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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유휴간호사의 재취업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실시하였다. 2013년 대

한간호협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병원간호사 이직(사직)에 대한 조사’ 연구를 위한 설

문조사 자료 중 최종 381명의 자료를 활용한 이차자료 분석 연구이다. 재취업 의향이 있는 경우는

70.9%로 나타났고, 이들 중 선호하는 근무형태로는 시간선택제 47.8%, 낮번전담제 43.3%, 3교대

제 6.3% 이었다. 대상자의 사직의 주된 이유는 ‘노동 강도가 높아서’ (18.8%), ‘밤근무가 힘들어서’

(16.7%), ‘임금 수준이 낮아서’ (15.9%), ‘출산 및 육아 보육’ (15.9%), ‘직장내 인간관계의 어려움’

(11.1%)이었다. 재취업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혼, 최종 근무직장이 종합병원 또는

요양병원인 경우, 선호하는 근무형태가 3교대제인 경우가 각 기준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직무 자체에 대한 불만족’의 사직이유인 경우로 나타났다. 이에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근무방식 적용과 노동강도를 고려한 인력 배치와 간호전문직 사명감을 높일 수 있는 교

육프로그램을제안한다.

주요용어: 간호사, 교육프로그램, 의향, 취업.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민간주도의 의료시장에 따른 경쟁구도로 인해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은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하고, 계속적인 리모델닝으로 고급화, 차별화, 대형화를 추구하며 병원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투

자하고 있다. 이러한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의료서비스는 노동집약적이며, 인간을 대

상으로 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인력 특히 병원 내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간호

활동에대한투자는질적인의료를확보하는데경쟁력있는접근전략이다 (Kim, 2012; Oh, 2010).

최근 인구의 고령화와 국민소득 증가 등에 따른 간호서비스 수요 증가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간

호사의 역할 확대 등을 예측하며 간호사 인력 양성 및 배출에 주력하고 있다. 즉, 정부는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늘리는 방안으로 해결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2013년 현재 우리나라 면허등록 간호사 수

는 323,779명 (2014년 기준)이지만 17만 명인 47%만이 활동하고 있어, 여전히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수는 4.7명 (간호보조인력 포함)으로 OECD 국가 전체 평균인 9.1명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다

(Korean Nurses Association, 2014). 2014년 기준, 전국 간호교육기관수는 201개로 연간 간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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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0명 이상 배출되고 있지만 병원간호사회의 ‘2013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

면 이직률이 16.9%로 나타나 여전히 간호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 (Korean Hospital Nurses Associ-

ation, 2013). 특히 임금과 근로조건이 좋은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중소도시 및

군 지역에서는 간호사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Cho 등, 2012). 간호사는 고학력 직업군이어서, 시장

논리에 의한 공급 확대만으로는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듯 간호대학 입학정원의 확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간호사 공급을 늘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수급적정화 문제가 해소되지 않자 2008년부터 유휴간호

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Park 등, 2013).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의 재정적 지

원에의해유휴간호사의경력유지를위한재취업교육과지원서비스를제공하였으며, 재취업교육을통

해 취업한 간호사는 교육 참여자의 60% 수준이다. 이들이 재취업한 기관은 요양병원 51.4%, 100병상

이상종합병원 19.6%, 병의원 11.4% 순으로나타났다 (Lee와 Hwang, 2015).

간호사 부족현상에 대한 원인으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 법정인력기준을 위

반하는 현실과 간호사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미비, 중소병원과 대형병원의 임금차이, 24시간 환자의

건강을 위해 양질의 간호를 제공해야 하는 강도 높은 업무를 요구하는 교대근무, 야간 및 주말근무 형태

등을 주로 언급한다 (Kim 등, 2010; Korean Nurses Association, 2014; Park 등, 2013). 선행연구에

서도 근무형태 때문에 사직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경우가 70.8%이었으며, 사직 이유로 불규칙한 생활

