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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의 교대근무가 식행동 및 건강관련요인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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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ress, dietary habits, dietary behaviors, and health-related
behavior of nurses. Metho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61 nurses studying at a cyber universit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stress, dietary habits, dietary behaviors, and health-related behavior of the subjects were surveyed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in October, 2010.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working
pattern: shift workers (n = 110) and non-shift workers (n = 51). Results: I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marriage, monthly income, employment type, and job satisfaction between the two groups. Total stress score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between the two groups. In dietary habits, significant differences in meal regularity, skipping
meals, skipping reasons, having regular mealtimes, frequency of snack and the snack time between shift workers and nonshift workers (p<0.05). Total score of dietary behaviors in shift workers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in non-shift workers
(p<0.05). Score of shift workers in taking three meals per day regularly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non-shift
workers. In health-related behavior,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leeping time was observed between shift workers and nonshift workers. Dietary behavior showed negative correlation with shift work (r = 0.176) and positive correlation with health
consciousness (r = 0.210) and perceived health status (r = 0.198) in subjects after adjustment for age, marriage, monthly
income, and employment type (p < 0.0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shift work, health consciousness, and
perceived health status affected dietary behavior in subjects. Conclus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shift working nurses
had poor dietary habits and dietary behaviors, and these dietary behaviors are affected by their shift work, health
consciousness, and perceive health status.
KEY WORDS: nurses, shift work, stress, dietary behavior, health consciousness, perceived health status

서

론

며 , 특히 환자와 가장 밀착하여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최
상의 간호를 제공해야 하는 간호사의 경우 교대 근무가 불

교대 근무 간호사란 근로자들을 2개조 이상으로 조직하

가피하다.3

여 1일 근로를 두 개 이상의 시간으로 구분하여 일정한 기

이러한 교대근무는 근무 시간대를 일시적으로 변화시킴

일마다 교대로 작업하게 하는 변칙적 근로형태로 간호사

으로써 근로자의 생체리듬을 교란시켜 수면부족 , 사회생

면허를 가진 자가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활 및 가정생활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 신체적 , 정신적

1

간호사를 말한다 . 이와는 달리 비교대 근무 간호사란 정규
2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4,5 교대 근무 간호사의 경

시간에 맞추어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 . 인간

우 , 피로감 , 수면장애 , 집중력 저하 등의 잠재적 위험이 초

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은 24시간 내내 가동하여야 하

래될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어 ,6,7 이러한 간호사의 컨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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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환자간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게다가 , 병원은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가 유기적으로 협
력하여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특성으로

일반사항 조사

인해서 다른 조직에 비해서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다 .

일반사항은 연령, 결혼여부, 소득, 흡연, 근무조건과 관련

특히 , 환자를 직접적으로 간호하고 환자 보호자를 응대하
며 , 다른 직종 종사자와 지속적인 접촉을 해야 하는 간호사
의 경우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8-10 과도한
스트레스는 간호사의 정신적 , 신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업무 수행능률을 감소시켜 환자의 생명이나 치
료경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11 병원의 생산성과 효율성
을 저해 할 수 있다.12

하여 직장형태, 고용형태, 근무기간 및 시간, 교대근무형태,
직업만족도, 수면시간 등의 15문항을 조사하였다.

스트레스 조사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
보기 위한 조사는 Yoon과 Choi의 연구 18에서 사용하였던
문항을 이용하였다. 그 내용은 스트레스를 업무, 관계성, 가

간호사의 건강상태는 개인의 문제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 질병, 장래의 5가지 영역에서 업무량, 간호기술, 동료와

의료기관에 종사하면서 환자의 치료와 관리에 직접적인 영

의 역할분담, 타 의료진과의 관계, 환자와의 관계, 상위직과

향을 미치기 때문에 , 스트레스가 높고 건강에 악영향을 줄

의 관계 , 간호기술 , 가정문제 , 경제적인 문제 , 건강 및 질병

수 있는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간호사들의 건강관리

문제 , 장래에 관한 문제 등의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전

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 식습관은 개인의 영양상태 뿐만

혀 느끼지 못한다 ’ 1점부터 ‘아주 심하게 느낀다 ’ 5점가지

아니라 건강상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로 배점을 주어 Likert 5점 척도에 의해 총 50점 만점으로

13

며 , 이러한 식습관 및 식생활 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측정하였으며 ,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와 관련된 사회적, 육체적, 정

평가하였다.

