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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changes in stress, occupational stress, and subjective health problems of novice female 
nurses within the first 18 months of work. Methods: This was a longitudinal study conducted with a secondary data analysis based 
on the Shift Work Nurse’s Health and Turnover (SWNHT) study. The participants were 178 female novice nurses who participated in all 
3 data collection activities (on the first day of orientation before ward placement [T0], 6 months after work [T1], and 18 months after 
work [T2]). The stress, occupational stress, 8 subjective health problems (upper musculoskeletal pain, leg/foot discomfort, depression, 
anxiety or emotional disorder, sleep disturbance, headache, gastrointestinal disorder, menstrual disorder, and others), and the great-
est health problem during the study period were measured, respectively.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6.0 to obtain descriptive 
statistics. Results: The subjective health of novice female nurses were found to be poor at T1 compared to T0 on both physical (upper 
musculoskeletal pain, leg/foot discomfort, and sleep disturbance) and psychological health problems (depression and stress). How-
ever, the psychological health problems of the participants were alleviated at T2 whereas; physical health problems persisted until T2. 
Conclusion: Novice nurses had poor health problems 6 months after work. Sleep disturbance and musculoskeletal pain persisted al-
though other health problems such as depression and stress were alleviated over the period. Strategies to prevent and manage dif-
ferent health problems of novice female nurses at different work duration are urgently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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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지속적으로 환자를 돌봐야 하고 교대 근무를 해야 하

는 직업의 특성상 건강 유지 및 관리가 중요하다[1]. 그러나 간호사

는 자신의 건강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른 직종의 여성 근

로자에 비해 더 많은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간호사 중 절반 이상이 지난해보다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였

으며[3], 특히 경력이 낮은 신규간호사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4] 신규간호사의 건강은 경력간호사보다 건강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

신규간호사는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5]. 그러나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아지면

서 신규간호사는 충분한 시간과 경험 없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6]. 입사 후 첫 6개월 동안 신규간호사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과 

기본적인 업무를 익히기 위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돌볼 여유가 없으

며 높은 스트레스와 감정적 피로를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7]. 또

한 본인의 미숙한 업무능력으로 인한 실수나 오류를 막기 위해 신

규간호사는 업무 시간 내내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심리적 압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8]. 

건강의 주요 매개요인으로써 과도한 스트레스는 건강에 악영향

을 미칠 수 있다[9].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

레스 또한 건강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0]. 임상에 적응하

는 동안 신규간호사가 겪는 스트레스는 우울, 불안, 강박과 같은 심

리적 건강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며, 건강상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1,11]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신규간호사의 건강은 간호사라는 직무 특성상 불가피한 교

대 근무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밤샘 야간근무를 포함하여 교대 

근무를 시작하는 신규간호사는 불규칙한 생활양식을 가지기 쉬우

며 건강 증진 활동이 감소하여 건강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8]. 하지 부종과 근골격계 통증은 간호사의 대표적인 건강문제로 

보고되고 있으며[12] 불규칙한 식사 시간과 근무 후 야식으로 인해 

신규간호사는 체중 증가, 위장장애 등의 건강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3]. 또한 교대 근무와 업무 과다로 인한 수면 부족은 피로

감과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14]. 

신체적, 심리적 건강문제와 함께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신규간호

사는 짧은 기간 내 이직을 결정하고 있으며 ‘질병, 신체적 이유’로 

9.2%의 신규간호사가 이직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5]. 신규간호사

의 건강 악화로 인한 이직률 증가는 경력간호사의 부족 현상을 초

래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

[16]. 따라서 간호사 개인적 측면뿐 아니라 국가적 의료 인력관리 차

원에서 신규간호사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부분 단편

적인 것으로, 수면 장애, 우울 등 부분적인 건강문제만을 다루고 있

어[14,17] 신규간호사의 전반적인 건강문제를 조사한 연구는 찾아

보기 힘들다. 또한 신규간호사는 업무에 적응하면서 건강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18] 시간 경과에 따른 신규간호사의 건강문제 관련 