이 40.6%, 밤근무로인한부담이 35.5%, 공휴일등원하는날에쉴수없기때문이 19.0%로나타났으며

(Kim과 Yang, 2007), 교대근무자는 비교대근무 간호사에 비해 수면의 질이 낮고 피로감과 우울감이 높

았으며 건강증진행위는 낮게 나타났다 (Son과 Park, 2011). 국내 의료기관에서는 대부분 낮번근무, 저

녁근무, 밤번근무를 포함한 3교대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 3교대를 개선하기 위한 근무형태로

밤번전담제, 낮번근무나 저녁근무를 고정으로 하는 고정근무제, 오전 또는 오후 등 단시간 근무제, 시간

선택 근무제, 12시간 근무제, 주말 전담제 등이 논의되었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Korean

Hospital Nurses Association, 2013).

2006년과 2013년의 미취업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직의 주된 사유를 비교 분석한 결과, 여전히 다수

가 임신과 양육을 지적하였으나 그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반면, 3교대의 어려움과 과중한 간호업무,

낮은 임금 등 간호직 관련 내용 등은 크게 증가하였다 (Lee와 Hwang, 2015). Lee 등 (2012)은 밤번

전담 간호사와 3교대근무 간호사간의 간호업무 수행정도는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직무만족도는 밤번전

담 간호사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밤번전담제의 실효성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미국은 대부분의 병원에

서 12시간 고정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2007년부터 국가정책사업으로 단시간 정규직제

(1일 6시간)를 도입한 결과 이직률이 감소되고, 초과근무시간 감소 및 직무몰입도 증대 등 긍정적인 효

과를보고하고있다 (Lee, 2009).

Park 등 (2013)은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원하는 근무형태로, 밤번전담제 도입에 대한 찬성

이 57.0%, 지원 의향은 17.2%이었으며, 단시간 근무제 도입의 경우에는 찬성이 63.9%, 지원 의향은

44.6%로 나타나 단시간 근무제 도입이 밤번전담제 도입보다 찬성 의견이 많으며 지원 의향도 높은 것으

로보고하였다.

2014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의 도입으로 간호사 인력확보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국가 정
책 현안으로 현재 유휴간호사의 재취업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들이 다시 임상현장

으로복귀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그렇지만이상과같은다양한인식에따라우선유휴간호사의재

취업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재취업 프로그램 적용 대상자를 규

명하고 재취업을 위한 선행조건 등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4시간 근무하여야 되는 간호사의 근

무환경 특성상 이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최소화하여, 일하는 여성으로 일과 삶의 조화를

가능하게 조율해 줄 수 있는 근무형태에 대한 이해는 유휴간호사의 재취업 의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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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이차자료 분석법을 통해 유휴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선호하는 근무형태, 사직이유,

재취업 의향을 조사하여 이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재취업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위한구체적인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유휴간호사의일반적특성, 선호하는근무형태및사직이유의우선순위를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일반적특성및선호하는근무형태에따른재취업의향여부와의유의성을분석한다.

셋째, 대상자의사직이유에따른재취업의향여부와의유의성을분석한다.

넷째, 대상자의재취업의향에영향을주는요인을도출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4년 6월 실시한 병원간호사 이직에 대한 조사 자료를 활용한

이차분석연구로, 유휴간호사의재취업의향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한서술적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인 유휴간호사는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만 현재 간호사로 활동하지 않는 자이다.

연구대상자 확보방법은 대한간호협회의 협조를 통해 협회에 등록된 간호사 중 유휴간호사를 대상으로

2014년 6월 2일부터 7월 2일까지 1개월간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결과, 총 387명

이 본 조사에 응답하였다.응답대상자 중 본 조사의 재취업 여부 문항에 6명이 무응답하여 이를 제외

한 381명의 자료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되었다. 표본 크기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시 400개 이상으

로 적정 표본수를 제시하고 있었기에 (Redmond와 Keenan, 2002) 비교적 적절한 표본수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에서 심의면제 확인을 받았다 (IRB

No.201410-SB-015-01).

2.3. 분석항목

연구 목적에 따라 일차 자료 중 성별, 연령, 결혼상태, 자녀수, 학력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최

종근무직장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기타 (요양병원과의원이나학교, 연구기관, 보건소등)로

구분하였다. 최종 직장에서 사직한 후 현재까지 미취업한 경력단절 기간의 단위는 개월로 파악하였다.