신적 건강상태 , 식생활에 대한 가치관 , 생활습관 등의 요인
들과 식행동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4

식습관 및 식행동 조사

최근 Yoon 등은 간호사의 식생활 및 영양상태와 관련하여

식습관조사내용에는 식사횟수 , 식사의 규칙성 , 간식섭취

식습관이 불규칙하며 영양상의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하였

횟수 및 시간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식행동 조사항

다 .2 반면에 , 대부분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목은 19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간이식행동조사표를 이용

교대근무에 따른 수면장애나 피로도 , 스트레스 , 직무만족

하였다. ‘전혀 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배

도 , 건강상태 , 건강증진행위 등의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으

점을 주어 Likert 5점 척도에 의하여 총 50점 만점으로 측정

나 ,2,7,15-17 간호사들의 식습관 및 영양상태에 대해서는 거

하였으며 , 부정문항에 대해서는 역으로 환산하여 분석하

의 연구된 바가 없다. 또한, 이들의 식습관이나 식행동에 영

였다.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교대 근무라는 환경적 요인과 스
트레스 등에 관한 관련성은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건강관련행동 조사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들의 교대근무에 따른 스

건강관련행동은 Yoon과 Choi의 연구 18에서 사용하였던

트레스와 이들의 식습관 , 식행동 및 건강관련행동을 파악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 , 본인이 지각

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하는 건강상태 및 질병종류 , 수면시간 , 식생활에서 주의하

간호사의 건강증진을 위한 중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는 식품성분 등의 건강관련 행동 등을 조사하였다.

한다.

통계 처리 및 자료 분석

연구 방법
연구대상자 및 기간

자료 분석은 SPSS program (version 12.0)을 이용하여 각
항목별로 평균과 표준편차 또는 % (number)로 표시하였다.
근무형태에 따라 교대 근무 간호사와 비교대 근무 간호사

본 연구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다니면서 근무를 하고

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 Chi-square test를 실시하여

있는 간호사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 이 중 설문

교대근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과 식습관을 분석하였다 . 일

지를 성실히 응답한 16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조사기

반화선형모형 (general linear model, GLM)을 이용하여 결

간은 2010년 10월에 1달 동안 이루어졌다 . 설문조사는 자

혼유무와 소득을 보정한 후 교대근무에 따른 식행동 및 스

기기입식 설문지를 연구대상자들에게 배포하고 수거하는

트레스에 미치는 차이를 분석하였다 . 각 변인간의 상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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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구하였으며 , 나이

타났으나, 군간에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와 결혼여부 , 소득 , 고용형태의 영향을 보정하여 partial

결혼유무는 교대 근무 간호사의 83.6%가 기혼이나 비교

correlat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 간호사의 식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기 위하여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5%에서 검정하였다.

대 근무 간호사는 비율이 58.8%인 것으로 나타났다 (p =

결

과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은 Table 1과 같다 . 연령은
교대 근무 간호사가 27.6세와 비교대군이 30.7세로 통계적
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 신장 및 체중 , 간호사근무

0.001). 월소득의 경우 교대 근무 간호사는 200-300만원의
소득이 7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 비교대 근무 간호
사의 경우 200-300만원 (44.0%)과 100-200만원 (42.0%)의
소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p = 0.000). 고용형태의 경
우, 교대 근무 간호사의 거의 대부분 (98.2%)이 정규직이었
으나 비교대 근무 간호사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25.5%를
차지하였다 (p = 0.000). 교대 근무 간호사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비교대 근무 간호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
았다 (p = 0.000).

경력도 군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직장의 형태는 교
대 근무 간호사는 종합병원과 준종합병원에서 대부분 근

스트레스

무하고 있었으며 , 비교대 근무 간호사도 종합병원 , 준종합

대상자의 스트레스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

병원 외 정신보건센터 ,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

다 . 교대 근무 간호사는 ‘많은 업무량 ’으로 스트레스를 주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nurses according to shift
Shift worker
(n = 110)

Non-shift worker
(n = 51)

Significance

Age (yrs)

27.63 ± 4.671)

30.73 ± 6.85

NS3)

Height (cm)

161.80 ± 4.58

161.41 ± 4.13

NS

Weight (kg)

53.18 ± 5.75

54.25 ± 6.85

NS

18 (16.4)2)

21 (41.2)

p = 0.0014)

92 (83.6)

30 (58.8)

Marriage
Single
Married
Monthly income
<100

1 (0.9)

0 (0)

100-200

16 (14.8)

21 (42.0)

200-300

85 (78.7)

22 (44.0)

6 (5.6)

7 (14.0)

Third hospital (500> beds)

60 (56.1)

20 (40.0)

Secondary hospital (30-500 beds)

40 (37.4)

11 (22.0)

300>

p = 0.000

Place of employment

Clinic

6 (5.6)

3 (6.0)

Public health center

0 (0)

4 (8.0)

Mental health center

1 (0.9)

11 (22.0)

Others
Working period (months)

0 (0)

1 (2.0)