연구는 많지 않다. 신규간호사들이 지각하는 건강 수준은 전체 간

호사들이 지각하는 건강 수준에 비해 다소 낮았다는 점[4], 그리고 

역할에 따른 신규간호사의 업무 부담감이나 스트레스가 경력간호

사보다 더 심함[1]을 고려할 때 신규간호사의 스트레스 정도와 건강

문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주관적 건강은 객관적 지표로 측정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강의 매우 유효한 대

리변수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19]. 또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건강에 대한 자가보고가 실제 객관적인 유병률을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측정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9,19], 더 나아가 건강에 

대한 자가보고는 객관적 진단보다 개인의 안녕 상태를 더 잘 예측

할 수 있는 결정인자로 보고되기도 하였다[20]. 성별에 따라 신규간

호사의 건강문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간호사 대부분이 여성

임[14]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성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입

사 후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와 주관적 건강문제를 종단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 신규간호사의 시간 경과에 따른 스트레

스, 직무 스트레스, 건강문제, 그리고 그 중 가장 염려되는 건강문제

를 조사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여성 신규간호사의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및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종단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2차 자료 분석 연구

다. 원자료는 교대 근무 간호사의 건강과 이직(Shift Work Nurse’s 

Health and Turnover [SWNHT] study) 코호트 연구[1,10,14]로 교대 근

무 간호사의 건강, 프리젠티즘, 이직 의도와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

한 전향적 종단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원자료의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2개 상급종합병원에서 교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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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시작 전인 신규간호사(n =294)와 교대 근무 중인 경력간호사(n =  

300)이다. 원자료에서는 성별에 따른 건강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여성

만을 대상자에 포함하였다. SWNHT 연구에서 신규간호사는 3회의 

추적 조사[1차(근무부서 배치 전, T0), 2차(1차 6개월 후, T1), 3차(1차 

18개월 후, T2)]를 시행하였고, 경력간호사는 2회의 추적 조사[1차

(T1), 2차(12개월 후, T2)]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규간호사

를 대상으로 1차(n =294), 2차(n =204), 3차(n =204) 자료 수집된 원자

료(SWNHT study) 중 3회 추적 조사에 모두 참여한 신규간호사(n =  

178)를 대상으로 자료 분석하였다. 이에 1회 이상 자료수집에 참여

하지 않은 대상자 116명과 경력간호사 300명은 본 연구 결과에 포함

하지 않았다.

3. 연구 도구

1)�대상자의�일반적�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원자료 중 인구 사회학적 특성, 직업 

관련 특성을 활용하였다. 원자료에서 대상자의 인구 사회적 특성으

로는 연령, 교육 수준, 결혼 여부, 동거인 유무를 조사하였으며, 직업 

관련 특성으로는 근무부서, 교대 근무 유형(고정 근무, 2교대 근무, 

3교대 근무), 근무경력(년),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밤번 근무 개수(회)

를 조사하였다. 

2)�스트레스와�직무�스트레스

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는 대상자가 느끼는 일상적인 스트레스

를 의미하며 시각적 상사척도(Visual Analog Scale [VAS], 1-10점)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

한다.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는 Chang [21]이 개발한 한국형 직무 스

트레스 측정 도구 단축형(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KOSS-

26])으로 측정한 점수를 활용하였다. 해당 도구는 총 26개 문항, 8가

지 하위영역(물리 환경, 직무 요구, 직무 자율성 결여, 관계 갈등, 직

무 불안정, 조직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문화)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1-4점)로 측정하며 15개의 긍정적 문항은 역 코딩

하여 계산한다. 8가지 하위영역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 후 합산하

여 8로 나누어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

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근무를 시작한 후 총 2회

[입사 6개월 후(T1), 입사 18개월 후(T2)]에 걸쳐 대상자의 직무 스트

레스를 측정하였다. 근무부서 배치 전(T0)인 오리엔테이션 동안은 

신규간호사가 직무를 직접 하지는 않으므로 이 기간에는 직무 스

트레스를 조사하지 않았다. 원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2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84이었다. 