선호하는 근무형태는 낮번전담제, 시간선택제, 3교대제, 야간전담제, 휴일전담제로 구분하였고, 재취업

의향은 ‘예’, ‘아니오’ 여부로 조사하였다. 사직이유는 기존 문헌고찰 (Kim과 Yang, 2007; Lee, Cho

등, 2014; Lee와 Hwang, 2015; Park 등, 2013) 및간호사면담등을통해 16개요인을도출하여구체화

하였다. 사직 이유가 복합적이어서 각각의 사직 이유별로 본인의 사직 이유에 해당되는 정도를 리커트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여 1점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은 ‘매우 그렇다’로 개발하였으며, 또

한가장주된사직이유를선택하도록하여최우선이직사유자료로활용, 분석하였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 소프트웨어 IBM SPSS Statistic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구체적인분석방법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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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의일반적특성, 선호하는근무형태, 사직이유순위는기술통계를실시하였다.

2) 대상자의일반적특성, 선호하는근무형태에따른재취업의향의차이는교차분석을실시하였다.

3) 대상자의사직이유에따른재취업의향여부의차이는 t-test를실시하였다.

4) 대상자의 재취업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logistic regres-

sion model)을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재취업 의향 여부 및 선호하는 근무형태

본 연구 대상자의 94.8% (367명)는 여성이었고, 25-29세가 34.3% (125명)로 가장 많았으며, 기혼자

가 50.5% (192명), 기혼자의 자녀수는 2명인 경우가 40.1% (77명), 1명인 경우 27.6% (53명)이었다.

최종근무기관은상급종합병원이 33.9% (129명), 종합병원 31.6% (120명), 병원 14.2% (54명)로나타

났다. 최종 직장에서 사직한 후 2014년 6월 설문조사 당시까지 미취업 기간은 6개월-1년 미만이 46.5%

(155명), 1-2년 미만이 24.3% (81명), 4년 이상이 15.6% (52명) 순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의향이 있

는 경우는 70.9% (270명)였고, 선호하는 근무형태로는 낮번전담제 50.2% (167명), 시간선택제 41.7%

(139명), 3교대제 5.4% (18명)등의순이었다 (Table 3.1).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선호하는 근무형태에 따른 재취업 의향 여부와의 유의성

본 연구대상자 381명 중 재취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70.9%이었다. 대상자의 재취업

의향은 결혼상태 (χ2=18.821, p <.001), 최종 근무직장 (χ2=20.223, p <.001), 선호하는 근무형태

(χ2=27.138,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기혼인 경우, 최종 근무 직장이 종합병원, 요

양병원인경우, 선호하는근무형태가시간선택제, 3교대제인경우재취업의향이높았다 (Table 3.1).

Table 3.1 Intent of re-employment by general characteristics (N=38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Intent of re-employment

χ2 (p)Yes No

n (%) n (%)

Total 270 (70.9) 111 (29.1)

Gender
Male 20 (5.2) 15 (5.6) 5 (4.5) .175

Female 361 (94.8) 255 (94.4) 106 (95.5) (.804)

Age

22-24 41 (11.3) 25 (9.8) 16 (25.0) 9.995

25∼29 125 (34.3) 79 (31.2) 46 (71.9) (.075)

30∼34 92 (25.3) 72 (28.3) 20 (31.3)

35∼39 43 (11.8) 29 (11.4) 14 (21.9)

40∼44 38 (10.4) 28 (11.0) 10 (15.6)

45< 25 (6.9) 21 (8.3) 4 (6.3)

Marital status
Single 188 (49.5) 114 (42.7) 74 (67.3) 18.821

Married 192 (50.5) 153 (57.3) 36 (32.7) (<.001)

Number of children

(Married=192)

0 47 (24.5) 34 (22.7) 8 (23.5) 2.602

1 53 (27.6) 44 (29.3) 8 (23.5) (.457)

2 77 (40.1) 58 (38.7) 17 (50.0)

