No -3.64 1.33 -.17 -2.73 .006
Quality of sleep(1=least sleep problem)
2 5.34 1.37 .24 3.89 <.001
3 5.90 1.40 .26 4.23 <.001
4 12.24 1.45 .52 8.44 <.001

R2=.305 Adj R2 =.278, F=11.29,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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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을 판단하는 절단점을 21점으로 하여 결과에 차이

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간호사군이 아닌 일반

직장인 8,52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20] 참여자의

15.9%가 우울 증상을 보인 것과 비교할 때 간호사군의

높은 우울을 중재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 우울의 가장 큰 영향요인은 수

면의 질로 나타났으며, 수면의 질이 나빠질수록 우울정

도도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대근

무를 하는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면의

질이 나쁠수록 우울 정도가 심해지는 연구결과와 유사

하다[20]. 반면에 국내의 간호사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교대근무 군의 수면의 질이 우울과 유의한 관련성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

다[21]. 선행연구마다 연구결과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수면의 질은 비교적 일관되게 우울의 위험을 증가시키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간호사군의 높은 우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극

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간호사 군의 순환 교대근무 또한 우울의 주요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대근무와 우울

간의 관련성을 본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9],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22]

밤 교대 근무자의 우울이 주간 근무자의 우울보다 높게

나타난 것과도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는 밤 근무를 포

함하는 순환 교대근무 간호사와 상근직 간호사들의 근

무형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조사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야간 근무와 우울

의 관련성을 한 번 더 재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간호사들은 24시간 동안 환자에게 간호를 제공해야 하

므로 순환 교대근무를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간호사

들의 밤 근무 수를 줄이거나 밤 근무 후 충분한 휴식일

을 제공하는 등의 업무환경 개선을 통해 간호사들이 밤

근무 후에 규칙적인 일주기 리듬을 빨리 회복할 수 있

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은 반드시 필요 할 것으로 생각

된다. 더불어 간호사들이 순환 교대근무 후 스스로 수

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중재 방법들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간

호사들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 간호사들의 근무기간이

1-2.9년 이거나 10년 이상인 경우 우울에 유의한 영향

을 나타났는데 이는 1년 미만의 신규간호사의 경우 간

호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한 훈련과정에

있고, 업무가 미숙하여 높은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

로 고려될 수 있다[7, 23].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근무 기간이 우울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차이가

있으므로[20] 추후 간호사 군에서 근무 기간과 우울 간

의 관련성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Ⅴ. 결 론

본 연구결과 여성 간호사 우울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는 수면의 질, 순환 교대근무 및 근무 기간으로 나타났

으며, 간호사의 수면의 질이 나쁠수록, 밤 교대근무를

할수록 더 우울하고,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 경우보다

1-2.9년 혹은 10년 이상인 경우 덜 우울 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본 연구는 간호사들의 수면의 질과 우울의

관련성 및 순환 교대근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재확

인했다는 점에서 주요한 의의가 있다. 또한 현재까지

규명되지 못했던 간호사들의 근무 기간이 우울의 영향

요인임을 제시함으로서 추후 이들 변수들 간의 관련성

을 지속적으로 규명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한 것에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사

들의 수면의 질과 순환 교대근무로 인한 정신, 신체적

건강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개

선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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