47.22 ± 31.37

49.14 ± 55.28

NS

NS

Employment type
Full time-regular job

108 (98.2)

38 (74.5)

Full time-irregular job

1 (0.9)

11 (21.6)

Part time-irregular job

1 (0.9)

2 (3.9)

3.04±0.73

2.38±0.78

0 (0.0)

6 (11.8)

Satisfaction

26 (24.1)

22 (43.1)

Usually

57 (52.8)

20 (39.2)

Dissatisfaction

23 (21.3)

3 (5.9)

2 (1.9)

0 (0.0)

Job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Very dissatisfaction
1) Values are mean ± SD. 2) Values are n (%).
two groups by Chi-square test

3) Significance between two groups by Student’s t-test

p = 0.000
p = 0.000

NS

4) Significance between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J Nutr Health) 2014; 47(6): 416 ~ 425 / 419

로 받고 있었으며, 비교대 근무 간호사의 경우 ‘환자와의 관
계’와 ‘많은 업무량’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총점은 50점 만점에 교대 근무 간호사가 26.97 ±

1.73점 , 비교대 근무 간호사 25.68 ± 1.83점으로 나타났으
며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 스트레스의 업무 , 관계
썽 , 가정 , 질병 , 장래 영역에서는 업무스트레스 영역에서만
근무 형태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 = 0.011). 세
부 항목으로는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힘이 든다’의 문항에
서는 교대 근무 간호사가 3.52 ± 0.99점으로 비교대 근무 간
호사의 3.04 ± 0.94점 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 =
0.038). ‘동료와의 역할분담에 있어서 부당함을 느낀다 ’의
문항에서도 교대 근무 간호사가 2.86 ± 0.77점으로 비교대
근무 간호사의 2.43 ± 0.98점 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 (p = 0.022).

식습관
대상자의 식습관 조사 결과는 Table 3와 같다 . 식사횟수

(52.7%), 시간이 없고 바빠서 (33.0%), 입맛이 없고 먹고싶
지 않아서 (8.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 비교대 근무 간
호사의 경우 시간이 없고 바빠서 (83.3%), 간식이나 다른
것을 먹었기 때문 (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식사의 규
칙성은 교대 근무 간호사의 경우 88.2%가 불규칙하다고
응답한 반면 , 비교대 근무 간호사는 거의 일정 (54.9%), 불
규칙 (31.4%), 항상 일정 (13.7%) 순으로 응답하였다 (p =
0.000). 간식 횟수를 조사한 결과 , 교대 근무 간호사의
88.2%가 하루 1-2회의 간식을 섭취하고 있으며 , 거의 안하
는 경우가 20.0%, 하루 3회 이상이 6.4%로 나타났으며, 비교
대 근무 간호사의 경우 하루 1-2회 (60.8), 거의 안함 (37.3%),
3회 이상 (2.0%)의 순이었으나 군간의 차이를 보였다 (p =
0.043). 간식을 많은 하는 때는 교대 근무 간호사의 경우 주
로 저녁 식사 후 (54.4%), 점심 식사 후 (36.9%), 아침 식사
후 (6.8%) 등 순이었으나, 비교대 근무 간호사의 경우 주로
점심 식사 후 (49.0%), 저녁식사 후 (24.5%), 아침 식사 후
(1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p = 0.001).

에서는 교대 근무 간호사의 79.1%가 하루 2회 식사를 하고

15.5%가 하루 3회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비교대
근무 간호사는 51.0%가 하루 2회 식사를 하고, 37.3%가 하
루 3회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2), 거르는
끼니는 주로 아침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 교대 근무
간호사의 경우 점심을 거른다는 응답이 11.5%로 두 번째
를 차지하였으나 , 비교대 근무 간호사의 경우 점심을 거르
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0). 식사를 거르
는 이유로는 교대 근무 간호사의 경우 생활이 불규칙해서

식행동
대상자의 식행동 조사 결과는 Table 4과 같다 . 교대 근무
간호사의 경우, ‘우유나 유제품 섭취 ’, ‘단백질 식품 섭취 ’,

‘튀김이나 기름에 볶은 요리 섭취 ’, ‘간식류 섭취’, ‘세끼 규
칙적 식사’의 5개의 항목에서 3점 이하의 좋지 않은 식행동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에 비교대 근무 간호사의
경우 모든 항목이 3점 이상으로 바람직한 식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식행동조사 총점은 50점 만점에 비교대

Table 2. Stress score of the nurses according to shift work
Stress
Subtotal score
Work

Amount of work
Nursing technique

Relation

Family

Disease
Future

Non-shift worker
(n = 51)

Significance2)

2.98 ± 0.70

2.61 ± 0.67

0.011

3.52 ± 0.991)