3< 15 (7.8) 14 (9.3) 1 (3.0)

Last workplace as

a RN

Advancedgeneral hospital 129 (33.9) 75 (27.9) 54 (48.6) 20.223

General hospital 120 (31.6) 90 (33.5) 30 (27.0) (<.001)

Hospital 54 (14.2) 40 (14.9) 14 (12.6)

Long-term care hospital 33 (8.7) 31 (11.5) 2 (1.8)

Others1) 44 (11.6) 33 (12.2) 11 (9.9)

Unemployment

duration (Months)

(n=333)

< 6 17 (5.1) 15 (6.2) 2 (2.2) 6.199

6∼11 155 (46.5) 110 (45.3) 45 (50.0) (.287)

12∼23 81 (24.3) 63 (25.9) 18 (20.0)

24∼35 17 (5.1) 13 (5.3) 4 (4.4)

36∼47 11 (3.3) 9 (3.7) 2 (2.2)

48 ≤ 52 (15.6) 33 (13.6) 19 (21.1)

Preferred working

pattern

Flexible working time 139 (41.7) 128 (47.8) 11 (16.9) 27.138

Fixed day shifts 167 (50.2) 116 (43.3) 51 (78.5) (<.001)

Fixed weekend/holiday shifts 5 (1.5) 4 (1.5) 1 (1.5)

8-hr shifts 18 (5.4) 17 (6.3) 1 (1.5)

Fixed night shifts 4 (1.2) 3 (1.1) 1 (1.5)

No respondents are excluded, 1) Clinics, schools, research centers, public health centers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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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상자의 사직의 주된 이유

본 연구 대상자가 사직한 최우선 사유를 살펴보면, ‘노동 강도가 높아서’ (18.8%)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밤근무가 힘들어서’ (16.7%), ‘임금 수준이 낮아서’(15.9%), ‘출산 및 육아 보육’ (15.9%), ‘직

장내인간관계의어려움’ (11.1%) 등의순으로나타났다 (Table 3.2).

Table 3.2 Main reasons for resigning from nursing job (N=381)

Rank Resignation reasons n (%)

1 High work intensity 71 (18.8)

2 Difficulties of night shifts’activities 63 (16.7)

3 Low payment 60 (15.9)

3 Pregnancy or parenting 60 (15.9)

5 Difficult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workplace 42 (11.1)

6 Dissatisfaction with nursing job itself 14 (3.7)

7 Preparation of exams for a job outside of the hospital 12 (3.2)

8 Few promotion or self-development opportunities 10 (2.6)

8 Getting a job in other hospitals 10 (2.6)

8 Personal health problems occurred in workplace 10 (2.6)

11 Marriage 7 (1.9)

12 Entering graduate school or studying abroad 8 (2.1)

13 Hating working on holiday 5 (1.3)

14 No child care facilities in workplace 3 (0.8)

15 Movement to other cities 2 (0.5)

16 Low organizational reputation 1 (0.3)

Total 378 (100.0)

No respondents are excluded

3.4. 유휴간호사의 사직 이유에 따른 재취업 의향 여부와의 유의성

대상자의 사직이유에 따른 재취업 의향여부와의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취업을 원

하지 않는 경우에 사직이유가 높게 나타난 문항은 ‘노동 강도가 높아서’ (p <.001), ‘밤근무가 힘들어

서 ’(p=.014), ‘간호직무 자체에 대한 불만’ (p <.001), ‘직종변경을 위한 시험준비’ (p <.001), ‘승진이

나 발전기회가 없어서’ (p <.001), ‘간호업무로 인한 건강문제로’ (p=.002) 이었다 (Table 3.3, Figure

3.1).