3)�건강�관련�특성

대상자의 건강 관련 특성으로 원자료 중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근력 및 유연성 운동(일/주), 주관적 건강문제, 가장 염

려되는 건강문제 4개 항목을 활용하였다. 체질량지수는 자가보고

로 조사한 신장과 체중을 바탕으로 체질량지수(BMI)를 산출하였

다. 체질량지수는 아시아 국가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기준으로 저

체중 18.5 kg/m2 미만, 정상 체중은 18.5-22.9 kg/m2, 과체중은 23 kg/

m2 이상으로 정의하였다[22]. 또한 근력/유연성 운동은 최근 1주일 

동안 운동일수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문제는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간호학과 교

수 2인, 간호사 2인이 협의하여 간호사가 가장 많이 호소하는 건강

문제 7가지를 선별하였다. 선별된 건강문제는 ①근골격계 통증(목, 

어깨, 등, 허리 통증), ②우울(우울감, 불안감), ③수면 장애(불면증, 

수면 관련 장애), ④두통, ⑤위장 장애(복통, 설사, 변비, 위궤양), ⑥

월경 장애 및 난소 문제, ⑦발과 다리의 피로 및 부종으로 총 7문항

이다. 이외에 ⑧기타 항목을 추가하여 다른 건강문제를 가진 경우 

대상자들이 직접 기재하도록 하였고, ‘건강문제 없음’ 문항을 추가

하였다. 각 3회의 추적 시점에서 대상자가 호소한 주관적 건강문제

는 다중응답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중 가장 염려되는 건강문제 한 

가지를 추가 기입하도록 하였다.

4. 자료수집

원자료의 자료수집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시행되었

다. 원자료는 연구 시작 전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 참여 기간, 자료수

집방법, 윤리적 고려 등에 관해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에 

한해 서면동의서 작성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원자료 수집 과정에

서 조사원이 근무 배치되기 전 집단교육 시 신규간호사 대상자에게 

직접 홍보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신규간호사 대상자의 자료는 

3회의 추적 조사[1차(근무부서 배치 전, T0), 2차(6개월 후, T1), 3차(1

차 18개월 후, T2)]를 시행하여 수집되었다. 본 연구자는 원자료의 

수집이 완료된 후 연구 책임자의 동의를 얻고 저자 소속대학교 생

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 면제 승인(IRB 

No. E2111/001-001)을 받았다. 본 연구는 원자료 중 신규간호사 3회

의 추적 조사 자료를 전산으로 코드화하여 입력한 파일을 전달받

아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6.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건강 관련 특성, 

주관적 건강문제, 그리고 가장 염려되는 건강문제는 빈도수와 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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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평균, 표준편차를 포함한 기술 통계를 산출하였다. 직무 스트레

스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직

무 스트레스 차이는 정규성 검정을 만족하여 Paired t-test를 통해 검

증하였다.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문제는 다중응답 빈도수로 분석하

였다. 또한 시간 경과에 따른 건강문제 유무의 변화는 구형성 검정

을 만족하지 못하여 비모수 검정방법인 Cochran Q 검정과 Fried-

man 검정을 진행하였으며, 시간 경과와 건강문제 유무에 따른 스트

레스, 직무 스트레스 간의 차이는 Two-way ANOVA를 시행하였다. 

종속변수인 스트레스와 직무 스트레스는 정규성과 등분산성 검정

을 확인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시간과 건강문제 유무를 기입하여 

분석하였다.

6. 윤리적 고려

원자료는 서울대병원과 삼성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IRB)의 

승인(IRB No: H-1712-094-907, 2017-12-075-002)과 병원 간호부의 승

인 후 자료수집 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

의 면제 승인(IRB No. E2111/001-001)을 받은 후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상태로 코드

화한 원자료를 파일로 받았으며 이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컴퓨터

를 통해 자료를 저장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 대상자

는 총 178명으로 2차 추적 조사(T1) 당시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3.62

± 1.24세이었다. 대상자 177명(99.4%)은 미혼, 그리고 178명(100.0%) 

모두 출산 경험이 없었다. 대상자 중 혼자 사는 사람은 25명(14.0%)

이었다. 대상자의 근무부서는 병동이 107명(60.1%)으로 가장 많았으

며 중환자실 49명(27.5%), 수술실 10명(5.7%) 순이었다. 4명을 제외한 

대상자 174명(97.8%)은 모두 3교대 근무이었으며 대상자의 평균 한 

달 밤번 근무 개수는 5.71± 1.72일이었다. 