3.04 ± 0.94

0.038

2.49 ± 0.79

2.16 ± 0.84

NS

Subtotal score

2.90 ±0.69

2.65±1.33

NS

Relation with companion

2.86 ± 0.77

2.43 ± 0.98

0.022

Relation with other medical staff

2.91 ± 0.93

2.56 ± 0.97

NS

Relation with patients

2.82 ± 1.05

3.08 ± 4.43

NS

Relation with superior

2.98 ± 1.03

2.55 ± 1.03

NS

Subtotal score

2.01± 0.88

2.13 ± 0.82

NS

Problems for home

1.87 ± 0.88

2.06 ± 0.99

NS

Problems on economy

2.15 ± 1.01

2.24 ± 0.93

NS

Subtotal score

2.47 ± 0.96

2.24 ± 0.97

NS

Problems for health and disease

2.47 ± 0.96

2.24 ± 0.97

NS

Subtotal score

2.64 ± 0.88

2.76 ± 0.97

NS

Problems on future

2.64 ± 0.88

2.76 ± 0.97

NS

26.97 ± 4.67

25.68 ± 6.85

NS

Total Score
1) mean ± SD

Shift worker
(n = 110)

2) Significance were obtained from general linear model (GLM) after adjustment for marriage and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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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etary habit of the nurses according to shift work

Frequency of having meals per day
1 times
2 times
3 time
Skipping meals
Breakfast
Lunch
Supper
None
Skipping meals
No
Yes
Reasons for skipping meals
Lack of time
Irregular eating habit
Poor appetite
Weight control
Poor digestion
Having snacks
Regular eating time
Regular
Sometimes
Irregular
Frequency of snack per day
More than 3 times
1-2 times
None
Snacking time
Before breakfast
After breakfast
After lunch
After dinner
1) Values are n (%).
square test

Shift
worker
(n = 110)

Non-shift
worker
(n = 51)

6(5.5)
87 (79.1)
17 (15.5)

6(11.8)
26 (51.0)
19 (37.3)

83 (79.8)
12 (11.5)
3 (2.9)
6 (5.8)

35 (68.6)
0
4 (7.8)
12 (23.5)

51 (51.0)
49 (49.0)

31 (62.0)
19 (38.0)

30 (33.0)
48 (52.7)
8 (8.8)
2 (2.2)
2 (2.2)
1 (1.1)

35 (83.3)
0 (0.0)
1 (2.4)
1 (2.4)
1 (2.4)
4 (9.5)

근무구군이 32.14 ± 4.97점으로 교대 근무 간호사의 29.41

Significance

± 4.69점 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p = 0.024), 비교대
근무 간호사의 식행동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식
사는 매일 세끼를 규칙적으로 한다 ’의 문항에서 비교대 근

0.002

0.000

무 간호사가 3.32 ± 1.23점으로 교대 근무 간호사의 2.64 ±

0.88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 = 0.001).

건강관련 행동
대상자의 건강관련 행동은 Table 5와 같다 .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는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본인이 지각하는 건강상태는 교대 근

1 (0.9)
12 (10.9)
97 (88.2)

7 (13.7)
28 (54.9)
16 (31.4)

7 (6.4)
81 (73.6)
22 (20.0)

1 (2.0)
31 (60.8)
19 (37.3)

2 (1.9)
7 (6.8)
38 (36.9)
56 (54.4)

4 (8.2)
9 (18.4)
24 (49.0)
12 (24.5)

NS

무 간호사는 ‘병은 없으나 건강하지는 않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 비교대 근무 간호사는 ‘건강하다 ’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군간에 유의적이 차이는 없었다 . 과거에 앓은 적
이 있거나 현재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두군 모두 위장

0.000

질환이 가장 많았고 , 빈혈 순이었다 .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으로는 두군 모두 ‘휴식을 취한다 ’, ‘마음을 편하게 한
다 ’, ‘운동을 한다 ’, ‘식사조절을 한다 ’ 순으로 조사되었다 .
건강과 관련하여 절제하는 음식으로는 두군 모두 ‘짠 음식’

0.000

과 ‘술 ’, ‘기름진 음식 ’ 순으로 응답하였다 . 식생활에서 주
의하는 식품성분으로는 교대 근무 간호사는 ‘지방 ’, ‘화학
조미료 ’, ‘콜레스테롤 ’ 순이었으며 , 비교대 근무 간호사는

0.043

0.001

2) Significance between two groups by Chi-

‘지방 ’, ‘콜레스테롤 ‘, ’화학조미료 ‘ 순이었다 . 수면시간에
서는 교대근무에 따라 유의적으로 차이를 보였는데 6-8시
간의 수면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8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는 경우가 교대 근무 간호사 (14.0%)이 비교대 근무 간
호사 (5.8%)에 비해 더 많았다 (p = 0.03).