Table 3.3 A comparison of resignation reasons by the intent of re-employment

Resignation reasons

Intent of re-employment

t pYes (N=270) No (N=111)
M±SD M±SD

High work intensity 4.14±1.14 4.52±0.72 -3.913 <.001
Difficulties of night shifts 4.18±1.22 4.48±1.01 -2.467 .014
Low payment 3.66±1.24 3.59±1.29 0.483 .630
Pregnancy or parenting 3.15±1.73 2.97±1.62 0.942 .347
Difficult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workplace 3.28±1.47 3.52±1.38 -1.524 .129
Dissatisfaction with nursing job itself 2.65±1.34 3.76±1.26 -7.639 <.001
Preparation of exams for a job outside of the hospital 2.61±1.33 3.17±1.37 -3.652 <.001
Few promotion or self-development opportunities 3.30±1.38 3.82±1.26 -3.579 <.001
Getting a job in other hospitals 2.91±1.39 2.61±1.45 1.916 .056
Personal health problems occurred in workplace 3.30±1.41 3.74±1.17 -3.111 .002
Marriage 2.50±1.56 2.35±1.40 0.917 .360
Entering graduate school or studying abroad 2.37±1.38 2.55±1.42 -1.112 .267
Hating working on holiday 3.46±1.42 3.70±1.40 -1.527 .128
No child care facilities in workplace 3.06±1.59 3.02±1.54 0.211 .833
Movement to other cities 2.07±1.28 1.87±1.14 1.397 .163
Low organizational reputation 2.14±1.10 2.19±1.13 -0.446 .656
No respondents are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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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Significant factors (among resignation reasons) influencing the intent of reemployment

3.5. 유휴간호사의 재취업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교차분석을 통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인, 결혼상태, 최종 근무직장, 선호하는 근무형태의 변

수와 사직이유에 따른 재취업 의향 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던 문항들을 독립변수

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재취업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혼상태, 최

종근무직장, 선호하는근무형태와 ‘간호직무자체에대한불만족’의사직이유이었다. 자세히살펴보면,

재취업 의향이 기혼인 경우에는 미혼의 1.99배 (95% CI: 1.00∼3.93), 최종 근무직장이 종합병원인 경

우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2.78배 (95% CI: 1.26∼6.14), 요양병원인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6.19배

(95% CI: 1.21∼31.74) 높았다. 선호하는근무형태가 3교대제인경우재취업의향은시간선택제에비해

5.56배 (OR=0.18, 95% CI: 0.08∼0.39) 높았고, 사직이유가 ‘간호직무 자체에 대한 불만족’인 경우는

재취업의향이 1.61배 (OR=0.62, 95% CI: 0.47∼0.82) 낮은것으로나타났다 (Table 3.4).

Table 3.4 Factors related to the intent of reemployment of inactive RNs

Characteristics Categories β p OR 95% CI

Marital status(ref:Single) Married 0.69 .049 1.99 1.00-3.93

Last workplace as a RN

(ref:Advanced general

hospital)

General hospital 1.02 .011 2.78 1.26∼6.14

Hospital 0.77 .151 2.15 0.76∼6.12

Long-term carehospital 1.82 .029 6.19 1.21∼31.74

Others 0.69 .227 1.99 0.65∼6.08

Preferred working

pattern (ref:8-hr shifts)

Flexible workingtime -1.72 <.001 0.18 0.08∼0.39

Fixed day shifts 0.42 .710 1.52 0.17∼13.96

<Main Reasons for Resigning>

Preparation of exams for a job outside of the hospital -0.08 .558 0.93 0.72∼1.19

Personal health problems occurred in workplace -0.22 .106 0.81 0.62∼1.05

High work intensity -0.06 .795 0.95 0.62∼1.44

Difficulties of night shifts 0.00 .998 1.00 0.70∼1.43

Dissatisfaction with nursing job itself -0.48 .001 0.62 0.47∼0.82

Few promotion or self-development opportunities -0.01 .931 0.99 0.75∼1.30

4. 논의

간호직의 근무형태는 매우 중요한 사직이유가 된다 (Kim과 Yang, 2007; Lee, Cho 등, 2014). 본 연

구에서 전체 대상자가 선호하는 근무형태는 낮번전담제 50.2%, 시간선택제 41.7%, 3교대제 5.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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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이었다. 그러나 재취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70.9%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근무형태를 살펴보면,

이들 중 가장 선호하는 근무형태는 시간선택제 (47.8%)이었는데, 선행연구에서도 탄력적인 일일 근무

시간제 도입에 대하여 67.3%가 찬성한 것 (Kim과 Yang, 2007)과 단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한 찬성이