2. 대상자의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대상자의 스트레스(범위: 0-10점)는 T0 5.11± 2.07점, T1 6.50 ± 1.51

점, T2 5.88± 1.66점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F =37.28, p < .001).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는 T1에서 

51.30 ± 10.87점으로 T2 46.93 ± 9.64점보다 더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t= 5.72, p = .001) (Tables 2,3).

독립변수로 수면 장애, 우울 문제를 종속변수로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를 각각 설정하여 Two-way ANOVA 추가 분석한 결과, 스

트레스는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F =20.39, p < .001), 우울 문제를 호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and Occupational stress                  (N = 178)

Variables Categories
n (%) or Mean ± SD

6M work (T1) 

Age (yr) < 24 98 (55.1) 23.62 ± 1.24
24-26 75 (42.1)
≥ 27 5 (2.8)

Marital status Unmarried 177 (99.4)   
Married 1 (0.6)   

Education College graduation 5 (2.8)   
University graduation 173 (97.2)   
Above graduate school graduation 0 (0.0)   

Living alone Yes 25 (14.0)   
No 153 (86.0)   

Work unit General ward 107 (60.1)   
Intensive care unit 49 (27.5)   
Operating room 10 (5.7)   
Emergency room 9 (5.0)   
Others† 3 (1.7)   

Shift work type 2 Shifts 1 (0.6)   
3 Shifts 173 (97.2)   
Fixed shift 4 (2.2)   

Total shift working experience (yr)   0.58 ± 0.09
Number of night (times/month)   5.71 ± 1.72

†Out-patient department and delivery room.
SD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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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는 경우(F = 56.32, p < .001) 더 높았다. 직무 스트레스 또한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F =16.64, p < .001)와 우울 문제가 있을 때(F =  

40.64, p < .001)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3. 건강 관련 특성 

수면 장애(불면증, 수면 관련 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T0

에서 24명(13.5%), T1에서 117명(65.7%), 그리고 T2에서 115명(64.6%)이

었다. 또한 T0에서 56명(31.5%)의 대상자는 우울 문제(우울감, 불안

감)를 호소하였으며, 우울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T1에서 

59.6%로 증가하였다가 T2에서 39.9%로 감소하였다. 근골격계 통증

(목, 어깨, 등, 허리 통증)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T0에서 101명

(56.7%)으로 가장 많았으며 T1에서 138명(77.5%), T2에서 142명

(79.8%)으로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발과 다리의 피로 및 부종은 T1

에서 142명(79.8%)으로 T0보다 대상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또한 위장장애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T0시점 60명(33.7%), 

T1시점 72명(40.4%), T2시점 67명(37.6%)이었다. 주관적으로 건강함

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T0에서 18명(10.1%)이었으나 이후 T1 2명

(1.1%), T2 3명(1.7%)으로 감소하였다(Table 2). 사후분석 결과, 수면 장

애(T0 <T1=T2), 우울 문제(T0 =T2 <T1), 근골격계 통증(T0 <T1=  

T2), 발과 다리의 피로 및 부종(T0 <T2<T1)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3). 