식행동과의 상관성
조사대상자의 총식행동 점수 및 세부 식행동과 관련성

Table 4. Dietary behavior score of the nurses according to shift work
Shift worker
(n = 110)

Non-shift worker
(n = 51)

2.97 ± 1.071)

3.27 ± 1.15

NS

Eating meat, fish, and/or egg at every meal

2.94 ± .90

3.27 ± .96

NS

Eating vegetables other than Kimchi at every meal

3.09 ± .94

3.37 ± 1.02

NS

Eating fruit or fruit drink every day

3.0 ± 1.0

3.02 ± .97

NS

Eating high-fat meat more than twice a week†2)

3.02 ± .98

3.02 ± .88

NS

Eating deep or stir fried food more than twice a week†

2.97 ± .88

3.02 ± .88

NS

Tending to add salt or soy source to the food at meal†

3.77 ± 1.01

3.88 ± .86

NS

Snacking ice cream, confectionary, and/or soft drink more than twice a week†

2.56 ± 1.04

3.06 ± 1.14

NS

Consuming a variety of food for nutritional balance

3.12 ± 1.02

3.41 ± 1.02

NS

2.64 ± .88

3.32 ± 1.23

0.001

29.41 ± 4.69

32.14 ± 4.97

0.024

Dietary Behavior
Drinking at least one serving of milk or other dairy drink product every day

Taking 3 meals per day regularly
Total Score
1) mean± SD
income.

2) † reversed score

Significance3)

3) Significance were obtained from general linear model (GLM) after adjustment for marriag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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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Health related behaviors of the nurses according to shift
work
Shift
worker
(n = 110)
Health consciousness
High
34 (30.9)1)
Average
74 (67.3)
Low
2 (1.8)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y
41 (37.3)
No disease, but unhealthy
65 (59.1)
May have disease
2 (1.8)
Have disease
2 (1.8)
Kind of disease in past or present†3)
None
68 (64.2)
Stomach
19 (17.9)
Anemia
5 (4.7)
Neuralgia
1 (0.9)
Others
13 (12.3)
Behaviors for maintaining health†
Rest (sleeping)
68 (47.6)
Relaxation
18 (12.6)
Moderation in diet
12 (8.4)
Exercise
14 (9.8)
Moderation in alcohol
7 (4.9)
Moderation in smoking
3 (2.1)
Intake of functional foods and vita- 10 (7.0)
min & mineral supplements
None
11 (7.7)
Food control for maintaining health†
Sweet foods
8 (8.6)
Salty foods
28 (30.1)
Oily foods
21 (22.6)
Smoked foods
2 (2.2)
Alcohols
26 (28.0)
Coffee
3 (3.2)
Others
5 (5.4)
Food components to be concerned
at meals†
Calorie
13 (11.3)
Fat
33 (28.7)
Cholesterol
26 (22.6)
Salt
2 (1.7)
MSG
30 (26.1)
Sugar
6 (5.2)
None
5 (4.3)
Sleeping hours
<6 hr
37 (34.6)
6-8 hr
55 (51.4)
>8 hr
15 (14.0)

Non-shift
Signifiworker
cance2)
(n = 51)
19 (37.3)
31 (60.8)
1 (2.0)
28 (54.9)
20 (39.2)
1 (2.0)
2 (3.9)
29 (55.8)
11 (21.2)
5 (9.6)
1 (1.9)
6 (11.5)
30 (35.3)
16 (18.8)
8 (9.4)
15 (17.6)
5 (5.9)
1 (1.2)
7 (8.2)

보정 전 후 모두 간호사들의 총 식행동점수는 교대근무 (r =

0.258; r = 0.176)와 유의적인 음의 상관성을, 건강관심도 (r
= 0.205; r = 0.210)와 본인이 지각하는 건강상태 (r = 0.167;
r = 0.198)에서 유의적인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 스트레스
와는 보정 전에서만 총 식행동점수와 유의적인 음의 상관

NS

성을 보였다 (r = 0.191).
세부 식행동과 관련 요인과의 상관성 분석에서는 조사대
상자의 나이와 결혼여부 , 소득 , 고용형태의 영향을 보정하

NS

였을 때 , 교대근무시 규칙적인 세 끼 식사의 식행동과 유의
적인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 (r = 0.237). 스트레스는 유제품
섭취 (r = 0.169), 고단백질 식품의 섭취 (r = 0.192), 골고루
먹기 (r = 0.187)의 식행동과 유의적인 음의 상관성을 보였
다. 직업만족도는 고지방 육류섭취 자제 (r = 0.174)의 식행