63.9%, 지원의향은 44.6%로 (Park 등, 2013) 나타났다. 그 다음은 낮번전담제 (43.3%)이었는데, 이

는 재취업 의향과 상관없이 전체 대상자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근무형태이기도 하였으나, 실제로 재

취업 의향은 167명 중 69.5% (116명)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낮번전담제는 선호하는 근무형태이

나 이런 유형의 근무기관이 많지 않은 실정으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실제로 3교대제를 선택한 경

우는 18명 중 재취업 의향이 94.4%(1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회귀분석에서도 선호하는 근무형태

가 3교대제인 경우의 재취업 의향은 시간선택제에 비해 5.56배 (OR=0.18, 95% CI: 0.08-0.39)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3교대제는 병원간호사의 일반화된 근무형태로 현실적으로 재취업 가능성도 높을 수 있

으며, 간호사스스로도바람직한근무형태로 3교대 86.7%, 2교대 4.4%로인식하고있는것과비슷한결

과로사료된다 (Korean Hospital Nurses Association, 2006).

재취업 의향이 있는 대상자들은 기혼자가 81.0%로 높게 나타났고, 회귀분석에서는 미혼자보다 재취

업 의향이 1.99배 높았으며, 연령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45세 이상이 84.0%로 가

장 높았고, 그 다음은 30∼34세 78.3%, 40∼44세 73.7%로 나타났다. 이는 Lee와 Hwang (2015)의 연

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40세 이상의 중년층 간호사가 결혼, 임신 및 출산, 자녀양육 등의 역할부담이

완화되어 시간적 여유가 확보됨에 따라 재취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사는 대다수가

여성인데, 3교대 근무, 야간근무 등 간호직의 근무 패턴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에 어려움을 주기에 결

혼, 임신 및 출산, 자녀양육 등 여성의 정상적인 사건들이 사직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Lee,

Cho 등 (2014)도 교대근무가 간호직의 최대 문제점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며, 다른 직업과 다른 생활주

기를 갖게 되어 육아시간 활용이나 자기계발 시간의 활용 등이 재직의도를 낮춘다고 보고하였다. Lee와

Hwang (2015)도 경력단절 간호사의 조기 퇴직사유는 임신 및 출산 보다는 자녀양육 조력자가 없는 상

황에서 발생하는 양육 스트레스인 것으로 설명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자녀양육 휴가 제도, 양육비 지원,

육아휴직제도를자유롭게활용할수있는사회분위기조성과육아휴직기간을자녀의학령기로확대하

는등개인적, 가족적상황에맞게신축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개선을제안하였다. 이렇듯병원간호사

의 경력에 따라 사직의도를 확인하는 것은 신규 및 경력간호사들의 인적자원 유지 및 확보 측면에서 중

요한접근이될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직이유로 ‘노동 강도가 높아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밤근무가 힘들어서’, ‘임금

수준이 낮아서’, ‘출산 및 육아 보육’, ‘직장 내 인간관계의 어려움’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취업을 원

하지않는경우에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나타내며사직이유에서높게나타난문항은‘노동강도가높

아서’, ‘밤근무가 힘들어서’, ‘간호직무 자체에 대한 불만’ 등이었다. 유휴간호사 재취업 지원사업 성과

분석 보고에서도 40대 이상의 경우 요양병원 취업이 높은 비율 (51.4%)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근무조건

과 자신의 근무역량 및 체력적 부담 등을 고려한 선택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Lee와 Hwang, 2015).