저체중 대상자는 T0시점 32명(18.0%)에서 T2시점 35명(19.7%), 과

체중 대상자는 T0시점 17명(9.6%)에서 T2시점 21명(11.8%)으로 증가

하였다(Table 2). 주 1회 이상 근력 운동을 하는 대상자는 T0 41명

(23.0%), T1 37명(20.8%), T2 50명(28.1%)이었으며, 주 1회 이상 유연성 

운동을 하는 대상자는 T0 119명(66.9%), T1 90명(50.6%), T2 116명

Table 2.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and Occupational Stress of the Participants                 (N = 178)

Variables Categories
n (%) or Mean ± SD

Baseline (T0) 6M work (T1) 18M work (T2)

BMI (kg/m2) < 18.5 32 (18.0) 20.28 ± 2.22 48 (27.0) 20.08 ± 2.23 35 (19.7) 20.35 ± 2.34
18.5-22.9 129 (72.4) 113 (63.4) 122 (68.5)
≥ 23 17 (9.6) 17 (9.6) 21 (11.8)

Muscle strengthening exercise Yes 41 (23.0) 0.57 ± 1.31 37 (20.8) 0.45 ± 1.07 50 (28.1) 0.54 ± 1.02
(days/week) No 137 (77.0) 141 (79.2) 128 (71.9)

Flexibility exercise (days/week) Yes 119 (66.9) 2.10 ± 2.14 90 (50.6) 1.20 ± 1.59 116 (65.2) 1.56 ± 1.59
No 59 (33.1) 88 (49.4) 62 (34.8)

Health problems† Upper musculoskeletal pain 101 (56.7) 2.22 ± 1.42 138 (77.5) 4.00 ± 1.71 142 (79.8) 3.66 ± 1.54
Leg or foot discomfort 54 (30.3) 142 (79.8) 120 (67.4)
Depression anxiety or emotional 

disorder
56 (31.5) 106 (59.6) 71 (39.9)

Sleep disturbance 24 (13.5) 117 (65.7) 115 (64.6)
Headache 45 (25.3) 64 (36.0) 60 (33.7)
Gastrointestinal disorder 60 (33.7) 72 (40.4) 67 (37.6)
Menstrual disorder 51 (28.7) 68 (38.2) 81 (45.5)
Others 6 (3.4) 8 (4.5) 4 (2.2)
No problem 18 (10.1) 2 (1.1) 3 (1.7)

Level of stress     5.11 ± 2.07   6.50 ± 1.51   5.88 ± 1.66
Occupational stress         51.30 ± 10.87   46.93 ± 9.64

†Multiple response. 
BMI = Body mass index; SD = Standard deviation.

Table 3. Stress, Occupational Stress and Subjective Health problem 
Changes over Time                  (N = 178)

Variables t / F / Q p Post hoc

Stress 37.28 < .001 T0 = T2 < T1
Occupational stress 5.72 .001 T2 < T1
Upper musculoskeletal pain 36.50 < .001 T0 < T1 = T2
Leg or foot discomfort 103.15 < .001 T0 < T2 < T1
Depression anxiety or emotional 

disorder
38.73 < .001 T0 = T2 < T1

Sleep disturbance 135.47 < .001 T0 < T1 = T2
Headache 6.62 .037 T0 < T1 = T2
Gastrointestinal disorder 2.16 .340   
Menstrual disorder 4.63 .099   
The others 1.50 .472   
No problem 25.37 < .001 T1 = T2 < T0
Total number of health problems 121.78 < .001 T0 < T2 < T1

Table 4. The Difference of Stress and Occupational Stress by Health 
Problems                   (N = 178)

Variables

Depression anxiety or 
emotional disorder

Sleep disturbance

F p F p

Stress 56.32 < .001 20.39 < .001
Occupational stress 40.64 < .001 16.64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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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이었다(Table 2). 

4. 가장 염려되는 건강문제 변화

대상자 중 수면 장애가 가장 염려되는 건강문제라고 응답한 대

상자는 T0에서 5.6%, T1에서 18.0%, 그리고 T2에서 22.5%이었다(Fig-

ure 1). 또한 가장 염려되는 건강문제가 우울 문제(우울감, 불안감)라

고 답한 대상자는 T1 22.5%으로 가장 많았으며, T2 11.2%으로 T0 

11.8%와 비슷하였다. 대상자의 가장 염려되는 건강문제는 T0에서 

근골격계 통증(목, 어깨, 등, 허리 통증)이 29.8%으로 가장 많았으며 

T1에서 22.5%, T2에서 24.7%의 각 대상자는 근골격계 통증이 가장 

염려되는 건강문제라고 응답하였다. 염려되는 건강문제 없음이라

고 응답한 대상자는 T0에서 9.5%이었으나 T1에서 2명(1.1%), T2에서

는 4명(2.2%)으로 T0에 비해 줄어들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종합병원에서 교대 근무를 하는 여성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입사 후 대상자의 스트레스와 직무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문제, 그리고 그 중 가장 염려되는 건강문제를 파악하