−

동과 유의적인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 건강관심도는 유제
품 섭취 (r = 0.205), 고단백질 식품의 섭취 (r = 236), 채소
섭취 (r = 0.231)의 식행동과 유의적인 양의 상관성을 보였
다 . 본인이 지각하는 건강상태는 고지방 고당 간식의 자제

−

(r = 0.191), 규칙적인 세 끼 식사 (r = 0.247)의 식행동과 유
의적인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식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과의 다중회귀분석
조사대상자의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의 다중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 간호사들의 교대근무를

3 (3.5)

하지 않을 경우 ,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경우 , 직업의 만족도가
5 (16.1)
8 (25.8)
7 (22.6)
0 (0.0)
8 (25.8)
2 (6.5)
1 (3.2)

11 (13.6)
21 (25.9)
18 (22.2)
3 (3.7)
16 (19.8)
10 (12.3)
2 (2.5)

높을수록 , 높은 건강관심도와 지각하는 건강상태가 좋을
−

수록 식행동 점수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었으
며 , 그 통계적 설명력은 약 13.8%이었다 (p = 0.000). 교대
근무, 스트레스, 직업 만족도, 건강관심도, 지각하는 건강상
태의 변수 중에서도 특히, 간호사의 교대근무 (p < 0.01), 건
강관심도 (p < 0.05), 지각하는 건강상태 (p < 0.05)가 간호
사의 식행동 점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

찰

본 연구에서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다니며 근무를 하
고 있는 간호사 161명을 대상으로 교대근무에 따른 스트레
스와 이들의 식습관 , 식행동을 파악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18 (34.6)
31 (59.6) p = 0.03
3 (5.8)

1) Values are n (%) 2) Significance between two groups by Chisquare test 3) †: Multiple-response

건강관련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교대근무형태는 심리적 , 형태적 , 생리학적 기전을 통해
일과 삶 간의 균형 저하 , 스트레스 , 체중증가와 흡연 , 자율
신경계의 활성화 , 소화불량 , 위 · 십이지장궤양 등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 스트레스는 식욕저하

있는 요인들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
조사대상자의 나이와 결혼여부 , 소득 , 고용형태의 영향을

또는 폭식 , 소화불량 등 을 가져와 불규칙한 식생활을 야기
할 수 있다.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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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간호사들의 스트레스를 업무 , 관계 , 가정 ,

식생활 이외에도 운동, 수면, 건강에 대한 관심 등 여러 건

건강 , 장래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 교대 근무 간호

강관련행동을 통해 건강을 관리해 나갈 수 있다 . 사람들은

사의 업무영역 및 개별요인으로 업무량과 동료와의 역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태

분담에 대한 스트레스는 비교대 근무 간호사에 비해 높았

도 13와 바람직한 식습관18을 보이며, 자신의 건강상태를 지

으나 (p < 0.05), 그 이외의 스트레스 영역별, 개별요인과 스

각할수록 건강상태에 대하여 자가 평가를 통해 건강관련

트레스 총 점수는 교대근무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이는 경

행동을 하게끔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27 이와 관련하여

남지역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서 교대근무에 따른 스

Yoon과 Choi는 18 간호사의 경우 기혼자와 연령이 높을수
록 ,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많다고 하
였는데 , 본 연구에서는 교대근무군과 비교대근무군 간에
는 건강관심도나 건강지각도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이는 본 조사대상자의 연령과 근무경력이 차이가
없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 수면시간은 두 군 모두 6시간
이하로 수면시간이 부족한 비율이 34.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 적절하게는 7-8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므로 28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생활패턴에 대한 관심이 필
요하겠다 . 또한 , 본 조사에서 교대근무군이 8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은 건강을 위한 노력으로
휴식 (수면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교대근무군에서 더 높은
것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며 ,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휴식을
취하는 외에 건강관리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 따라서 이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건강
관련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 교대근무 , 건강관심도와 건강지각도와의 세부적인 식
행동과의 관련성을 보았을 때 , 교대근무는 규칙적인 세끼
식사섭취가 감소하는 식행동과의 관련성을 보였다 . 건강
관심도는 유제품과 고단백질식품 , 채소를 섭취하는 식행
동과의 관련성을 보였고 , 건강지각도는 고지방 고당 간식
을 자제하고 규칙적인 세끼 식사를 하는 식행동과의 관련
성을 보였다. 또한, 본 조사대상자들은 주로 짠 음식과 기름
진 음식 , 술 등을 절제하며 , 식생활에서 화학조미료나 소금
을 주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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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는 차이가 없다는 Yoon과 Choi의 연구보고 와 일
치하였다 .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학업을 병행하는 간호사
라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으나 , 스트레스 총점수는 교대 근
무 간호사 26.97점 , 비교대 근무 간호사 25.68점으로 Yoon
과 Choi의 연구에서 보고한 27.8점과 비슷하여 ,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교대근무가 식습관 및 식행동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며 , 교대 근무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은 간호사
의 하루 두끼 위주의 식생활, 아침결식, 불규칙한 식사시간,
잦은 간식섭취 등의 불량한 식습관을 가져왔다 . 이는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교대근무간호사의 식습관 점수가 낮다
는 Yoon과 Choi18와 Kim 등23의 보고와 일치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간이식행동 총점수를 비교해
보면 , 교대 근무 간호사가 비교대 근무 간호사에 비해 유의
적으로 낮았으며 , 각 항목 중 특히 ‘식사는 매일 세 끼를 규
칙적으로 한다 ’의 응답이 유의적으로 낮았다 . Bilski의 연
구에서도 교대 근무 간호사들이 커피를 더 많이 마시며 따
뜻한 식사보다는 차가운 식사를 섭취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24
교대근무자의 업무특성상 불규칙한 식행동 및 영양불균
형이 초래된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다 . 외식업에
종사하는 교대근무자의 경우 잦은 결식과 음주 , 과식과 외
식 등의 반복된 식행동이 영양불균형이 보고된 바 있다 .