본연구에서도최종근무직장이요양병원인경우 33명중재취업의향이있는경우가 93.9%(31명)로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최종 근무직장이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인 경우 재취업 의향은 상급종합병원의

각각 2.78배와 6.19배 높게 나타났다. Kim (2012)도 간호사 이직원인으로 노동의 중요성과 강도에 비

하여경제적보상이취약하며, 즉각적인판단이요구되는업무상황, 다양한인간관계에서오는스트레스

와 업무강도로 인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병원에서 의료기관 인증을 받기 위한 노

력, 질 향상을 위한 활동 등 환자에 대한 직접 간호 이외의 업무가 늘어가는 것도 업무강도를 높이는 원

인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밤번근무도 중요한 사직이유인데, 선행연구로 밤번전담제 도입에는 무응

답 54.5%, 반대 36.6%, 동의 8.9%로 나타났으며, 밤번전담 간호사로의 지원에는 한명도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나타났다 (Korean Hospital Nurses Association, 2006). 최근진행된 Park 등 (2013)의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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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밤번전담제 도입에 대한 찬성은 57.0%, 지원의향은 17.2%로 높아졌지만, 밤번전담제 도입보다 단

시간 근무제 도입이 찬성 63.9%, 지원의향 44.6%로 더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밤번전담제를 시행하

고 있는 병원에서, 밤번고정근무 간호사가 3교대 근무 간호사에 비해 밤번 근무 중 느끼는 주관적 피로

도가 더 낮고, 삶의 질이나 여가활동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밤번전담 간호사의 밤번 고정 근무 지

속의사가 88.7%, 3교대 근무 간호사 중 지원할 의사가 있는 경우가 50.5%였다 (Lee 등, 2012; Jang,

2010). 그러나 간호사가 현재의 근무형태로 사직을 고려해 본 적이 있는 것에 비해 교대근무로 인한 불

편감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참는다 (46.5%), 삶의 주기를 근무형태 스케줄에 맞춘다 (44.6%)로

나타나 3교대 근무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과 Yang, 2007). 또한 밤번전담제

를 정착하기 위해 밤번근무 중 가장 부담이 되는 응급실에서의 신환 입실 시간 조정을 위한 제도적 개

선이 필요하고 응급환자나 중환자 간호를 위한 간호인력 지원과 유급 휴가일수 증가나 밤번근무 수당인

상과 같은 경제적 보상, 그리고 다양하고 건강한 식단으로 구성된 야식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 (Lee 등,

2012). 일본의 개호병원의 경우 2교대 근무제를 실시하는데, 낮번은 9시간, 밤번은 15시간을 근무한다.

그러나 주 40시간을 엄격하게 지켜 밤근무 3일 후 3일 휴가를 하고, 밤근무 시간이 긴 관계로 업무가 복

잡하지 않고, 수당이 많아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 등, 2005). 이렇듯 간호사의 근

무형태 변화는 먼저 간호사들의 의견수렴과 현재 밤번 근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며, 또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지 등에 대한 연구도 요구되며, 다양한 근무형태에 대한 간호사 개인의

선택권을 허락하는 제도의 적용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충분한 인력이 보충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일

괄적으로 고정된 시간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 보다는 간호사의 인력이 많이 요구되는 시간대에 탄력적으

로근무할수있도록간호필요도에입각한간호인력스태핑전략을마련하는등장단점을고려하여다양

한 근무형태를 도입,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모색도 함께 필요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도 많은 인력이 요

구되는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간호사를 배치하는 것이 간호사 복지, 건강, 직업만족에 유의하다 (Korean

Hospital Nurses Association, 2006)고 보고했다. Lee와 Hwang (2015)도 3교대를 할 수 없고 풀타임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간호사의 경우, 재취업 의지가 있더라도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

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시간제 간호사 활성화 방안, 야간전담 간호사 제도 도입, 병원 이외 지역사

회 내에서 간호사가 필요한 근무처 개발 및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요양시설 등으

로 중년 간호사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 나아가 간호사 부족에 대한 전통적 방

식의 정책, 즉 간호교육 시설 증가, 학생 정원 확대, 유휴 간호인력 재취업 유도, 외국간호사 인력 수입

등 인력의 양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탄력성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을 만들고, 간호사에 대한 경제

적 보상, 근무환경, 전문직 개발의 기회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Lee, Kang

등, 2014).