고 시간에 따른 변화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종단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다

루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스트레스(6.50 ± 1.51점)와 직무 스트레스

(51.30 ± 10.87점)는 교대 근무 6개월 시점(T1)에서 가장 높았다. 교대 

근무 6개월 시점(T1)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 점수는 동일한 도구

를 이용하여 측정한 선행연구[23]보다도 매우 높은 점수로 급격한 

변화와 새로운 환경으로 인한 신규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높다

는 선행연구 결과[23]를 지지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

가 교대 근무 6개월 시점(T1)에서 가장 높은 것은 아마도 대상자의 

업무 적응 과정의 어려움에 기인했을 수 있다. 선행 연구결과 입사 

직후의 신규간호사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임상현장 실무 간의 격

차로 인해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6,24]. 인

계를 줄 때, 보호자 또는 다른 의료진으로부터 질문을 받을 때 등 

긴장감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신규간호사는 수행불안을 겪는 것으

로 나타났다[2,24]. 또한 간호업무는 정확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나 

이를 미숙하게 처리하는 경우, 그리고 업무에 숙달되기 전 과중한 

업무가 주어지는 경우에도 신규간호사는 스트레스, 불안 또는 우

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5]. 

본 연구결과에서도 신규간호사의 근무 6개월 시점(T1)에서 우울

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 불안감 등 우울 문제를 경험하

였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근무 배치 전(T0) 31.5%에서 입사 6개월 후

(T1) 59.6%로 약 2배 증가하였다. 이 시기(T1)에 우울이 가장 염려되

는 건강문제라고 응답한 간호사도 22.5%로 가장 많았다. 또한 우울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스트레스(F = 56.32, p < .001)와 직무 

스트레스(F = 40.66, p < .001)는 우울 문제가 없는 대상자보다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자의 주장을 지지한다. 반면, 입사 18개월 

시점(T2)에서 우울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39.9%로 감소하

였다. 이는 신규간호사 대부분이 1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업무에 

적응하면서 우울 문제가 완화되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하다[17]. 그러나 신규간호사는 1년 이내 이직률이 가장 높고 

Figure 1. Changes in the most concerned health problem of novice nurses during the first 18 months of work. T0 = At baseline; T1 = After 6 
months; T2 = After 18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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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이 이직 의도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보고된 것[16,25]을 고려하

면 입사 1년 이내 신규간호사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우울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 결과, 신규간호사가 겪는 가장 큰 건강문제 중 하나는 수면 

장애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사 6개월 후(T1) 수면 장애를 보고한 대

상자는 117명(65.7%)으로 근무부서 배치 전(T0) 응답자 24명(13.5%)

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입사 18개월 후(T2)에도 수

면 장애가 있다고 답한 대상자는 132명(64.7%)으로 신규간호사의 

수면 장애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수면 장애

가 간호사에게 흔히 발생하는 건강문제인 것으로 보고한 선행 연

구결과들[14,27]과 같은 맥락이었다. 신규간호사의 수면 장애가 중

요한 건강문제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몇몇 요인에 기인할 수 있

다. 신규간호사는 경력간호사에 비해 수면의 항상성과 관련된 수면 

스케줄, 음주 등 수면에 영향을 주는 식습관이 더 나빠 수면의 질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14]. 또한 신규간호사의 수면 장애는 교