Lee와 Kim에 따르면 20 커피전문점에서 근무하는 교대근
무근로자에서 혼자 식사하는 비율이 높고 , 불규칙적인 식
사 , 면류와 분식위주의 식사 , 불균형된 식사 , 과식 , 짜고 매
운 것을 선호하고 짧은 식사시간등의 바람직하지 않은 식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였다 . Sudo와 Ohtsuka에
따르면 교대근무를 하는 컴퓨터공장의 여성 근로자의 식
사빈도나 식사의 질이 비교대 근무 여성에 비해 낮고 , 전반
적인 에너지와 영양소 섭취상태가 불량하다 하였다 .25 Choi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과의 관련성을 분석해 본 결과 , 나이 , 결혼여부 , 소득 , 고용
형태의 보정여부에 관계없이 교대근무와 음의 상관성을 ,

아침결식 , 짜게 먹는 식습관 등 바람직하지 않은 식생활을

건강관심도 및 건강지각도와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p <
0.05). 스트레스와는 보정 전에만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 (p
< 0.05).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의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 교대근무 , 건강관심도와 건강지각
도의 변인이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였다고 하였다 . 이상을 통해 볼 때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 생활습관인 올바른 식행동을

등 26도 지하철교대근무자 대상에서 불규칙적인 식습관과

간호사들의 경우 불규칙한 식생활에 노출되어 있어 건강

실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영양지식이나 태

관련행동인 식생활 관리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할 것으로

도29, 운동습관30, 스트레스21, 건강관심도13 등에 대한 관련

여겨진다.

성이 보고된 바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의 연구1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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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rrelation between dietary behavior score and other parameters
Shift work

Stress

Job
satisfaction

Health
consciousness

Perceived
health status

-0.258**1)
(-0.176*)2)

-0.191*
(-0.147)

-0.102
(-0.024)

0.205**
(0.210**)

0.167*
(0.198*)

Drinking at least one serving of milk or other dairy drink
product every day

-0.128
(-0.129)

-0.132
(-0.169*)

-0.115
(-0.121)

0.159*
(0.205*)

0.081
(0.058)

Eating meat, fish, and/or egg at every meal

-0.169*
(-0.121)

-0.208**
(-0.192*)

-0.152
(-0.129)

0.226**
(0.236**)

0.048
(0.057)

Eating vegetables other than Kimchi at every meal

-0.135
(-0.088)

-0.155*
(-0.122)

-0.153
(-0.119)

0.224**
(0.231**)

0.118
(0.128)

Eating fruit or fruit drink every day

-0.009
(-0.002)

-0.121
(-0.121)

0.009
(0.023)

0.029
(0.046)

0.077
(0.084)

Eating high-fat meat more than twice a week

-0.001
(0.065)

0.036
(0.099)

0.110
(0.174*)

0.032
(-0.003)

-0.017
(0.007)

Eating deep or stir fried food more than twice a week

-0.025
(0.026)

0.038
(0.092)

-0.002
(0.055)

0.110
(0.083)

0.010
(0.021)

Tending to add salt or soy source to the food at meal

-0.053
(-0.076)

-0.05
(-0.073)

0.074
(0.073)

-0.010
(-0.011)

0.119
(0.072)

Snacking ice cream, confectionary, and/or soft drink
more than twice a week

-0.212**
(-0.143)

0.061
(0.128)

-0.051
(0.036)

0.062
(0.030)

0.162*
(0.191*)

Consuming a variety of food for nutritional balance

-0.133
(-0.080)

-0.200*
(-0.187*)

0.020
(0.055)