사직이유가 ‘간호직무 자체에 대한 불만’인 경우는 재취업 의향이 1.61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간호사의 직무만족에 전문직 자아개념이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난 연구 (Park 등, 2016)와

간호 전문직 사명감이 높을수록 재직의도가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간호학생 교

육에서부터 전문 직업성 배양을 위한 적극적 접근이 필요하다 (Lee 등, 2014). 유휴간호사를 위한 재취

업 교육과정에서도 간호전문직관 증진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며 재취업 교육과정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제언도있었다 (Han과 Choi, 2011).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재취업 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고려할 때, 기혼여성이 재취업 의향이 높았

는데, 좀 더 빠른 시기에 재취업하거나 임신 및 출산, 자녀양육 등의 이유로 사직하지 않도록 양육비 지

원이나다양한자녀양육휴가등의제도가정착되고자유롭게활용할수있는사회분위기조성이필요하

다. Kim과 Choi (2016)의 연구에서도 조직지원이 감정노동을 낮추면서 직무만족을 높이는 주요한 요

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무엇보다도 노동강도를 고려하여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간선택제등이들을배려한근무방식의확대가필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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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유휴간호사 중 재취업 의향이 있는 경우는 70.9%이었으며, 재취업 의향이 있는 경

우 선호하는 근무형태는 시간선택제 (47.8%)와 낮번전담제 (43.3%)가 대부분이었고, 3교대 근무제는

6.3%에 불과하였다. 가장 주된 사직이유로는‘노동 강도가 높아서’, ‘밤근무가 힘들어서’, ‘임금 수준이

낮아서’, ‘출산 및 육아 보육’, ‘직장내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취업을 원하지 않

는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며 사직이유에서 높게 나타난 문항은 ‘노동 강도가 높아서’,

‘밤근무가 힘들어서’, ‘간호직무 자체에 대한 불만’ 등이었다. 재취업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

혼인 경우, 최종 근무직장이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 비해 종합병원, 요양병원인 경우, 선호하는 근무형

태가 시간선택제에 비해 3교대제인 경우 재취업 의향이 높았고, 사직이유가 ‘간호직무 자체에 대한 불

만’인 경우는 재취업 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휴간호사의 재취업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중한 노

동강도를 고려하여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한 인력배치의 준수 의무화 및 규제 강화, 탄력적인 간호인력

관리, 그리고간호사수급을고려한다양한근무형태개발및활용이요구된다.

본 연구는 2015년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의 도입으로 간호사 인력 확보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시점에서, 간호사이직방지및유휴간호사활용을극대화하기위한조사결과이어서의미가있으

나일부임의추출된것으로일반화하는데신중해야할것이다.

본연구결과를바탕으로다음과같이제언하고자한다.

첫째, 본연구는기존자료를이차분석한연구결과로유휴간호사의재취업의향과관련된다양한잠재

적요인들을고려하지못하였는데, 이들을충분히반영한반복연구가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시간선택제 및 단축근무제 등 탄력근무형태를 확대하는 의료기관에 대

해서는공적지원실시에대해서고려할것을제안한다.

셋째, 의료기관 소재지역 및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근무형태 개발 및 도입에 따른 장단점 또는 고려점

등을해당간호사, 의료기관, 환자입장에서각각분석하는후속연구가필요하다.

넷째, 간호교육과정과 유휴간호사를 위한 재취업 교육과정에서 간호전문직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

그램개발및효과측정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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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the intent of re-employment

of inactive registered nurses. This study presents a secondary analysis of data collected

in ‘Nurse Turnover On-line Survey’ by Korean Nurses Association and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n 2014. The analysis shows that 70.9% of inactive RNs

has an intent to return to practice, and most of them preferred ‘flexible working options’

(47.8%) or ‘fixed day shifts’ (43.3%) as a work pattern. Main reasons for resigning from

their last job have been found to be ‘high work intensity’ (18.8%) and ‘difficulties of

night shifts’ (16.7%). Inactive married RNs who have working histories in a general

hospital or a long-term care hospital or have preferences for traditional shift works

showed a stronger intent to return to practice than their reference group. Our study

shows that, for inactive RNs to return to practice, it is recommendable to adopt various

non-traditional working patterns, to make a staffing distribution considering the labor

intensity and to develop education programs designed to increase RNs’professional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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