대 근무로 인한 수면 부족 외에도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큰 요소로 

작용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18]. 본 연구는 서울 시내 3차 

병원에서 시행되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특성상 환자 중증도가 타 

병원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26] 본 연구 대상자의 업무 부

담감이 다른 신규간호사에 비해 더 높았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더 주목할 결과는 수면 장애가 시간 경과에 

따라 지속되며 가장 염려되는 건강문제가 수면 장애라고 답한 대상

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근무 시작 후 18개월 후에

는 이미 건강문제, 특히 수면 장애로 인해 이직한 사람들이 있고[10] 

근무 스케줄과 업무에 적응하여 수면 장애가 경감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28] 수면 장애가 지속적인 건강문제로 보고된 

점은 추후 간호사 수면 장애 개선을 위한 정책과 전략 수립이 시급

함을 시사한다. 신규간호사 본인 스스로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인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더 나아가 교대 근무로 인한 장기적

인 수면 장애 문제를 예방,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근무배치 전(T0) 신규간호사는 근골격계 통증(목, 

어깨, 등,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대상자(101명, 56.7%)가 가장 많았

고 이는 예상치 못한 결과이다. 또한 근무배치 전 근골격계 통증을 

가장 염려되는 건강문제라고 응답한 대상자도 53명(29.8%)으로 가

장 많았다. 선행연구[12,29]에서 간호사의 만성 질환으로 허리 통증

과 근골격계 질환이 종종 보고되었으나 신규간호사의 근무 시작 

전 근골격계 통증 문제는 보고된 적이 없다. 본 연구에서 신규간호

사의 근무 시작 전 근골격계 통증 원인을 조사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러한 결과는 최근 청년들의 스마트폰 사용량 증가와 

연구 대상자가 간호학과 학생이었던 것과 관련 있을 수 있다. 선행 

연구결과 사회초년생은 스마트폰 중독에 가장 취약한 연령층으로,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은 불균형한 자세를 유발하고 근골격계 통

증을 증가시킬 수 있다[30]. 또한 과중한 학습량과 임상 실습 활동

을 병행하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경우 스마트폰 중독 점수가 다른 

타 전공에 비해 더 높고 정규수업 외 추가학습시간이 길어 운동 참

여가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다[31]. 

본 연구에서 주목할 것은 근골격계 통증(목, 어깨, 등, 허리 통증)

을 건강문제로 보고한 대상자가 입사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증가(T0: 

56.7%, T1: 77.5%, T2: 79.8%)한다는 점이다. 또한 입사 6개월 시점(T1)

에서 근골격계 통증과 함께 신규간호사가 가장 많이 호소한 건강

문제는 발과 다리의 피로 및 부종이었다. 이는 간호사의 업무가 어

깨와 목 등, 통증뿐 아니라 발과 다리의 피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결과[29]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추가 분석 결과 입사 6개

월 후(T1) 근골격계 통증(목, 어깨, 등, 허리 통증)과 발과 다리의 피

로 및 부종을 모두 호소한 대상자는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한 대상

자(137명, 77.5%) 중 85.4%이었다. 즉, 대부분의 근골격계 통증 대상자

가 발과 다리의 피로 및 부종도 같이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

호사는 업무 중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환자 체위를 변경하

기 위해 근골격계를 많이 사용하며 업무 자체가 허리를 구부리거

나 비틀게 되어 근골격계 통증 및 손상에 취약하다[29]. 또한 활력 

증상 측정, 컴퓨터 작업 등 간호사는 특정한 작업을 반복하고 부자

연스럽고 불편한 자세로 간호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노동 강도

가 강한 것 또한 발과 다리의 피로 및 근골격계 통증이 높은 이유가 

될 수 있다[12]. 본 연구 대상자는 신규간호사로 업무경력이 적어 업

무에 대한 부담감이 크고 교대 근무를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선행 연구 결과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높은 경우, 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 근골격계 증상위험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32].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 병원이 3차 병원으로 환자의 중증도가 높은 

병원인 것에도 기인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근골격계 

통증 경험 여부만을 확인했기에 통증 강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어려

우나 연구 결과, 신규간호사는 근무 시작 전부터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았고 업무 시작 후 통증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감