0.149
(0.131)

0.018
(0.036)

Taking 3 meals per day regularly

-0.354**
(-0.237**)

-0.203**
(-0.118)

-0.238**
(-0.146)

0.031
(0.023)

0.176*
(0.247**)

1) Significantly different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marriage, monthly income, employment type
* p < 0.05, **p < 0.01

2) Significantly different by Partial correlation analysis after adjusting for age,

Parameters
Total dietary behavior score

Table 7.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otal dietary behavior score and other variables
B1)

SE

Constant

23.303

3.985

Shift work

-2.470

.849

Stress

-.078

Job satisfaction

.290

Selected variables

ß

t

P value

5.848

.000

-.235

-2.908

.004

.067

-.096

-1.160

.248

F = 4.893

.527

.047

.550

.583

P = 0.000

Health consciousness

1.753

.735

.180

2.386

.018

Perceived health status

1.219

.594

.161

2.053

.042

Model
R2 = 0.138

1) Multiple regression coefficient

서는 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위협을 줄이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 동기를 주게 된다고 하

와 평소에 건강관리를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 . Yoon과

였다 .27 즉 , 자신의 건강상태를 지각하게 되면 올바른 식행

Choi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을 대상으로 건강에 대한

동을 취하게 되는 동기가 부여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 본

관심이 높을수록 식습관 점수도 높다 하여 본 연구결과와

조사대상자에게서는 특히 교대근무가 이들의 식행동에 영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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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므로 , 교대근무간호사의 건강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에서는 식습관과 상관성이 없다고

관리를 위해서는 교대근무환경으로 인해 불규칙할 수 밖

한 Yoon과 Choi의 보고18와 일치하였다. 반면에, Kim 등21

에 없는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은 스트레스가 불규칙한 식사 , 소식 , 과식 , 과음 , 과도한 흡

여겨진다.

연 등 식행동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겠다.

최근 근로자의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20 기업에서 근무형태별 특성에 맞는 종합적이고

건강에 대한 지각상태가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체계적인 영양교육프로그램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필요

라는 본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 Seo는 건강에 대한 지각은

하다고 제안된 바 있다 .26,31 캐나다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

건강상태에 대하여 자가 평가를 하므로써 , 건강을 상실할

대 근무자를 위한 식사지침을 살펴보면 충분한 식사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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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섭취 , 저염식 , 저지방식 , 균형식 , 다양식 , 카페인 ·알코

형태의 영향을 보정 전후로 교대근무와 음의 상관성을 , 건

올 ·패스트푸드 섭취 제한 , 약물복용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강관심도와 지각하는 건강상태와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

있다.32 이 외에도 소화장애, 피로, 스트레스, 수면장애 극복

스트레스와는 보정 전에만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 . 다중회

을 위한 권고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32 Yoon과 Choi은 18

귀분석을 이용하여 간호사들의 식행동을 설명하는 요인을

간호사의 식사관리 뿐 아니라 체중관리와 스트레스 관리

분석한 결과에서는 교대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 건강관심

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어 , 교대근무간호사를 위해서도

도가 높을수록 , 본인이 지각하는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맞춤형 식사지침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할 것

올바른 식행동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을 통해

으로 보인다 . 특히 하루 세끼 규칙적인 식사와 균형잡힌 식

볼 때 , 교대근무와 같은 부적절한 임상간호환경에 있는 간

사 , 충분한 수면과 적절한 운동 , 건강관심도 및 건강상태를

호사의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식행동을 보일 수 있으나 , 건

지각하도록 하는 등의 교육이 포함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학업을 병행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

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신의 건강상태를 지각함으로써
식생활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는 점이 제한점으로 본 연구 결과를 확대해석하기 어렵
다 . 그러나 다양한 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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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이
상의 결과는 간호사들의 식습관 개선 및 건강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다니며 근무를 하
고 있는 간호사 161명을 대상으로 교대근무에 따른 스트레
스와 이들의 식습관 , 식행동을 파악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건강관련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본 연
구 결과 교대 근무에 따른 총 스트레스 점수는 유의적인 차
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 스트레스를 업무 , 관계 , 가정 , 건강 ,
장래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업무영역에서만 교대
근무 간호사의 경우 비교대 근무 간호사에 비해 유의적으
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교대 근무 간호사의 식습관이 비
교대 근무 간호사에 비해 전반적으로 불량한 것으로 나타
났다 . 간이식행동 총점수도 교대 근무 간호사가 비교대 근
무 간호사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각 항목 중 특히 ‘식
사는 매일 세 끼를 규칙적으로 한다 ’가 교대 근무 간호사에
서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본 조사 대상자의 식행동 점
수와의 상관성 분석 결과에서는 나이, 결혼여부, 소득,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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