안하면 신규간호사의 근골격계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작업환경의 

개선 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근골격계 통증 완화 및 예방

을 위해 적절한 신체활동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규간호사의 근

력 운동 및 유연성 운동일수가 오히려 입사 6개월 시점(T1)에서는 

입사 전(T0)보다 더 감소하고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본 연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규간호사는 업무적응을 위해 적극적

인 건강관리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근무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건강



� 최지윤·기지선·김경숙�외�2인138

https://doi.org/10.7586/jkbns.2022.24.2.131www.bionursingjournal.or.kr

에 소홀한 것으로 보고되어[17,33] 신규간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을 

관리하고 적극적인 신체 운동을 격려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위장장애 문제를 보고한 대상자는 입사 6개월 시점

(T1)에서 40.4%로 입사 전(T0) 33.7%보다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가 업무를 시작하면서 잘못된 식이 습관을 형성하고 유지하

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연구결과 입사 6개월(T1) 저체중 

대상자는 근무 배치 전(T0) 18.0%에서 27.0%로 증가하여 비해 신규

간호사들의 체중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입사 18개월 시점

(T2) 대상자의 평균 체질량지수(BMI)는 근무 배치 전(T0)보다 더 증

가하였고 과체중 대상자 또한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간호사

는 식사 시간보다 업무에 대한 우선순위가 더 높아 규칙적인 식사

를 하지 못하는 경향이 높으며 짧은 시간에 음식을 섭취하거나 식

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24,34]. 또한 교대 근무

로 인해 신규간호사는 하루 2끼 미만의 식사를 하며 불규칙한 식습

관으로 인해 체중이 증가하거나 역류성 식도염 등 위장장애를 겪는

다고 보고하였다[13]. 연구결과 위장장애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대

상자의 비율이 높진 않으나 간호사의 식이 습관이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고[17], 혼자 살 경우 식습관이 더 좋지 않다는 선행연구 

결과[34]를 고려했을 때 신규간호사의 위장장애 문제는 주목해야 

할 건강문제이다.

 본 연구는 원자료(SWNHT study) 중 일부 연구 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한 2차자료 분석 연구로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원자료 

신규간호사 대상자 294명 중 본 연구에서는 3차례 모두 응답한 대

상자(n =178)만을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대상

자가 건강문제로 인해 실제 이직한 것인지,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설문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자료

수집 1차 대상자 294명 중 본 연구결과에 포함된 178명과 포함되지 

않은 116명을 비교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건강 관

련 특성, 주관적 건강문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본 연구에

서 신규간호사의 건강문제는 주관적인 경험 여부만을 자가 보고식

으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각 건강문제별 중증도 및 통증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지 못하였다. 이는 건강에 대한 주관적 

자가보고가 유효한 대리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지지

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

한 근무 배치 전(T0) 오리엔테이션 기간 신규간호사는 직무에 직접 

투입되지 않아 직무 스트레스를 측정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여성 신규간호사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 간호사에게 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여성 신규간호사의 건강문제를 조

사한 2차자료 분석 연구이다. 연구결과 신규간호사의 스트레스, 직

무 스트레스와 건강문제는 입사 6개월 시점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우울, 불안 등의 우울 문제, 스트레스는 입

사 6개월 시점에서 가장 심하였고 입사 18개월 시점에서는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발과 다리의 통증 및 근골격계 통증, 그리고 

수면 장애는 시간이 지나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

자의 위장장애 문제는 입사 6개월 시점에서 약간 증가하다 감소하

였으나 대상자의 과체중 비율이 결과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을 주목

해야 한다. 신규간호사가 업무에 적응하도록 돕고 더 나아가 환자에

게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간호사의 건강을 관리하

는 것은 중요하다. 각 근무 기간에 따른 신규간호사의 스트레스, 직

무 스트레스 및 주관적 건강문제의 변화가 있다는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근무 기간별 신규간호사의 정서적, 신체적 건강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신규간호사의 건강문제를 비교하고 더 나아가 신

규간호사의 건강문제 관련 요인을 분석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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